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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중ㆍ일 공기업 개혁정책의 변천과 성과

정형곤․김진욱․김흥식․곽채기․이정현

공기업의 민영화는 1980년대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추진
되었으며, 일반적으로 공기업의 경영효율성 향상을 주목적으로 한다. 한국
또한 공기업 민영화를 1980년대부터 산발적으로 추진하다가 IMF를 계기로
보다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학계에서는 영국 등 해외의
선진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의 공기업 민영화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된 바 있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본 연구는 한국, 중국, 일본의 민영화 정책을 비교․분
석하여 우리나라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무
엇보다 한ㆍ중ㆍ일 3국은 경제발전 단계는 다르지만, 공기업 정책 수립 및
추진에서 유사성과 차이점이 동시에 발견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비
교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더불어 각국의 공기업 민영화가 상
호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본 연구는 의미
있는 과제라고 판단된다. 특히 일본의 경우 한국과 중국의 벤치마킹 대상으
로서 가치가 있으며, 중국 또한 OECD 지침을 가장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면에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또한 공기업 민
영화 정책과 관련하여 이와 같이 한ㆍ중ㆍ일 3국간 비교를 수행한 연구가
아직까지 없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를 가치 있는 주제라고 판단하여 추진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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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장에서는 한ㆍ중ㆍ일 3국 공기업 정책의 주요 특징과 변천과정, 민
영화와 관련한 주요 현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으며, 각 분야에서
전문적 연구역량을 가진 김흥식 교수, 김진욱 교수, 곽채기 교수가 집필을
담당하였다. 이와 같은 한ㆍ중ㆍ일 3국의 공기업 정책에 대한 각 연구를 공
기업의 정의 및 유형분류, 공기업 지배구조, 공기업 개혁 배경과 목적, 공기
업 개혁의 시기별 내용 및 핵심 이슈, 공기업 개혁정책의 성과와 문제점 등
총 5개 부문으로 요약ㆍ비교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기업의 정의 및 유형분류에 대한 한ㆍ중ㆍ일 3국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한국에서는 공기업을 정부기업(기업특별회계), 기업형 책임운영
기관(정부기업), 공기업(시장형, 준시장형)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반면 중국
은 ‘협의의 국유기업’은 기업의 전 자산이 국가 소유이며, ｢중화인민공화국
기업법인등기관리조례(中華人民共和國 企業法人登記管理條例)｣의 규정에 의
거하여 등록된 비공사제 경제조직(非公司制 經濟組織)을 지칭하며, 광의의
국유기업은 협의의 국유기업, 국유파트너십, 국유집체파트너십, 국유독자기업
을 포함한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공기업은 정부예산의 한 형
태로 운영되고 있는 정부관계기관, 독립행정법인, 특수법인, 인가법인 등이
포함된다.
둘째, 3국의 공기업 지배구조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중국은 ‘국유자산 감독 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중앙에서 총괄 관리되는 집
중화 모델(Central Model), 일본은 각 특수법인이 주무대신(주무부처)에 의
해 관리되는 분권화 모델(Sector Model), 한국은 공기업을 총괄하는 기획재
정부와 각 공기업이 속한 해당 부처가 관리하는 두 가지 요소가 공존하는
지배체계(Dual Model)를 갖추고 있다.
셋째, 3국 각각의 공기업 개혁정책 추진배경 및 목적은 다음과 같이 비교
적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시장 활동영역 확대 및 작은 정부
구현, 공기업 경영의 비효율성 개선, 공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등을 목적으
로 공기업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 공기업 운영의 비효율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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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분산으로 경영권과 관리주권의 확대부여 등에 목적을 두고 있다. 마찬가
지로 일본의 경우도 특수법인 비대화, 사업운영의 비효율성 및 불투명성, 경
영책임의 불명확성, 경영의 자율성 결여 등 유사한 목적에 따라 추진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시기별로 3국 공기업 개혁의 주요 내용과 핵심 이슈에 대해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한국의 경우 본격적으로 공기업 개혁이 추진된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공기업 민영화 및 구조조정에, 노무현 정부 시절은 공공기관 지배
구조 개편 및 경영혁신 추진에, 현 정부는 민영화, 기관통폐합, 기능조정, 경
영효율화 추진에 정책의 초점을 두고 있다. 중국의 경우 공기업 개혁정책을
4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는데, 1단계(1978~84년)는 기업자주권의 확
대, 2단계(1985~92년)는 양권분리의 시행, 3단계(1993~2002년)는 현대기업
제도 수립, 4단계(2003년~현재)는 국유자산 관리체제 개혁 등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일본의 경우 2001년 이전에는 3공사 민영화, 특수법인 등의 정리
합리화에, 2001년 이후부터는 특수법인 등 163개 기관의 정리합리화계획의
추진에 초점을 두었다. 이후 2005년부터는 정책금융기관의 개편을 본격적으
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이와 함께 일본은 낙하산 인사 문제 해결을 위한 개
혁을 꾸준히 진행해오고 있다.
다섯째, 3국 공기업 개혁정책 추진상의 주요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의 경우 기본적으로 중장기적ㆍ종합적 전략의 개선이 필요하며,
기타 ‘정부기업’ 개혁에 대한 논의 부족, PPP형 민영화 추진기반 미흡, 민영
화 추진체계 미흡, 민영화 이후 효율적 기업지배구조 형성전략 미흡 등이 주
요한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국의 경우 도입된 제도구축 수준에 비
해 현대적 기업제도 추진 미흡, 국유경제 배치구조 불합리, 독과점 기업 개
혁의 어려움, 국유기업 혁신능력 미흡, 국유자산관리체제 미흡 등으로 제도
가 효과적으로 이행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본의 경우
는 분권화된 지배체계(Sector Model)에 따른 각 주무부처의 저항, 완전민영
화로 이행하는 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 민영화 이후에도 국가지배적 요

5

국문요약 │

소가 지속된다는 점, 낙하산 인사개혁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점이 주요한 문
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3국의 비교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공기업의 정의 및 유형분류,
공기업 개혁의 배경 및 목적은 대체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지배구조
측면에서는 3국간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
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한국의 공기업 개혁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OECD 지침에 따라 경영자율권 보장을 개선하는 데 정책적 노력이
집중될 필요가 있다. 중국의 경우 기업 및 정부기관의 역량이 미흡하여 그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못하고 있으나, OECD가 제시한 있는 공기업정책
가이드라인소유권 관리 집중화 지침을 3국 중 가장 먼저 수용하는 등 국제
적인 룰에 부합하는 개혁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OECD가 바람직한 모
델로 제시하고 있는 집중화 모델은 경영자율성 강화에 큰 가치를 두는 방식
으로, 향후 ｢공공기관 운영 기본법｣ 등에서 공기업의 소유권자로서 정부의
권한과 책임이 명시적으로 규정되거나, 공기업 이사회의 독립성 확보 및 권
한강화를 통해 자율성 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국 국유기업의 민영화를 한국의 대중투자 활성화의 주요한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즉 중국정부가 국유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활용하
고 있는 주요 개혁조치 중 비주력사업 부문의 분리ㆍ매각, 우량 국유기업의
상장과정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이를 대중국 투자 활성화의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현재 제조업 부문에 대한 수출제품의 생산기지
로서 투자에 편중되어 있는 대중국 투자를 다변화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
서도 의미가 있다.
셋째, 일본이 선행적으로 실행해온 민영화 추진성과를 통해 향후 우리의
민영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떠한 기업들이 민영화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
을지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일본의 경우 1960년대부터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특수법인 정리 및 합리화 활동이 시작된 바 있으며, 특히 한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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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하였을 때 철도 및 우편사업, 도로공단 및 공항운영 부문에 대한 민영화
가 먼저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한국에서도 이 분야의 민영화 논의가 본
격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일본의 사례가 한국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나 이러한 논의에 대해 사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일본의 사례와 같이 ‘분권화 모델에 기초한 민영화’ 전략이 지배개
혁의 적정한 대안이 될 수 있다. OECD에서는 분권화 모델에 대해 기업의
자율성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가격상승
등 민영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효율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도모하는
데 효과적인 방안으로 판단된다. 다만, 기업의 경영자율성 보장을 위한 개혁
조치도 조화롭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여야 정치권의 공기업 개혁에 대한 장기적 관점에서 공감대 형성
을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일본의 경우 1960년대부터 시작된 공기업
개혁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일관성을 잃
지 않고 공기업 개혁정책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공기업 개혁이
집권정부의 5년 과제로서만 고려되어 공기업 내부의 반발과 이해관계자의
저항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설득과정이 수반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
다. 따라서 일관성 있는 개혁정책이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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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공기업의 개혁과 민영화는 1980년대부터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본격
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이후 세계적인 흐름이 되었다. 일반적으로 공기업의
개혁은 주로 민영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이는 주로 공기업의 경영효율성
향상을 주목적으로 한다. Galal et al.(1994), Newberry and Pollitt(1997),
Boylaud and Nicoletti(2000), Holder(1998), Laurin and Bozec(2000)은 여러
실증적 연구를 통해 민영화가 생산성 증가와 서비스 수준을 높인다는 결과를
도출한 바 있다.1)
한국 공기업의 개혁과 민영화 역시 80년대에 들어 산발적으로 추진되었으
나,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제1차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계획’이 마련
되면서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서 공공
기관의 경영효율화를 목적으로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이 수립되었고 동 계

1) OECD(200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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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이 발표된 바 있다. 이에 따라 학계에서는 한국 공기업의 개혁 방향과 민
영화 전략의 모색을 위해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을 대상으로 공기업의 개혁정
책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수행되어왔다.
본 연구는 한국, 중국, 일본 공기업의 개혁정책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우리
공기업의 민영화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한․중․
일 3국의 공기업 정책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한 것은 한국, 중국, 일본 3국이
경제발전 단계는 서로 다르지만, 공기업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있어 유사성
과 차이점이 동시에 존재하고, 지리적 근접성만큼이나 공기업 정책에도 상호
간 유사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로서는 중국과 일본
공기업의 민영화 정책을 분석함으로써 민영화 대상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보다 시장 지향적이고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대안을 제공한다
는 점에서도 3국간 민영화 정책을 비교 분석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로 판단
된다. 특히 일본의 경우 가장 앞선 민영화 사례로 한국과 중국의 벤치마킹
모델로서 가치가 있으며, 중국의 경우도 2007년에 OECD에서 공기업 정책
가이드라인 소유권 관리 집중화 지침을 제시했을 때 이를 가장 먼저 수용하
였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도 본 연구에서는 한․중․일의 경제체제 및 구조의 차이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기업 정책의 차이점들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향후 3국간
경제협력의 방향과 우리 기업들의 중국과 일본에 대한 투자 관심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본 연구는 한․중․일의 공기업 정책 변천과 성과를
비교 연구함으로써 우리 공기업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
다. 특히 일본의 경우 중앙공기업 대부분이 1980~90년에 민영화되어 현재
공기업 민영화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경우는 공기업 평가모델 수립 시 우리나라의 평가모델을 벤
치마킹하고 있어 이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는 한편, 중국 국유자산감독관리위
원회(国有资产监督管理委员会) 출범에 따른 공기업 지배구조 개혁성과를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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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고자 한다. 무엇보다 중국 및 일본의 공기업 정책을 비교 연구하고자 하
는 본 연구는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한국의 공기업 정책의 방향과 혁신
방법을 제시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더 나아가 중국의 국유기업 특히
금융, 통신 등 주요 분야별 국유기업 정책방향에 대한 연구결과를 향후 우리
기업의 중국 진출 및 협력 강화 추진에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선행연구 사례와 본 연구의 차별성
본 연구과 관련한 선행연구는 크게 한국의 공기업 개혁, 민영화의 성과
및 문제점에 대한연구와 주요 선진국에 대한 사례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한국의 공기업 민영화 성과와 관련한 최근의 연구로는 곽채기(2009),
한국조세연구원(2007)의 연구 등을 들 수 있다. 곽채기(2009)의 경우 한국
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전체를 대상으로 준공공부문의 실태를 분석하고, 이
에 기초하여 준공공기관의 기능 적정성 점검 모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준
공공기관의 구조조정 방안, 준조세 부담 경감방안, 준공공기관의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시스템 및 제도개혁 방안 등을 중심으로 준공공부문의 개혁방
안을 작성하고 있다. 특히 동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준공공부문의 문제점으로
기관의 존립 정당성과 존립 근거가 확보되지 않고 있는 기관이 계속 운영되
고 있거나, 기관을 설립ㆍ운영 규모가 계속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
며, 주무부처를 중심으로 준공공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관계로 유사
준공공기관간 기능 중복이 폭넓게 발생하거나 기관 운영의 투명성 저하 등
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조세연구원(2007)의 경우 국민의 정부시절 민영화가 이루어진 7개
과거 공기업의 민영화 성과를 국민 경제적 관점에서 그 효율성과 형평성을

17

제1장 서론 │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효율성은 소비자 후생, 생산자 이윤 및 생산성, 고용을
비롯한 중간재에 대한 영향, 경쟁산업 내 파급효과 및 산업연관효과 등 사회
후생의 변화로 파악하였으며, 형평성은 민영화가 과연 분배문제에 어떤 영향
을 미쳤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효율성은 고용부문
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민영화 이후 일부 기업
의 경우 형평성이 하락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두 번째로 주요 선진사례 분석에 대한 최근의 연구사례로는 삼성경제연구소
(2008), 박석희(2008), 오승은(2004) 등을 들 수 있다. 삼성경제연구소(2008)
는 1980년대 이후 일본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를 바
탕으로 한국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과 관련한 시사점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1기 민영화대상인 주요공사의 20년간 기업운영의 성과(효율성과 수익성)와 2
기 민영화의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일본의 민영화가 비교적 성공적으로 추진
된 요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일본의 민영화 정책은 무엇보다 메이지
시대 중기부터 축적된 민영화의 필요성에 대한 정부의 인식에 따라 비교적
합리적으로 진행되었으며, 그 추진 목적과 배경에 따라 제도와 조직설계를
능동적으로 변화시켰다는 점, 그리고 민영화를 구조개혁의 다양한 수단 중
하나로 활용하였다는 점을 긍정적인 요인으로 보았다. 더불어 일본이 민영화
사업 활동의 대부분을 내각부에 집중시킴으로써 정부 상층조직에서의 합의를
확보하였다는 점을 성공요인의 하나로 꼽았다.
박석희(2008)는 OECD 국가들의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 대한 소개와 더불
어 특히 영국과 뉴질랜드의 공기업 민영화 배경과 추진전략 등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촉진요인과 정책과제에 대한 시사점을 제안하고
있다. 동 연구에서는 영국과 뉴질랜드 민영화의 주요 특징을 ① 점진적 매각
을 통한 소유권 이양, ② 전력 및 수도공사와 같은 자연독점적 네트워크산업
은 경쟁적 환경 조성 이후 단계적 민영화, ③ 작고 경쟁적인 공기업은 사모
방법으로 매각, 주요 공기업은 공모방법으로 주식소유를 분산, ④ 주요 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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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공기업 민영화 시 새로운 규제기구 설립을 통해 민영화된 기업을 규제,
⑤ 종업원지주제 활용 및 경영자와 종업원 공동인수를 통해 종업원의 반발
을 최소화 등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서의 경쟁체제 도입 병행, 공기업 민영화의 목표와 추진계획 구체화,
제반요건을 고려한 민영화 세부추진 방법 마련 등 공기업 민영화의 성공적
인 추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오승은(2004)의 연구는 일본의 특수법인 개혁사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일본 특수법인의 개념 정립 및 현황에 대하여 설명
하고, 특수법인 문제의 해결을 둘러싼 일본정부의 행정개혁 노력과 그간의
전개과정을 사적, 주요 사업 분야별로 고찰하였다. 또한 특수법인 개혁의 한
계를 특수법인 경영과 관련된 관련 주체별로 분석하고 그 과제를 살펴보았
으며, 이를 통해 한국 공기업 개혁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무엇보
다 동 연구에서는 일본정부의 특수법인 개혁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던
원인을 특수법인이 가지는 근본적인 구조적 원인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았다. 즉, 특수법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주
인-대리인의 복합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요인들이므로, 개별 행위자들이 가
지는 각각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가 존재하나 본 연구와 같
이 한․중․일 3국간 비교를 통해 한국의 공기업 정책에 대하여 평가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는 연구는 아직 없었다. 한․중․일 3국간 비교는 인
접한 3국의 상호 영향 가능성을 고려할 때 무엇보다 의미 있는 주제로 판단
된다. 또한 일본의 경우 우리의 민영화 정책 결정에 대한 주요 선행사례로서,
중국의 경우 후발 주자로서 어떻게 기존의 정책을 본국의 환경에 맞게 응용
ㆍ발전시켰는지에 대한 시사점 도출이라는 측면에서 가치 있는 사례로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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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내용 및 방법
가. 연구의 내용 및 구성
본 보고서는 한․중․일 3국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변천과정과 주요 특
징을 비교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한국의 정책추진과 관련한 시사점을 도출하
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보고서는 서론부분 외에 총 4개의 장으로 구
성되며, 제2~4장까지는 한국, 일본, 중국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변천과 주
요 특징을 살펴보고, 마지막 제5장에서는 이에 대한 총괄적 비교를 바탕으로
한국의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제2장에서는 한국의 공기업 정책의 추진현황 및 성과, 그리고 현 정
부 정책의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한국 공기업의 국민
경제적 위상과 역할, 각 공기업 사례별 관리제도 및 지배구조의 개혁정책에
대해 중앙정부의 공기업과 지방정부의 공기업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특
히 국가 공기업의 경우 총 5기로 구분하여 시기별 지배구조개혁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또한 마지막으로 김대중 정부 이전,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등 주요 시기별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 정책의 특징 및 문
제점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제3장에서는 중국의 국유기업 개혁정책의 현황 및 성과를 평가
하고, 한계점 및 개선을 위한 과제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중국 국
유기업의 분류 및 범위와 함께, 경영상태 및 지배구조의 특징을 살펴보았고,
국유기업의 개혁과정을 총 4단계(기업자주권 확대, 양권분리 시행, 현대기업
제도 수립, 국유자산 관리체제 개혁)로 구분하여 그 정책의 특징을 확인하였
다. 더불어 최근 중국 국유기업개혁의 한계점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
책 추진현황(구 36조 및 신 36조 비교 등)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과제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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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제4장에서는 일본 공기업 개혁정책의 추진현황 및 성과에 대하여 평
가하고자 하였다. 먼저 중앙정부 공기업 부문의 구성체계와 특수법인의 설립
ㆍ운영 및 관리현황의 주요 특징을 확인하였고, 특수법인의 정비 및 민영화
추진현황과 주요 특징을 살펴보았다. 또한 지방정부 공기업에 대해서도 그
개혁정책의 전개과정 및 개혁성과를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한․중․일 3국간 공기업 정책을 주요 이슈별로
비교 분석하여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앞서 수행한
한․중․일 3국 공기업 정책의 특징을 공기업의 정의 및 유형 분류, 공기업
지배구조의 특징, 공기업 개혁의 배경 및 목적, 공기업 개혁의 내용 및 핵심
이슈, 공기업 개혁정책 추진상의 문제점 등 5가지 이슈별로 구분하여 한․
중․일 3국을 비교하였다. 또한 이러한 비교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공기업
정책의 추진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나. 연구의 방법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존 문헌, 특히 중국과 일본 등 각
국의 다양한 현지자료에 대한 조사와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3국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과 관련한 핵심 이슈 및 현안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
판단하고,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연구를 추진하였다.
먼저 한국, 중국, 일본의 공기업 민영화의 추이와 성과 평가를 위해 국내
외 선행연구 및 관련 통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중국과 일본의
자료는 국내의 연구사례 및 관련 정보가 많지 않아 대부분 현지의 발간자료
를 참고하였다. 다만, 중국의 경우 이러한 다양한 조사활동에도 불구하고 상
대적으로 구축된 자료가 충분치 않아 어느 정도는 분석에 한계가 있을 수밖
에 없었다.
다음으로 중국과 일본 현지 방문조사를 통해 현지 자료수집 및 관계자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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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을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중국의 경우 2010년 9월 19~21일간 국무원 국
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사무소, 북경대학교 등을 방
문하였으며, 일본에서는 도쿄도 소재 日本總硏, 法政大学比較経済研究所 등에
대한 방문조사 및 면담을 실시한 바 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 문헌 및 통계자
료의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전체 공기업 정책을 포괄하는 국무원 국유자
산감독관리위원회의 방문은 중요 자료의 확보 및 주요 현안에 대한 파악 측
면에서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각종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주요 이슈를 파악하고, 연구방법을
보완해 나가는 한편, 최신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 연구추진심의회, 연구결
과심의회 및 기타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외부전문가에 의한 연구방향 및
수행성과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담는 데 기여하였으며, 특히 중요한 참고자
료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점에서도 본 연구의 효과적인
수행에 도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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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한국의 공기업 정책의 변천과
성과

한국은 1960년대 이후 정부주도 경제발전 전략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기
업 부문을 핵심적인 정책수단으로 활용했던 대표적인 국가에 해당한다. 그러
나 개발연대의 긍정적인 역할에도 불구하고 공기업 부문이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경영상의 비효율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기업 관리제도 및 지
배구조 개혁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왔다. 또한 1960년대 후반 이후에
는 공기업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퇴색한 공기업이나 비효율적인 공기업을 개
혁하기 위한 공기업 민영화 및 구조조정 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왔다.
제2장에서는 광의의 관점에서 한국 공기업 부문의 구조와 현황을 종합적
으로 분석한 다음 2007년 4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존재하였던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출자기관, 현재의 시장형․준시장형 공
기업을 대상으로 공기업 관리제도 및 지배구조 개혁정책의 전개과정을 살펴
보고자 한다. 이와 관련해서 해방 이후 지금까지를 5개 시기로 구분하여 공
기업의 관리제도와 지배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정부정책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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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한 다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형성된 현재의 공기업
지배구조의 특징적 요소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 또한 제2장에서는 공기업 민
영화 문제를 중심으로 1960년대 후반 이후 현재까지의 공기업 민영화 및 개
혁 정책의 전개과정을 정리하고 그 성과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1. 공기업의 종류와 범위
한국의 국가공기업은 광의의 관점에서 보면 정부기업(기업특별회계), 기업
형 책임운영기관(정부기업), 공기업(시장형, 준시장형 공기업), 기타공공기관
중 공기업으로서의 실체를 확보하고 있는 기관, 개별법(｢방송법｣, ｢한국은행
법｣)의 규율을 받고 있는 공기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시장형 공기
업과 준시장형 공기업, 기타공공기관 중 공기업의 실체를 확보하고 있는 기
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유형 분류체
계에 해당한다. 그리고 협의의 관점에서는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
만을 국가공기업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가. 정부기업과 기업형 책임운영기관
정부기업은 ‘정부기업예산법’에 의해 기업특별회계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공기업이며, 중앙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 중 기업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기업예산법에서는 정부기업을 기업형태로 운영하는 우편사업,
우체국예금사업, 양곡관리사업, 조달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정부기업예산법｣
제2조). 현재 우편사업과 우체국예금사업은 지식경제부 소속 우정사업본부,
조달사업은 조달청, 양곡관리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수행하고 있다. 이들
정부기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우편사업특별회계,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양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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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특별회계, 조달특별회계 등 4개의 기업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기업형 책임운영기관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
해 설치, 운영되고 있는 공기업이다. 책임운영기관은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
중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무에
대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
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책임운영기관의 설
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2)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의 사무성격에 따라
행정형 책임운영기관과 기업형 책임운영기관으로 구분된다. 이 중 기업형 책
임운영기관은 재정수입 중 자체수입의 비율이 1/2 이상인 사업적․집행적 성
격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 중에서 지정된다. 기업형 책임운영기
관은 기업특별회계의 일종인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사업을 수행
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형 책임운영기관도 ｢정부기업예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부기업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2010년 11월 현재
기준으로 기업형 책임운영기관은 국립중앙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 국립재활
원, 국립목포병원, 국립서울병원, 국립공주병원, 국립나주병원, 국립부곡병원,
국립춘천병원, 국립마산병원, 대산지방해양항만청, 경찰병원, 국립자연휴양림
관리소, 특허청 등 14개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3)

2) 책임운영기관은 김대중 정부에서 사업적․집행적 성격을 띠고 있는 정부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영국의
Executive Agency를 벤치마킹하여 2000년 1월에 도입한 제도이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에서 책임운영기관의
유형을 기관의 지위에 따라 중앙책임운영기관과 소속책임운영기관, 기관의 사무성격에 따라 기업형 책임운영기
관과 행정형 책임운영기관으로 구분하였다(곽채기 2008, p. 53).
3) 14개 기업형 책임운영기관 중 중앙책임운영기관인 특허청을 제외한 나머지 13개 기관은 소속책임운영기관에 해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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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장형 준시장형 공기업과 기타공공기관 중 실질적인 공기업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이전의 공기업 유형 분류체계
2007년 4월 1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까지는
공기업의 유형을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기관으로, 재투자기관 등으로 분류하
였다. 이 중 공기업의 한 유형에 해당하는 정부출자기관, 재투자기관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규정은 존재하지 않았다.4) 다만 공기업 관리를 담당하고 있
는 관련 정부기관에서 그 개념을 정의하여 왔다.

❚ 표 2-1. ‘공운법’ 제정 이전의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출자기관 ❚
기관유형 기관분류세부기준

정부투자
기 관

해당 기관

한국조폐공사, 한국전력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기본법 적용대상 한국석유공사, 대한무역투자공사, 한국도로공사, 대한주택공사,
기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공사, 농업기반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관광공사
기본법 적용제외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기관
수출입은행

정부출자
기 관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기관
50% 미만
지분보유 기관

한국가스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국민은행, 제일은행, 대한투자신탁, 한국투자신탁, 대한매일신보

주: 2003년 12월 31일 현재 기준.

첫째, 정부투자기관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0% 이상 출자한 법인으로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법인이었다. ｢정부투자기관관

4)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출자기관이 50% 이상을 출자하거나 50% 미만으로 출자하였지만 최대주주인 자회사를 재
투자기관이라고 하였다. 이 당시에는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기관, 재투자기관을 흔히 공기업이라고 통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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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기본법｣ 제2조 제2항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관으로 규정
한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
행, ｢은행법｣ 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등도 원칙적으로 정
부투자기관으로 분류할 수 있다.5)
둘째, 정부출자기관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0% 미만을 직접 출자한 법
인 중에서 정부가 최대주주인 기관으로 규정하였다.6) 또한 정부가 납입자본
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중에서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
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기업도 정부출자기관으로 분류되었다.7)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공기업 유형 분류체계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기
획재정부 장관은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표 2-2]에 제시되어 있는 조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표 2-2. 공공기관의 지정 요건 ❚
공공기관 지정요건
①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②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액의 1/2을 초과하는 기관
- 정부지원액은 출연금․보조금 등 직접적 지원액 이외에 법적 독점권의 부여, 법적
위탁사업 등으로 인한 간접적 지원액을 포함
- 정부지원액 산정은 최근 3개년 결산 기준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산정

5) 정부는 이 기관들을 정부출자기관으로 분류하여 관리하여 왔다. 즉,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 중에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적용받지 않는 기관을 정부출자기관으로 분류하여 왔다.
6) 이들 기관에 대해서는 통일된 관리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채 개별 설립법에 의해 주무부처가 관리해 오다가,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제정 과정에서 이들 기관 대부분이 정부산하기관으로 편입되었다.
7)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서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한국가스공사, 인
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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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2. 계속 ❚
공공기관 지정요건
③ 정부가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해 당해 기관의 정책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④ 정부와 ①～③호 기관이 합하여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해 당해 기관의 정책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⑤ ①～④의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2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해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⑥ ①～④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기관이 출연한 기관
자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하여 작성.

❚ 표 2-3. 공공기관의 기관 유형 분류 기준 ❚
지정요건(원칙)

구분
① 공기업
▪ 시장형 공기업
▪ 준시장형 공기업
② 준정부기관

◦ 자체수입비율≥50%
▪ 자체수입비율≥85%인 기관(&자산 2조 원 이상)
▪ 자체수입비율 50～85%
◦ 자체수입비율<50%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중앙정부 기금을 관리하는 기관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기금관리형 아닌 준정부기관

③ 기타공공기관

◦ 공기업․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공공기관

주: 자체수입비율은 최근 3개년 결산 재무제표 기준.

그런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하면 기획재정부 장관
은 공공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지정하되,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1/2 이상인 공공
기관 중에서 공기업을 지정하고,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준정부기관
을 지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공기업은 다시 ‘시장형 공기업’(자산규모가 2조
원 이상이고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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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으로 구분하고, 준
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
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과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기금관
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
의 지정 대상 범위 및 기관유형분류 기준 등에 관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
법률을 통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의 유형은 시장형 공기업, 준시장
형 공기업,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
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 중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이 명시적으로
공기업의 범위에 포함되고 있으며, 기타공공기관 중 실질적으로 공기업의 실
체를 확보하고 있으나 공기업의 유형으로 분류되고 있지 않는 다수의 기관
들이 존재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2011년도 공공기관 지정 현황에 의하면 시장형 공기업
은 14개 기관, 준시장형 공기업은 13개 기관 등 총 27개 기관을 공기업으로
지정하고 있다.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된 공공기관 현황
은 [표 2-5]와 같다.

❚ 표 2-4. 2011년 공공기관 지정 현황 ❚
기관유형 구분
공기업
▪시장형
▪준시장형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
기타공공기관
합 계

지정기관 수
27
14
13
83
17
66
176
286

자료: 기획재정부(2011. 1. 24),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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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5. 2011년도 시장형․준시장형 공기업의 지정 현황 ❚
구분

시장형
공기업
(14)

준시장형
공기업
(13)

기관명
(지경부)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남동발전(주)
(국토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기재부)
(문광부)
(농림부)
(지경부)
(국토부)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마사회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자료: 기획재정부(2011. 1. 24), 보도자료.

기타공공기관 중에서 실질적으로 공기업의 실체를 확보하고 있는 기관으
로는 금융공기업(산은금융지주,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 한국투자공사 등), 국립대학 부속병원과 국립병원, 시장
형․준시장형 공기업의 출자회사 등이 있다.

다. 개별법에 의해 설립 운영되고 있는 공기업
현재 공공기관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 채 ｢방송법｣에 따라 독자적인 지배
구조를 설계하여 운영하고 있는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
(EBS)도 그 법적 실체는 공기업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언론공기업도
공기업의 한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은행법｣에 의해 무자본특수
법인 형태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한국은행도 실질적으로 금융공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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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기업 지배구조 개혁정책의 전개 과정과 개편 결과
가. 공기업 관리제도 및 지배구조 개혁 정책의 변천8)
1) 제1기(1948년 8월~1962년 7월)
제1기는 정부수립 후부터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 제정 이전까지의 기
간으로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통제가 느슨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는
각 정부투자기관의 설립법 외에는 정부투자기관 통제와 관련된 법규가 없었
다. 따라서 투자기관에 대한 통제는 주무부처 장관에게 일임되었으며, 재정
당국 등에 대한 체계적인 중앙통제는 전무하였다. 한편 주무부처에 의한 통
제도 부처에 따라 다소 엄격하고 지엽적인 문제까지 간섭하는 경우도 있었
지만, 일반적으로 공기업에 대한 통제는 비체계적이고 느슨했다.
먼저 예산에 대한 통제를 살펴보면 투자기관에 대한 예산은 주무부처 장
관의 승인으로 확정되었고, 물품구매나 공사계약도 투자기관에 일임되었으며
집중구매제도는 존재하지 않았다. 외부감사는 주무부와 심계원(현 감사원)이
담당했으며 투자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경영실적평가제도는 존재하지
않았다. 결국 제1기의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통제는 부처에 따라 차이가 존재
하기는 했지만, 일반적으로 비체계적이고 느슨한 시기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유 훈 2000).

2) 제2기(1962년 8월~1984년 2월)
제2기는 경제개발계획의 추진에 따라 공기업을 경제개발전략의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시기로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 제정되기 이전까
지의 시기, 즉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과 ｢정부투자기관관리법｣이 적용되

8) 이 부분 내용 중 제1기부터 제4기까지의 내용은 김준기(2008, pp. 780～811)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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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시기이다. 이 외에도 ｢정부투자기관개별설립법｣에 의해 정부 각 부처로부
터 통제를 받았으며, 감사원법, 조달기금법 및 해당 산업별 규제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통제를 받았다. 이 시기에 정부투자기관의 각 부문에 걸쳐 이루어
진 광범위한 통제체계를 정리해보면 [그림 2-1]과 같다. 예를 들어 정부투자
기관의 사업계획과 예산운용은 경제기획원과 주무부로부터 통제를 받았으며,
인사관리는 주로 주무부로부터 통제를 받았다. 물자구매, 업무감독, 감사부문
등에서는 주무부, 재무부, 감사원, 조달청 등 여러 관련기관의 통제를 받았다
(송대희 1989).

❚ 그림 2-1. 정부투자기관관리법 제정 이전의 관리체계 ❚

자료: 경제기획원(1988), p. 180.

3) 제3기(1984년 3월~1999년 1월)
1984년 3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해 시행된 새로운 정부투자기관
관리제도의 도입 동기는 국민경제적 중요성이 큰 정부투자기관부문이 경영환
경변화에 신축적이고 창의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 경영자율을 보장함으로
써 정부투자기관부문의 경영효율을 제고하는 데 있었다(경제기획원 1984,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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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즉 정부는 정부투자기관이 달성하여야 할 주요 목표만을 제시하고 집행
과정에 대해서는 통제를 축소하여 기업의 자율성과 신축성을 부여하는 한편,
사후적으로 경영활동의 성과를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정부투자기관의 자율ㆍ
책임 경영제도를 확립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정부투자기관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은 정부투자기관 경영자율원칙을
선언한 후(｢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3조), 자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
치로서 사장의 집행간부임면권, 정부투자기관 자체예산 편성권(｢정부투자기
관관리기본법｣ 제15조 및 제22조), 사장의 물자조달 및 시설공사 계약체결권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7조), 물품관리의 자율화 및 외부감사의 축소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8조 및 제29조) 등을 명시하고 있다.

4) 제4기(1999년 2월~2007년 3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은 1983년 12월 제정되었으며 그간 수차례 개
정되었다가 1999년 2월 기업지배구조 부분에 있어서 전면적으로 개정되었다.
관리기본법의 전면개정은 정부투자기관에 대하여 주무부 장관이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줄여 정부투자기관의 자율성을 높이는 한편, 사장추천제를 도입
하고 임원의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여 책임경영제도를 확보하며, 경영공시제
도를 도입하여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정부투자기관 관리에 관한 현행
제도를 전면적으로 정비하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었다.
1999년 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가 설치되었으
며, 운영위원회는 투자기관 비상임이사와 감사의 추천에 관한 심의의결을 담
당했다. 또한 투자기관별로 기획예산처 장관이 임면하는 비상임이사와 주무
부 장관이 임면하는 상임이사로 구성된 이사회가 업무를 집행했다. 관리기본
법 개정 전후의 정부투자기관 기업지배구조상의 변동사항은 [표 2-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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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6. 1999년 관리기본법 개정 전후의 지배구조제도 변동 내용 ❚
구분

종전

개정

정부이사제도

당연직 정부이사 2인

폐지

이사회 제도

비상임이사 체제

상임+비상임이사(과반수) 체제

이사의 수

10인 이내

15인 이내

사장추천위원회

없음

비상임이사(과반수)와 이사회 추천
민간위원으로 구성 후 사장임면 추천

사장 임명절차 주무부 장관 제청
경영계약제도

이사 임면절차

대통령 임명

없음

사장제청

주무부 장관 임면

사창추천위원회 추천
주무부 장관 제청
대통령 임명
사장과의 경영계약제도 도입: 계약서에
경영계획 및 성과급 명시
상임이사: 사장 제청
주무부 장관 임면
운영위원회 의결
비상임이사: 사장 제청
기획예산처 장관 임면

직원 임용제도

집행간부 내부임용

상임이사에 외부인사 임용 가능

경영공시제도

없음

도입

소수주주권제도

없음

도입

미규정

법령, 정관위반, 기타 임무위배행위로
회사나 제3자에게 손해를 끼진 경우 상법을
준용하여 연대배상책임

이사ㆍ감사의
손해배상제도
자료: 선우석호(2000), p. 119.

5) 제5기(2007년 4월~현재)
2007년 4월 1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으로써 한국의
공기업 관리제도와 공기업 지배구조는 크게 변모하게 되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통해 마련된 공공기관 지배구조 혁신 방안의 핵심내용
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공공기관 관리시스템의 근본적 혁신으로 방만경
영․도덕적 해이 문제를 근절하고, 자율책임경영체제를 실질적으로 뒷받침’
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은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공공기관의 경영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공기업의 민영화와 구조조정 등 하드웨어 중심의 개혁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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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고, 퇴직금제도, 복리후생제도, 연봉제와 팀제의 도입 등 운영시스템의
개선도 동시에 추진되어 왔다. 또한 2003년 12월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제정 이후에는 공기업 외 산하기관에도 경영평가, 혁신평가, 고객만족도조사
등을 추진하였다. 특히, 2005년부터는 정부투자기관 외 정부산하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혁신수준을 진단하여 혁신마인드
확산 및 혁신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방만경영과 도덕적 해이
가 사회적 이슈로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제기
는 대부분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재발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는 공공기관이 국민․정부․경영진 간 다층적․복합적 대
리인 문제로 책임경영체제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실정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공
공기관의 지배구조에 대한 혁신이 절실하다고 인식되었다. 책임성에 대한 확
보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여야 경영의 자율성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OECD와 주요 선진국에서는 공공기관 관리시스템의 정비를 바탕으로 지
배구조의 혁신을 추진하여 왔다. 2005년 4월 OECD는 공기업지배구조 가이
드라인을 마련하여 회원국에 지배구조의 표준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논의의 동향과 방만 경영, 도덕적 해이가 빈번한 한국의 현실을 감
안하여 공공기관의 지배구조 혁신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과제로 인식되
었다. 이에 정부는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자율성․투명성
을 제고하기 위한 공공기관 운영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
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게 되었다(기획예산처 2007, pp. 349~35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정부투자기관관리
기본법｣과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을 하나의 법적 체계로 통합하여 공기업
과 정부산하기관에 대한 통일된 관리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OECD는 공기

35

제2장 한국의 공기업 정책의 변천과 성과 │

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에서 강조하였던 공기업에 대한 소유권 또는 지배권
행사하는 기관을 규제 권한을 행사하는 주무부로부터 분리하는 방식으로 공
기업 지배구조를 재구축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에도 공공기관을 규율하고 있는 ｢공기업의 경영구
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방송법｣,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
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은 계속 존속하게 되었다.9) 또한 ｢은행법｣ 등의 규
율을 받고 있는 금융공기업의 경우에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에서 실질적으로 배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에도 한국의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방송법｣
을 적용받는 언론공기업, ｢은행법｣ 등을 적용받는 금융공기업, ｢정부출연연
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
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으로 구분되어 각각 별도의 관리체계와 지배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통해 마련된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혁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우선, 관리사각지대에 있던 기관을 공공기관의 범위에 포함하여 관리대상
공공기관을 대폭 확대하였다.
둘째, 모든 관리대상기관에 경영공시를 의무화하고, 통합 관리함으로써 공
공기관 경영에 대한 국민감시기능을 강화하였다.
셋째, 일관된 원칙 없이 제각각이었던 기관유형 분류를 일관된 원칙을 가
지고 재조정하였다. 국제기준을 감안하여 상업성 정도에 따라 국가 공기업과

9)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도 불구하고 계속 존
속하게 되지만,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던 정부출자기관들이 ｢공공기관의 운
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기업으로 재분류됨에 따라 사실상 사문화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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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정부기관으로 대분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복잡한 공공기관의 지배구조를
유형별 업무특성에 맞게 재설계하고 표준화하도록 하였다.
넷째, 비상임이사와 감사가 자신들의 업무를 형식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근
절시켜, 기관장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가 가능하도록 임원의 책임성을 강화하
였다. 이를 위해 비상임이사와 감사 등 개별 임원에 대한 직무성과평가제도
를 신설하였다.

❚ 표 2-7. 공공기관 유형별 지배구조의 특징 ❚
시장형

준시장형

위탁집행형

기금관리형

업무특성

상업성

준상업성

정책목적
사업수행

정부기금
직접운용

지배구조
설계방향

강한 기업원리

기업원리+일부통제

공적관리

공적관리

이사회 모델

이사회 중심모델

이사회 강화모델

자문형
이사회모델

운영위/이사회
Dual Board 모델

경영감독기능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주무부처,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주무부처,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나.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개편 결과
1) 공운법 제정 이전의 공공기관 지배구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의 ｢공공기관 지배구조는
정부투자기관기관관리기본법｣,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
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각각 개별적으로 규정되었다(송하성․곽채기
2006, pp.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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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적용받는 정부투자기관의 경우에는 주
무부와 투자기관 간의 분리 수준이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기획예산처가 총괄
감독기관으로서의 지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가운데 지배구조의 표준모델을 제시하고 있었으며, 외부전문가로 구성
된 경영평가단이 기관과 사장의 경영실적을 평가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었다.
즉,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은 이 법을 적용받는 정부투자기관의 지배구조
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투자기관의 예산운영, 경영공시, 물품구매 및 공사
계약, 감사, 성과관리 등의 운영시스템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
나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기관의 경우에는 개별
사업법과 설립법 등에 의거하여 주무부처 또는 해당 기관의 이사회 중심의
지배구조가 적용되었다.
둘째,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 법을
적용받는 정부출자기관의 지배구조를 규정하였다. 이 법은 기본적으로 민영
화가 진행되고 있는 혼합기업 형태의 공기업(상법상 주식회사 형태의 공기
업)을 대상으로 한 기업지배구조와 민영화 추진절차․방법 등을 규정하기 위
해 제정된 것이다.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과 달리 이 법을 적용받는 정부출자기관의 운영시
스템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사항만을 규율
하고 있다. 따라서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주주총회 중심의 기업지배구조를 규정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주주권 행사
주체를 주무부 장관으로 설정함으로써 사실상 주무부 중심의 공기업 지배구
조를 제도화하고 있다.
셋째,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서는 기획예산처를 총괄감독기관으로 규
정하고 있으나, 주무부가 정부의 지배권 행사와 경영평가 관련 권한을 집중
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정부산하기관의 지배구조가 설계되어 있었다. 그러
나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은 이 법을 적용받는 기관들의 내부지배구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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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표준화된 모델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해당 기관의 설립법 또는 정관을
통해 다양한 형태로 내부지배구조가 제도화되어 있었다. 그 결과 ｢정부산하
기관관리기본법｣은 산하기관의 지배구조보다는 경영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
항들을 주로 규율하고 있었다.

❚ 표 2-8. 공운법 제정 이전의 공기업과 정부산하기관 등의 지배구조 ❚

구분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과학기술분야)정부
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총괄감독
기 관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국무총리,
과학기술부 총리

주무부와
대상기관의
분리 수준

지배권․정책
결정권
행사주체와
구성방법

주무부의 지배권
행사를 인정함 으
로써 주무부와 공
기업의 분리가 불
완전하나, 전반적
으로 기획 예산처
의 총괄 감독기관
으로서 지도적인
역할 확보 가능

주주총회 중심의
기관운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나,
정부의 주주권 행
사 주체를 주무부
장관으로 설정함
으로써 주무부 중
심의 공기업 관리
체제

기획예산처가 총
괄 감독기관 이기
는 하지만, 주무
부 중심의 관리제
도를 규정 하고
있어 주무부 와
대상 기관의 분리
가 매우 불완전함

연구회를 설립 하
고, 국무총리와 과
학기술부 총리를
총괄감독 관청으
로 설정함 으로써
주무부와 출연연
구기관 완전 분리

- 대통령, 주무부,
기획예산처
- 정부투자기관운
영위원회(심의․
의결기관)
- 위원회구성: 기
획예산처 장관
(위원장), 재정경
제부 차관, 주무
부 차관, 민간위
원 5인

- 주주총회(사실상
대통령과 주무
부 장관이 지배
권 행사)

- 대통령, 주무부
(주로 주무부 장
관이 지배권 행사)
- 정부산하기관운
영위원회(심의․
의결기관)
- 위원회 구성: 기
획예산처 장관
(위원장), 주무
기관의 차관․차
장, 민간위원 10
인 이내

- 국무총리
- 연구회( 법인, 4
개 분야)
- 연구회: 이사장,
이사(15인 이내,
당연직 이사제
도 도입), 감사

- 각 기관별 이사
회가 정책 결정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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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8. 계속 ❚

구분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과학기술분야)정부
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표준지배구조
모델 설정
- 내부지배구조:
사장, 감사,
이사회

- 표준지배구조
모델 설정
- 내부지배구조:
사장, 감사,
이사회, 주주
총회, 주주협의회

- 표준지배구조
모델을 규정하지
않음(개별 설립
근거법에 의해
지배구조 설계)

- 표준지배구조
모델 설정
- 정부출연연구
기관: 원장, 감사
- 연구회: 이사장,
이사, 감사

- 공통기준 적용
(기획예산처
주관)
- 외부전문가가
기관 및 사장의
경영실적 평가

- 사장경영계약
평가제도 운영
- 비상임이사회가
사장 경영실적
평가

- 공통기준
적용(주무부처
주관 주요사업
평가기준 결정)
- 주무부 장관이
외부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

-공통기준 적용
(5개 연구회
주관)
- 외부전문가
평가

경영공시
제
도

- 경영공시제도
도입

- 경영공시규정
없음

- 경영공시제도
도입

- 경영공시규정
없음

기

- 예산편성지침
통보

- 감사원 감사
특례 인정

- 외부감사규정
도입

- 외부감사규정
도입
- 예산요구기준
통보

지배구조

경영평가
제 도

타

자료: 송하성․곽채기(2006), p. 15.

넷째,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
무총리 중심의 정부출연구기관의 지배구조와 감독체계를 규정하고, 법인 형
태의 연구회를 설립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관리함으로써 주무부와 정부출
연연구기관을 완전히 분리시키고 있다. 그 결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지배구
조는 이중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즉, 국무조정실 산하에 연구회를 설치하고
있고, 연구회가 산하 출연연구기관의 원장을 임명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다
만,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구기관의 경우에는 2004년에 ｢과학기술분야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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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무총리
대신에 주무기관의 장에 해당하는 과학기술부 장관이 3개의 연구회를 통제
하는 형태로 지배구조를 개편하였다.

2)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개편 결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으로써 기존의 정부투자기관, 정
부출자기관, 정부산하기관의 지배구조가 동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준화된
지배구조 모델에 따라 통일적으로 설계되었다.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
기관을 포함하여 공공기관의 지배구조에 관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의 전반적인 규율 사항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표 2-9]와 같다.
이처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 유형
별 지배구조에 관한 포괄적인 내용 중에서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
업의 지배구조에 관한 규정내용만 별도로 분리하여 제시하면 [표 2-10]과 같다.

❚ 표 2-9. 공공기관 유형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 내용 ❚
구분

시장형

준시장형

위탁집행

기금관리

기타공공
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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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인 이내

15인 이내

15인 이내

15인 이내

x

이사회의장

선임비상임이사

기관장

기관장

기관장

x

감사위원회

o

x

x

x

x

선임비상임이사

o

o

o

o

x

상임이사정수

1/2 미만

1/2 미만

1/2 미만

1/2 미만

x

임기

기관장: 3년, 이사ㆍ감사: 2년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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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9. 계속 ❚
구분

시장형

준시장형

위탁집행

기금관리

1년 단위

연임

기타공공
기
관
x

기관장과의 경영계약

o

o

o

o

x

임원 보수기준

o

o

o

o

x

감사ㆍ비상임이사에
대한 직무 수행 평가

o

o

o

o

x

기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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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추천위원회
→ 주무장관 임명
x

※ 기관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대통령이 임명

임원추천위원회
→ 기관장 임명

임원추천위원회
→ 기관장 제청
→ 주무장관 임명

x

비상임
이사

임원추천위원회
→ 공공기관운영위
→ 기획재정부 장관
임명

임원추천위원회
→ 공공기관운영위
→ 주무장관 임명

x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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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추천위원회
→ 공공기관운영위
→ 기획재정부 장관 임명
※ 기관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대통령이 임명

x

이사회 의결

주무장관 승인

x

상임이사
임명

예산안 확정
경영실적평가

o

o

o

o

x

경영지침

o

o

o

o

x

예산지침

o

o

o

o

x

감사기준

o

o

o

o

x

자료: 곽채기(2009), p.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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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10. 공운법상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의 지배구조 ❚
구분

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이사회의장

선임비상임이사

기관장

위원회

위원회 설치 가능

위원회 설치 가능

감사위원회

설치 필수

다른 법률에 의해
가능

선임비상임이사

비상임이사 중 기재부 장관이 운영위
심의․의결을 거쳐 임명

비상임이사 중 호선

감사나 감사위원회에 감사 요청 가능, 기관장에게 자료 요구 가능

비상임이사 권한

임원 임면

임원추천
위원회

-

장 : 임원추천위 추천-운영위 심의․의결-주무기관장 제청-대통령 임명
상임이사 : 임원추천위 추천-공기업 장이 임명
비상임이사 : 임원추천위 추천-운영위 심의․의결-기재부 장관 임명
감사 : 임원추천위 추천-운영위 심의․의결-기재부 장관 제청-대통령 임명

- 공공기관의 비상임이사와 이사회가 선임한 민간위원으로 구성
- 공공기관 임직원과 공무원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선임 불가능
- 이사회 선임 위원 정수는 임추위 위원 정수의

½

미만

- 임추위 위원장은 임추위위원인 공공기관 비상임이사중 호선

비상임이사, 감사
직무수행실적평가
경영실적평가

-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상임이사, 감사,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의
직무수행실적 평가
- 기재부 장관은 평가 결과 실적이 저조하면 운영위원회 심의․의결
거쳐 해임하거나 임명권자에게 해임 건의 가능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

경영평가단운영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영실적평가의 효율적 수행과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연구, 자문 위하여 경영평가단 구성․운영

경영지침

기획재정부 장관은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에 대한 경영지침
정하고, 이를 공공기관 및 주무기관장에게 통보
- 조직 운영, 정원․인사 관리, 예산과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 등
- 관계 행정기관장은 경영지침에 대한 의견 제시 가능
기획재정부 장관, 주무기관장은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감독

감독

감사원 감사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기업의 경영지침 이행에 관한 사항 감독,
주무기관장은 법령에 따라 주무기관장이 공기업에 위탁한 사업,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 등
감사원은 ｢감사원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업무와 회계에 관하여 감사 실시

자료: 성명재 외(2009), p. 245에 의거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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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11.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의 지배구조 차이 ❚
구분

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이사회 의장

선임비상임이사

기관장

위원회

위원회 설치 가능

위원회 설치 가능

감사위원회

설치 필수

다른 법률에 의해 가능

선임비상임이사

비상임이사 중 기재부 장관이
운영위심의 의결 거쳐 임명

비상임이사 중 호선

자료: 성명재 외(2009), p. 246.

[표 2-1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의 지배구조는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회 구성, 그리고 선임비상임이사
의 선임 등에 있어 차이가 존재한다. 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선임비상임이사
가 이사회 의장을 겸하도록 하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기관 외부
의 영향력이 준시장형 공기업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강하게 작용하도록 하
였다. 준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이사회의장을 기관장이 겸하도록 하고, 감사
위원회의 경우 별도 법률이 있으면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외부에 의한
감시의 정도가 시장형 공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덜하도록 하고 있다.

3.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 정책의 전개 과정
가. 김대중 정부 이전의 민영화 정책10)
1) 제1차~제5차 민영화 정책의 개관
우리나라에서 민영화 정책의 시발은 지난 1968년부터 1973년까지 진행된

10) 이 부분은 곽채기(2000a)에 의거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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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공기업의 민영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경제기획원 1988). 1980년대 초
반에 이루어진 제2차 민영화는 민간주도 경제발전전략에 부응하기 위해 시
중은행을 집중적으로 민영화하였다. 제3차 민영화는 노태우 정부 출범과 더
불어 수립된 민영화 계획에 의거하여 1988년과 1989년에 이루어진 포항제
철과 한국전력에 대한 국민주 방식의 민영화, 그리고 증권거래소, 한국감정
원, 한국기술개발에 대한 민영화 조치가 이에 해당한다. 제4차 민영화는 김
영삼 정부에서 신경제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1993년 12월 발표된 민영화
계획이고, 제5차 민영화는 역시 김영삼 정부에서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추진하였던 것이다.
김대중 정부 이전에 5차에 걸쳐 추진된 민영화 중에서 당초의 계획이 완
전히 집행되는 가운데 소유권과 경영권이 명실상부하에 민간에 이전되어 민
영화의 정책효과를 달성한 성공적인 정책집행 사례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제1
차 민영화에 불과한 실정이다(최종원 1994). 제2차 민영화는 계획의 실행에
는 성공을 거두었으나 실질적인 경영권의 민간이전과 규제완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민영화의 정책효과 구현에는 실패한 사례로 기록되고 있다. 특히 제3차
와 제4차 민영화의 경우에는 계획의 집행 자체가 중간에 중단되었으며, 그
정책효과 달성에도 실패한 대표적인 정책집행 실패 사례라고 할 수 있다(김
재홍 1994; 이주선 1998). 즉 과거의 민영화 정책은 ‘민영화=주식매각’이라
는 단순한 등식하에서 단순히 주식매각에 치중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민영
화가 불가능하였다. 또한 대규모 공기업의 경우 주식매각 자체도 경제력 집
중과 증시안정이라는 현실적 조건에 부닥쳐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남일
총 1998, pp. 14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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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12. 김대중 정부 이전의 시기별 민영화 정책 개요 ❚
구분

민영화 목표

제1차 민영화
(1968년)

산업합리화(부실기업
정리) 및 민간경제 육성

제2차 민영화
(1980년)

은행의 경쟁력 제고와
경제자유화

한일은행, 서울신탁은행,
제일은행, 조흥은행

지분분산 범위가 크고,
관치금융이 지속되어 현
경제위기의 원인 제공

제3차 민영화
(1987년)

분배형평성 제고와 여권
대선후보 공약

한전과 포철의 일부 지분

국민주제도의 미흡으로
장기보유 유도에 실패,
증시침체로 역효과 발생

제4차 민영화
(1993년)

경제효율화를 위한
완전민영화

제5차 민영화
(1996년)

민영화 실적

정책평가

특혜시비가 제기되었지만
항공, 기계, 조선, 광업
최초의 본격적인 민영화로
등의 분야 12개 기업
평가

대한중석, 한국비료 등
의지와 준비부족으로
22개 민영화, 5개
대규모 공기업의
통․폐합
매각실적이 미흡하여 실패

담배공사, 한통,
가스공사, 한국중공업의
정부소유권은 유지하면서
경영구조 개선
* 공기업의 경영구조
경영자율성 제고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정

소유권은 유지하되
경영의 자율성을 추진,
민영화 개념은 후퇴한 채
커다란 진전 없이 종료

자료: 곽채기(2000a), ｢공기업민영화정책의 성공적 집행요인｣, 공기업논총 , 12(1), 한국공기업학회.

2) 제1차 공기업 민영화
제1차 공기업의 민영화는 1968년 이후 1970년 초까지 부실제조업체를 대
상으로 독점공기업의 경영부실과 비효율을 타개함으로써 경영합리화, 기술개
발 및 전략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민영화는 수의계약 또는 공개
입찰에 의한 주식매각과 시중은행에 대한 현물출자의 혼합방식으로 추진되었
다. 정부주식의 공개매각과 시중은행에 대한 현물출자의 복합방식을 통해 한
국기계, 해운공사. 조선공사 등이 1968년에 민영화되었다. 그리고 정부주식
의 타 공기업 현물출자를 통해 인천중공업과 대한항공, 그리고 광업제련 등
이 1968년에서 1970년에 걸쳐서 민영화되었다. 또한 1973년 관광공사산하
의 워커힐 호텔이 선경으로 민영화되었다(경제기획원 1988). 그러나 이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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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기업 민영화는 정치권력과 특정기업의 결합으로 특혜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잇다. 대한항공을 인수한 한진그룹이 재계순위 10위 이내로 진입하
게 되었으며, 조선공사, 해운공사, 광업제련 등을 인수한 기업도 재계순위 변
동에 크게 영향을 주었다.

3) 제2차 공기업 민영화
1980년대 초에 실시된 제2차 민영화는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금융자율화
의 여건 조성을 위해 시중은행(한일은행, 제일은행, 서울신탁은행, 조흥은행)
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당시 정부는 대주주의 금융독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은행법｣을 개정하여 동일인의 소유권을 은행발행 총주식의 8% 이내로 제
한하는 엄격한 소유제한 규정을 적용하였다.11) 민영화 방법은 정부 보유주
를 일반공개경쟁 입찰방식을 통해 법인과 개인에 대해 각각 50%씩 나누어
매각하였다(강신일 1988). 이처럼 엄격한 소유권 제한 규정이 적용됨으로써
당시 민영화된 시중은행들은 법적 소유권은 민간에 이전되었으나 안정적인
지배구조가 형성되지 못한 채 실질적인 경영권 행사는 정부의 통제하에 놓
이게 되었다. 이로 인해 시중은행은 민영화 이후에도 계속 정부의 경영통제
를 받게 됨으로써 금융자율화를 위해 추진된 당초의 민영화 목표를 살리지
못하였다.12) 1993년 김영삼 정부에서 제4차 민영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주
인 있는 경영’을 민영화의 목표로 내세운 배경에는 이러한 시중은행 민영화
실패의 유산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4) 제3차 공기업 민영화
1987년 4월 당시 경제기획원은 국민경제 운용에 있어서 공기업 역할의

11) 이후에 추진된 주요 공기업 매각과정에서는 소유지분한도가 거의 대부분 적용되었다.
12) 제2차 민영화를 통해 민간기업으로 전환된 시중은행의 경영성과 개선되지 못한 것은 지배구조 측면 외에도
정부의 규제완화 미흡에도 그 원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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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립, 공기업에 대한 민간참여 확대를 통한 경영효율성 제고, 일부 공기업
의 기능 재정립 필요성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폭적인 공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경제기획원 1987).
1987년의 공기업 민영화 추진과정에서는 경제기획원 주관하에 공기업 민
영화 추진과 관련한 주요 정책사항을 심의하는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와
위원회의 실무사항 사전검토 및 협의를 위한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였다. 또한
실무작업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 3인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
였다. 1987년 이후 민영화 정책과 관련된 주요 정책사항은 공기업민영화추
진위원회에서 결정하였으며, 결정된 정책은 각 관련 부처를 통해 집행되었다.
1987년 5월에 개최된 제2차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에서는 민영화 검토
대상 기관을 정부지분 완전매각 대상기관, 정부지분의 일부매각 대상기관,
그리고 기능조정 대상기관 등으로 구분하여 총 30개의 정부투자기관과 출자
기관을 민영화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때 완전민영화 대상기관으로는 증권거래
소,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 외환은행, 한국감정원, 국정교과서, 한국기술개
발 등 7개 기관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관련 산업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 막대하여 정부가 경영권행사에 필요한 지분(51%)을 보유할 필요가 있다
고 판단되는 한국전력, 한국통신, 포항제철 등 3개 공기업은 부분적 민영화
대상 기관으로 선정하였다(경제기획원 심사평가국 1991).
그러나 이러한 공기업 민영화 방침은 1987년 11월 당시 노태우 민정당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선거 유세기간 중 완전 또는 부분적 민영화 대상 공기
업 중에서 포항제철, 한국전력, 국민은행, 외환은행, 한국통신 등 7개 기관의
정부보유 주식 중 자기자본 기준 5조 원 상당의 주식을 국민주로 보급하겠
다는 공약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공약에 따라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에서는
국민주 방식의 민영화 계획을 다시 수립하게 되었다(곽채기 1994).
제3차 민영화 계획은 1988년과 1989년에 포항제철과 한전의 정부보유 주
식 중 일부를 국민주로 매각한 이후 주식시장의 장기침체로 주식매각계획이

48│ 한․중․일 공기업 개혁정책의 변천과 성과

전면 중단되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관계부처, 종업원, 노조, 경영진 등 공기
업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반발이 발생하였다. 그 결과 한
국증권거래소를 제외하고는 어떤 공기업도 원래의 계획대로 민영화가 진행되
지 못하였다(경제기획원 심사평가국 1991).
제3차 민영화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주식매각방식으로 국민주 방식
만을 단선적으로 활용하였다. 특히 국민주에 의한 주식매각방식은 공기업 민
영화의 제1차적 목적인 경영효율성 제고보다는 정치적 목적 내지는 다른 경
제정책적 목표가 강하게 가미되었다. 당시 우량 공기업 주식을 국민주로 보
급하였던 목적은 중하위 소득층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고 주식의 광범위한 분
산 보유로 자본시장의 저변을 확충시켜 나가는 한편 국민 다수가 공기업의
주주가 되어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 중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달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송대희․송명희
1992).
또한 제3차 민영화 계획에서는 주식의 일부 매각(소유권 이전)에만 중점
을 두었을 뿐 경쟁도입(자유화)과 규제완화 문제는 민영화 추진 과정에서 체
계적으로 검토되지 못하였다. 불완전한 정책설계에 기초한 민영화를 통해 공
기업의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기란 난망한 일이었다.

5) 제4차 공기업 민영화
1993년 신경제 5개년 계획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김영삼 대통령은 “개혁
적 차원에서 정부투자기관 경영쇄신방안을 마련해 추진하라”고 지시하였다.
이 지시에 따라 모든 공기업을 잠재적인 민영화 및 개편대상 기업으로 상정
한 후, ‘negative list’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민영화 대상 공기업을 선정하고
있다. 1993년 확정된 공기업 민영화 계획에 의하면 전체 중앙정부 공기업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기관, 정부투자기관 자회사) 133개 중 58개 기업이
민영화 대상으로 선정되었다(송대희 1994; 김재홍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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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13. 신경제 5개년 계획의 연도별 민영화 추진계획 ❚
구분

1994년

1995년

1996～98년

투자기관(6)

국민은행, 국정교과서

가스공사

기업은행, 주택은행
담배공사

출자기관(1)

외환은행

한국중공업,
남해화학,
한국신화

PC 통신,
담배자판기

대우조선

매일유업

석공․광진공,
인삼수출공사

한국송유관

7

7

새한종금, 한국기업평가, 한국비료,
대한중석, 공영기업, 한국종합기술,
투자기관
기은전산개발, 부국신용금고,
출자회사(29) 한성신용금고, 고속도로시설공단,
전화번호부, 토개공 시설공단,
이동통신, 국민은행 출자회사 11개

지분매각
(22)

통폐합 등
(10)

기아특수강, 한국증권금융,
럭키금속, 한국종합기술금융,
동부화학, 한외종금, 평화은행,
효성중공업, 아시아나항공,
건설진흥공단, 대동은행,
내장산관광호텔, 연합TV뉴스 등
20개 기관
종합화학, 원진레이온,
주택경제연구원, 주은건설,
한국석유시추, 경주관광개발,
서남관광개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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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재정경제원(1995).

당시 경제기획원에서는 공기업 부문의 국민경제적 역할과 비중이 막중해
지면서 독점적 지위 유지에 따른 유인장치의 결여, 효율화 노력 미진 등 정
부소유가 불가피하게 내포하고 있는 제반 문제점이 부각되는 가운데 경제의
개방화, 세계화와 더불어 산업의 전방 관련 효과가 높은 공기업 부문의 비효
율성이 관련 민간기업의 경쟁력을 잠식하는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영화 범위를 가급적 확대하겠다는 기본입장을 견지하였다(김재홍
1994).
지난 1987년의 민영화 계획이 정부투자기관을 중심으로 설정되었던 데 비
해 신경제 5개년 계획의 민영화 계획에서는 전 공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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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데, 특히 정부투자기관 자회사의 민영화 추진에 역점을 두었다. 또한 국민
주방식의 민영화 방법을 채택하지 않음과 동시에 특정 재벌에 대한 특혜의
혹을 해소하기 위해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며,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도 준수하고자 하였다(이동호
1995).
제4차 민영화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체제는 1987년의 공기업 민영화
추진체제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당시 민영화 정책과 관련된 기구로는 경제
기획원 주관하에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위원회와 민영화추진대책위원회, 민
영화추진실무대책반 등이 운영되었다. 이때 민영화 정책추진기구에는 1987
년에 비해 민간전문가의 참여자가 더욱 축소되었고, 노조대표자 내지는 노동
관련 전문가의 참여가 전적으로 배제되었다.
이와 같은 일정계획과 민영화추진체제에 의거하여 이루어진 민영화 집행
실적은 당초 기대한 만큼 달성되지 못하였다. 1993년 확정된 계획에 따르면
49개 공기업의 민영화를 1994년 말까지 완료한다는 일정을 세웠으나, 1994
년 중 민영화된 기업은 13개에 불과하였다. 또한 1995년도에는 경영권 매각
대상 기관인 국민은행과 남해화학의 일부 주식을 매각하고, 주택은행은 기업
공개를 통해 정부출자기관으로 전환하는 데 그쳤다. 결과적으로 당초 야심찬
계획과는 달리 김영삼 정부의 공기업 개혁은 지분매각 22개사, 통폐합 5개
사에 그쳤다(재정경제원 1996).
민영화 추진이 답보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정부는 1996년 11월에 ‘공기업
의 경영효율화 및 민영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방안의 주요 내용은 1993
년 민영화 계획의 사실상 포기와 공기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지배구조의
개혁에 초점을 맞추었다(삼성경제연구소 1997). 이 방안은 ｢공기업의 경영구
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로 입법화되어 1997년 10월에 발효된 바
있다. 이 법률의 시행으로 1993년의 민영화 계획에 포함되었던 한국가스공
사, 한국중공업에 대한 정부지분 매각이 2003년 이후로 연기되었다. 또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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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1인당 지분한도가 7% 이하로 제한된 반면 공기
업에 대한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체제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 법률은
외면적으로는 민영화의 정신을 살려나가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지만 사실상
주식매각의 유보에 의한 민영화 중단 선언이었다고 할 수 있다(유승민 1998).

나. 김대중 정부의 공기업 개혁 정책13)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기획예산위원회는 제1․2차에 걸쳐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계획을 수립․발표하였다. 이 계획 수립과정에서 검토된 대상 공
기업 수는 금융 관련 공기업을 제외한 108개(모기업 26개, 모기업의 출자회
사 82개)였다.
1998년 7월 3일 발표된 제1차 공기업 민영화 계획에서는 26개 정부투자
기관과 정부출자기관의 모기업을 대상으로 완전민영화, 단계적 민영화, 공기
업 유지(통폐합 포함) 등으로 구분하여 개혁 방안을 수립하였다.

❚ 표 2-14. 김대중 정부의 제1차 민영화 계획 ❚
완전민영화
○
○
○
○
○

(16)
포항종합제철
한국중공업
(3)
한국종합화학
(1)
한국종합기술금융 (1)
국정교과서
5개 기관 (21)

주: ( ) 안은 자회사 수.
자료: 기획예산처(2000).

13) 이 부분 내용은 곽채기(2000b)에 의거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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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민영화
○
○
○
○
○
○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대한송유관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6개 기관

우선 완전민영화 대상 공기업은 1999년까지 구조조정 없이 민영화를 추진
할 공기업들로 포항종합제철, 한국중공업, 한국종합화학, 한국종합기술금융,
국정교과서 등 5개의 정부투자․출자기관 및 이들의 21개 자회사가 선정되
었다. 이들 5개 공기업들은 즉시 민영화 준비에 착수하여 1998～99년 중 민
영화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향후 일정 기간 동안의 구조조정을 거쳐 민영
화를 추진하는 단계적 민영화 대상 기관으로는 한국전기통신공사, 담배인삼
공사 등 6개 정부투자․출자기관이 선정되었다. 이들 공기업은 기관의 특성
과 시장여건을 감안하여 장애요소를 제거한 후 단계적으로 민영화하도록 하
였다(곽채기 2000, p. 151).
제2차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계획은 1998년 7월 기획예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998년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되었다. 기획예산위원회는 2
차 공기업 민영화 계획 및 경영혁신계획 수립 시에도 제1차 민영화 계획과
마찬가지로 주무부처, 해당 공기업과 수시로 협의를 하였으며, 공기업 노동
조합 대표와도 수십 차례에 걸친 지속적인 협의과정을 거쳤다. 특히 노사정
위원회 공공부문특별위원회에서는 경영혁신 방안 확정 발표를 두 차례 연기
하면서까지 협의를 하였다.
제2차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계획은 완전민영화 대상 공기업, 언론기
관 및 금융 관련 공기업14)을 제외한 나머지 19개 정부투자․출자기관(모기
업) 및 이들의 55개 자회사를 대상으로 수립된 것이다. 이 계획에서는 공기
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 추진의 기본원칙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기획예산
처 2000).

① 공기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기 위해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여 국
민에게 봉사하는 기관으로 탈바꿈한다.

14) 금융 관련 공기업의 경영혁신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추진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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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기업의 설립목적에 따른 고유 업무와 핵심사업(core competence)에
전념하도록 유도하는 가운데 민간이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기능
은 과감히 민영화 또는 민간위탁(outsourcing)을 추진한다.
③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유사․중복기능은 통폐합한다.
④ 간섭과 규제를 최소화하여 자율․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한다.
⑤ 경영효율성 향상을 위해 운영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한다.

이러한 기본원칙에 따라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구
체적인 추진전략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① 고유 업무와 핵심사업 위주로 기능 및 조직을 정비하기 위하여 비관련
다각화 자회사는 정리하고, 경쟁력이 없거나 비핵심분야는 폐지 또는
민영화한다. 또한 조직과 인력의 슬림화를 통해 조직과 인력은 최소규
모로 축소함으로써 효율성을 최대화하고 예산낭비를 최소화한다.
② 자율 및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사장추
천위원회 등을 통해 최고경영자를 선임하고, 최고경영자에게 조직․인
사․예산 등에 대한 자율권을 부여한다. 또한 성과에 의한 평가제도
및 인센티브제도를 강화한다.
③ 경쟁촉진 및 경영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기업이 독점적으로 수행
하는 사업은 민간이양이나 규제완화를 통해 경쟁을 촉진하도록 한다.
또한 공기업의 경영실적 등 주요 사항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경영공
시제도를 도입하고, 국제회계기준에 맞는 재무제표작성 등으로 경영투
명성을 제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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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15. 김대중 정부의 제2차 공기업 민영화 계획에 의한 자회사 정리계획 ❚
구분

정리계획
◦ 1998년(4개)
매일유업, 매일뉴질랜드치즈, 코리아후드서비스(유통공사),
한국건설자원공영(주공)

완전민영화
(12개)

◦ 1999년(8개)
한국통신카드(한통), 중국진황도동화열전유한공사(지역난방),
세일에이직(한전), 지앤지텔레콤(송유관), 청열(가스공), 한양공영,
‘한양목재, 한양산업’(주공) → 통합 후 민영화
◦ 2000년(3개)
한국통신케이블TV, 한국TRS(한통), 한국연초인삼홍콩유한공사(담배공)

단계적 민영화
(28개)

◦ 2001년(12개)
한국전력기술, 한전기공, 한전산업개발(한전), 한국지역난방기술,
안산도시개발(지역난방), 한국냉장, 노량진수산시장, 한국축산(유통공사),
‘주공, 수공, 도공, 토공감리공단’ → 통합 후 민영화
◦ 2002년(13개)
한국통신기술, 한국통신진흥, 한국통신산업개발, KTAI(한국통신미국법인),
KTPI(한국통신필리핀법인, 한통), 한국가스기술공업, 한국가스엔지니어링,
Korea LNG Co, 한국가스해운(가스공), 한국수자원기술공단(수공),
고속도로관리공단, 고속도로정보통신공단(도공), 한국토지신탁(토공)

통폐합 등
(6개)

ICO투자관리(한통), 한국송유관공사(송유관), 경주관광개발공사(관광공사),
한국물산(유통공사), 한양(주공), 한국부동산신탁(감정원)

구조조정
(8개)

한국PC통신, 한국해저통신, 한국통신프리텔, 한국공중전화(한통),
한국원전연료, 한전정보네트웍(한전), KCCL(영국캡틴유전개발),
PPSL(인도네시아유전개발, 유개공)

주: YTN은 자체 구조조정 추진.
자료: 기획예산처(2000).

이상과 같은 원칙과 전략에 따라 19개 정부투자․출자기관의 자회사(출자
회사) 55개 중에서 12개는 완전민영화 대상기관, 28개는 단계적 민영화 대
상기관, 그리고 6개는 통폐합 대상기관, 8개는 자회사로 존치하면서 구조조
정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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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제1차 민영화 계획이 정부투자․출자기관의 모기업을 대상으로 수
립된 것인 데 비해 2차 민영화 계획은 자회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제2차
민영화 계획에 의하면 2002년까지 총 40개의 자회사가 민영화되고, 6개의
자회사는 모기업에 통폐합되어 2002년 이후에는 8개 자회사만이 존치하게
된다.15) 2000년 이후에 단계적으로 민영화되는 자회사의 경우에는 인력감축,
조직개편 등 구조조정을 추진한 후 민영화하도록 하였다. 한편 자회사에 대
한 민영화 계획과는 별도로 19개 정부투자․출자기관에 대해서는 개별 공기
업별로 경영혁신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하였다. 경영혁신계획은 인력 및 조
직감축, 사업조정, 외부위탁 등 경영효율화, 자산매각, 퇴직금․복리후생비
개선 등 노사관계합리화 등으로 구성되었다.
김대중 정부는 민영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상황을 점검․조율하기
위한 최고의사결정기구로 기획예산위원회(기획예산처)에 ‘공기업민영화추진위
원회’를 설치․운영하였다. 대통령훈령에 근거하여 설치된 공기업민영화추진
위원회는 기획예산위원장(기획예산처 장관)이 위원장을, 재정경제부 차관이
부위원장을 맡았다. 이 위원회는 민영화 대상 공기업의 주무부처 차관, 공정
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기획예산위원회(기획예산처) 정부개혁실장, 산업은행
부총재, 민간위원 2인 등 총 10여 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기획예산위
원회 정부개혁실이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였다.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는
1998년부터 2002년 12월까지 10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여 공기업별 민영
화 추진계획 수립, 민영화 추진상황 점검․조정 등 주요사안을 협의․결정하
였다. 한편, 해당 공기업의 주무부처는 관련부처 공무원, 민간전문가, 공기업
임원 등으로 구성된 ‘공기업민영화실무추진팀’을 설치․운영하여 구체적인

15) 1998년 기준으로 총 82개의 공기업 자회사 중에서 언론기관의 자회사를 제외한 75개의 정부투자․출자기관의
자회사는 모기업의 민영화에 따라 자동적으로 민영화되는 완전민영화 대상 공기업의 21개 자회사를 포함하여
61개의 자회사가 민간에 매각된다. 이 중 완전민영화되는 자회사가 33개 기관이고, 단계적으로 민영화되는 자
회사가 28개 기관이다. 또한 6개 자회사는 모기업에 통폐합할 계획인바, 75개 자회사(언론기관 자회사 제외)
중 67개가 2002년까지 연차적으로 정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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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방법 및 일정 등의 세부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하였다. 이 외에도 원활한
민영화 추진을 위해 주무부처는 민영화에 수반되는 산업정책과 규제정책을
정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공기업별로 민간전문기관을 선정하여 민영화
에 필요한 금융, 법률, 기술 등에 관한 자문을 받기도 하였다.

❚ 표 2-16. 김대중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추진 실적 ❚
대상기업

완료
시점

매각 수익

소유․지배
구조

제도개선․법령개정

국정교과서

1998.11

◦ 경쟁입찰(86.5%)

460억 원

대한교과서

◦ 2002년부터 경쟁체제
로 전화

종합기술금융

1999.1

◦ 경쟁입찰(10.2%)
◦ 증시매락(2.0%)

116억 원

대한송유관

2000.4

◦ ｢투자계약서｣에 의하여
기존주주 인수(36.8%)

1,669억 원

기존주주
(정유4사)

포항제철

2000.10

◦ 해외DR(18.5%, 3회)
◦ 자사주(8.2%, 3회)

2조
7,801억 원

소유분산

한국종합화학 2000.11

◦ 3회 유찰, 적자경영으
로 조기 청산(’01.12)

-

-

4,290억 원

두산

한국중공업

2000.12

매각방법

◦ 공모(24%)
◦ 경쟁입찰(36%)

한국통신

2002.5

◦ 해외매각(44.1% 3회)
◦ 국내매각(29.5%, 2회)

한국담배

2002.10

◦ 해외(39.7%, 3회)
국내(41.9%, 3회)

(주)미래와 사람 ◦ KTB법 폐지(1999.2)
◦ 경쟁제한행위를 금지
(정관 2001.8)
◦ 이사회 중심의 전문
경영체제 도입
(정관 2000.3)
◦ ｢한국종합화학공업주식
회사법｣ 폐지
(2001.12)

-

12조
6,999억 원

소유분산

◦ 전기통신사업법개정
한국전기통신공사법
폐지 법률개정
(2000.12)
◦ 정관개정(’02.8)

3조
513억 원

소유분산

◦ 담배사업법개정
(2001.3)

김대중 정부에서는 11개 민영화 대상 모기업 중 8개 기업을 민영화하였
다. 국정교과서는 최초로 민영화된 공기업으로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1998년
11월 ‘대한교과서(주)’에 매각되었다. 한국종합기술금융은 1999년 1월 ‘미래
와 사람(주)’에 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되었다. 대한송유관공사는 기존 주주
간 체결된 ‘투자합의계약서’에 의하여 정부보유지분을 기존의 민간주주인 정
유사들에 매각하여 2000년 4월에 민영화를 완료하였다. 포항제철은 세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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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걸친 해외 DR 발행과 자사주 매각을 통해 정부와 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모두 매각하여 2000년 10월에 민영화되었다. 한국종합화학은
자산매각을 위한 수차례의 공개입찰 등이 유찰되고 적자경영이 지속되어
2000년 11월 주총에서 해산을 결의하고 2001년 12월 청산절차가 마무리되
었다. 한국중공업은 2000년 9월에 산업은행 및 한국전력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24%를 국내공모를 통해 매각하고 2000년 12월에 4대 재벌을 제외한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경영권을 두산에 이양하였다. 한국통신은 해외 DR 발
행 2회, 국내경쟁입찰, 국내공모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2002년 5월 정부지
분을 완전히 매각하였다. 담배인삼공사는 1999년 9월 국내증시상장을 시작
으로 해외 DR․EB 발행, 국내공모 등을 통해 정부․국책은행지분을 전부
매각하여 2002년 10월 민영화를 완료하였다.
당초 민영화 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한국전력,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3개 에너지 공기업의 경우에는 당초 계획을 부분적으로 완료하거나 유보되
었다. 우선, 한국전력공사는 해외 DR 발행을 통해 정부지분의 5%를 매각하
고 자산매각 형식으로 경쟁입찰을 통해 안양․부천지역의 열병합발전소를
LG-Power에 매각하였다. 또한 2001년 4월 한전의 발전부문을 6개 자회사
로 분리하였으며, 수력원자력회사를 제외한 5개 화력발전회사를 단계적으로
매각할 예정이었으나 유보되었다. 둘째로, 가스공사는 1999년 12월에 기업
공개를 추진하여 정부지분과 신주를 공모(38%)하여 증권거래소에 상장하였
다. 또한 민영화 이전에 가스산업에 경쟁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가스산업
구조개편을 추진하였는바, 2001년 11월에 도시가스사업법개정(안), 가스공사
법개정(안), 에너지위원회법제정(안) 등 가스산업 구조개편 관련 3개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관련 법안의 입법이 완료되면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도
입․도매부문을 3개사로 분할하여 민영화할 예정이었으나 이 역시 유보되었
다. 셋째로, 지역난방공사는 2000년 6월 안양․부천지역의 열공급설비를 한
국전력공사의 열병합발전소와 함께 경쟁입찰을 통해 LG-Power에 매각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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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어서 지역난방공사 전체 지분 중 36%를 증시에 상장시킨 후 나머지
36%에 대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경영권을 매각할 예정이었으나, 분당지역
주민이 요금인상 우려 등을 이유로 민영화를 반대하는 ‘주식상장 및 처분금
지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하여 상장절차 진행이 지연되다가 최종적으로 매각
계획이 유보되었다.
이와 같이 김대중 정부에서는 모기업 8개를 민영화하고 자회사 66개를 민
영화 또는 통폐합하여 민영화 추진실적이 역대 정부와 비교하여 가장 높았
다. 이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강한 민영화 의지가 작용한 데 기인
한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공기업의 경영효율성 제고, 분배형평성 제고 등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민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노조 등 이해관계
자가 민영화를 반대하는 경우 정부의 민영화 의지가 쉽게 약화되었다. 그러
나 김대중 정부에서는 장기목표와 더불어 경제위기 극복, 대외 신인도 제고
등 단기목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폭넓게 형성되어 정부의 민영화 추진
의지에 힘을 실어 주었다.

다. 노무현 정부의 공기업 개혁 정책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정부의 구조조정 및 민영화 등 하드웨어적인 개혁
성과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 동시에 경영효율성 및 경영혁신 제고시스템이
아직 정착되지 않은 점에 착안하여 경쟁촉진, 성과지향적인 경영, 대국민 서
비스 제고 등의 소프트웨어적인 운영시스템 도입 및 제도 구축에 공기업 정
책의 초점을 맞추었다. 이에 따라 기획예산처는 공기업 경영혁신에 대한 기
본 방침을 2004년과 2005년 ‘공기업 경영혁신추진지침’을 통하여 각 공기업
에 전달하고 고객만족도 조사, 경영평가 등을 통해 공기업 경영혁신을 추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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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17. 노무현 정부의 경영혁신 공통추진과제 내용 ❚
공통추진과제
인사관리의 합리화
보수관리의 합리화
예산의 적정 운용
반부패․윤리경영 강화

과제의 내용
-

경영합리화차원에서 필요 최소인력 운영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 강화
투명한 인력관리
보수 관련 정부지침 준수
인건비 편법 운용 금지
사내복지기금 운영 합리화
경비예산 절감 및 투자예산 확대
부패취약분야 진단 및 개선방안
감사 지적사항 중 미완료과제의 특별이행계획

자료: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2007).

특히 노무현 정부의 공기업 개혁 정책의 특징적 요소는 공기업 지배구조
의 개편 등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개혁에 역점을 두었다는 점을 꼽을 수 있
다. 그 성과물 앞에서 설명하였던 2006년 12월에 제정된 ｢공공기관의 운영
에 관한 법률｣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공공기관의
범위설정 및 유형분류를 통하여 이들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개선하고, 내․외
부 경영 및 감시감독시스템 등의 강화를 통하여 내부지배구조를 개선함과
동시에, 임원인사시스템의 개선을 통하여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기획예산처 2007). 또한 이 법률의 핵심적 내용 중 하나는 내․외부지배구
조의 개혁이다. 특히 과거 형식적으로 운영되었던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여 기관 내부의 ‘균형과 견제’를 확보하려 시도하였다.

라.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개혁 정책16)
이명박 정부는 공공기관의 민영화 및 경영효율화를 ‘공공기관 선진화 계
획’의 형태로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2008년 8월 11일에 ‘활기찬 시장경

16) 이 부분은 곽채기(2009)에 의거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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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구현을 위한 공기업 선진화 추진방향’에 의거하여 ‘제1차 공기업 선진화
추진계획’을 발표한 이후 2009년 3월 31일 ‘제6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발표하는 등 총 6차에 걸친 발표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완성하였다.

1)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 방향
가) 검토 대상 기관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검토 대상 기관은 총 319개
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는 2008년 1월 말 현재 기준으로 공공기관으로 지
정된 305개 기관과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공적자금 등을 지원받은 14개
기관이 포함되어 있다.17)

나) 추진 원칙
정부가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수립하여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민영화
와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설정한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작은 정부, 큰 시장’으로 전환: 민간이 창의력을 발휘할 공간을 확
대하고, 활력 있는 시장경제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공공부문이 국민경제에
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금융 등 민간의 역량이 성숙
한 분야는 공공의 역할을 조정한다. 이때 공공의 역할 조정 문제는 관련 산
업의 세계적 추이와 미래비전에 입각하여 판단한다.
둘째, 국민 편익 증대: 공공기관의 선진화를 통해 질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지원 절감으로 국민의 부담을 경감한다.
셋째, 사회적 비용 최소화: 우선 요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민 기본생활과

17) 공적자금 투입기관: 우리금융지주, 서울보증보험, 대우증권, 대우인터내셔널, 대우일렉트로닉스, 대우조선해양,
현대건설, 현대종합상사, 쌍용양회, 쌍용건설, 하이닉스, 한국항공우주공업, 팬택, 팬택앤큐리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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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결되고 요금인상의 우려가 있는 ‘전기, 가스, 수도, 의료보험’은 민영화 대
상에서 제외한다. 다음으로 고용안정을 위해 민영화 기관은 ‘고용승계’ 원칙
을 적용하고, 통폐합 등 인력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양한 대책을 강구
한다. 예를 들어 자연감소분을 우선 활용하고, 명예․희망퇴직제 및 배치전
환․전직지원 등을 검토하기로 한다. 그리고 혁신도시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
기업 선진화에도 불구, 혁신도시는 차질 없이 추진하고, 기 수립된 공공기관
이전계획의 기본골격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보완대책을 강구한다. 예를 들어
이전대상 공기업의 민영화는 지방이전을 조건으로 추진하고, 통폐합 기관의
입지는 지자체간 협의와 균형위의 조율을 통해 결정하며, 보완대책 수립 시
관련 지자체 및 기관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한다.
넷째, 기관별 특성에 맞는 선진화 방안을 투명하게 추진: 공개토론회 등
공론의 장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선진화 방
안을 마련한다. 또한 공공성, 경쟁성 등 공공기관 서비스 특성, 시장상황에
따른 합리적 기준을 제시, 대상기관에 적합한 선진화 방안을 마련한다. 예를
들어 경쟁여건이 형성되어 있거나 향후 경쟁가능성이 높아 민간수행이 바람
직한 경우에는 민영화하고, 업무가 상호 유사․중복된 기관은 통폐합하고,
여건변화에 따라 기능․역할 재정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능조정을 추진하
며, 공공성이 있어 존치되는 모든 공공기관은 경영효율화를 도모한다.

다) 추진방향
공공기관 선진화를 위한 민영화, 통폐합, 기능조정, 경영효율화를 위한 추
진방향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민영화: 민영화 검토 대상 공기업은 시장에 참여하여 민간과 경쟁하
고 있거나 경쟁 가능성이 높은 경우, 경쟁여건 조성, 국제경쟁력 확보 등 민
영화를 위한 여건조성이 선행되어야 하는 경우로 설정되어 있다. 이들 민영
화 대상기관은 2008년 하반기부터 매각절차에 착수하되, 적절한 가격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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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있도록 구체적 매각 시기는 시장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다
음으로 경쟁여건 조성 등을 위한 법적․제도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2008
년 하반기부터 제도 정비에 착수하고, 단계별 민영화 계획을 마련하되, 그
이전이라도 지분 일부 매각이 가능할 경우 매각을 추진한다. 그리고 공기업
을 민영화함에 있어서는 매각가치 제고, 경제력 집중, 독과점 폐해 방지를
위해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매각전략을 활용한다.
둘째, 통폐합: 통폐합 대상 검토 공공기관은 동일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관이 양립하여 비효율성이 존재하는 경우와 동일분야에 유사기관이
존재하여 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되는 경
우로 설정되어 있다. 이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중복․유사기관은 통폐합하
여 단일 통합조직으로 재설계하고, 통합에 따라 관리조직, 비핵심사업 등은
슬림화하고, 고유 목적사업 중심으로 기능․인력을 재배치하도록 한다.
셋째, 기능조정: 기능조정 검토 대상 기관은 민간 활성화, 설립목적 달성
등으로 더 이상 공공부문에 존치할 필요가 없거나 역할이 축소된 기관, 비관
련사업 비중이 과다한 기관, 기관간 역할분담 재검토를 통해 효율성 제고,
이용 편의성 증대가 가능한 경우 등으로 그 범위가 설정되어 있다. 이러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부문에 존치할 필요가 약화된 기능은 폐지, 기능 축소
또는 주된 기능 수행기관으로 이관하고, 기관간 기능 조정은 주된 기능 수행
기관으로 일원화하며, 기관 내 기능 조정은 고유 핵심역량 중심으로 인력․
예산을 재배치하도록 한다. 이때 급격한 인력감축보다는 강화될 기능에 인력
을 전환 배치하도록 한다.
넷째, 경영효율화: 공공기관으로 존치되는 모든 기관은 경영효율화 대상으
로 설정되어 있으며, 단계적 민영화 대상 기관도 완전민영화 시행 이전까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경영효율화 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 경영효율화 대상
기관은 ‘효율성 최소 10% 향상’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 하드웨
어와 소프트웨어 효율화를 동시에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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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 및 인력은 기관 고유의 핵심기능 수행에 필요한 수준으로 감축․
운영: 과도한 상위직(임원포함) 및 지원인력 축소, 불요불급한 파견․교
육 등 비현업인력 축소, 조직 유연성 제고를 위한 대부서 체제 운영 등
▪ 지방조직(지역본부-지사-영업소)은 계층구조의 단순화․광역화 등을 통
해 대폭 정비. 해외 조직도 사업성과 및 서비스 수요를 입증하지 못하
는 경우 축소
▪ 임금피크제 도입 등 인력 운영의 유연성 제고
▪ 임원 등 단위부서장과의 경영계약제, 내부성과관리 강화
▪ 민간 수행이 가능한 기능은 민간위탁(outsourcing) 추진
▪ 정부예산 절감 10% 취지에 맞춰 예산절감
▪ 출자(재출자) 회사 정비 및 관리체계 개선, 유휴자산 매각 등
▪ 감사원․국회 지적사항 개선 등 조직․인사․예산집행에서 경영관리 강화

라) 추진계획 작성 및 추진조직체계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은 ‘공공기관선진화추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다음과 같은 추진절차에 따라 확정한다. 우선 각 주무부처에서 산하 공공기
관의 선진화 방안을 마련한 다음 주무부처 주관하에 공개토론회 등 의견수
렴 절차를 진행하고, 선진화추진위원회에 공공기관별 선진화 추진 방안에 대
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한다. 이어서 각 주무부처가 상정한 기관별 선진화 추
진방안에 대한 선진화추진위원회의 심의․조정․종합 작업을 거쳐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이러한 공기업 선진화 추진계획의 작성 및 진행상황 점검 등을 위한 추진
조직체계는 [그림 2-2]와 같이 구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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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2.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추진조직체계 ❚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선진화추진위

선진화추진자문단
공기업 선진화 추진단
(각 부처)

선진화추진팀
(각 공공기관별)
자료: 곽책기(2009), p. 334.

우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구성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가 공공기관별 선진화방안 최종 의결 권한을 행사하며, ‘공공기관선진화추진
위원회’는 선진화 방안 마련, 진행상황 점검 등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추진
을 위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공공기관선진
화추진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의거하여
설치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소위원회라고 할 수 있으며, 민간위원장과 공
공기관운영위원(관계부처 차관+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공공기관선진화추진자문단’은 학계, 언론계 등 각계 민간전문가 위
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에너지, SOC, 산업, 문화 등 분야별로 선진화 관련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셋째, 각 부처별로 설치되어 있는 ‘공공기관선진화추진단’은 소관 기관별
선진화 추진계획을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구로서 해당 부처의 차관이
단장을 겸하는 별도의 전담기구이다. 각 부처별 공공기관선진화추진단은 각
주무장관의 선진화 방안 추진을 종합적․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이다.
넷째, 각 공공기관별로 ‘선진화추진팀’을 구성하여 해당 기관의 선진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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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을 추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의 주요 내용
그동안 ‘이명박 정부’는 총 여섯 차례에 걸쳐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작성하여 순차적으로 발표하였다. 이 중 제1~3차 계획은 민영화와 통폐합
등을 중심으로 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구조조정 계획이고, 제4․6차 계획
은 정원 감축, 자산매각과 인건비 절감을 통한 재무건전성 확보 등을 중심으
로 한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 계획으로 작성되었다. 그리고 제5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서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출자회사를 대상으로 한 지분매
각, 청산․폐지, 모기업으로의 흡수․통폐합 등을 중심으로 한 공공기관 출
자회사의 구조조정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중에서 공기업과 준정
부기관을 대상으로 한 민영화와 통폐합을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계획을 담고

❚ 표 2-18. ‘이명박 정부’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제1~6차)의 개요 ❚
계획별

발표일

제1차

2008.8.11

제2차

2008.8.26

제3차

2008.10.10

제4차

2008.12.22

제5차

2009.1.13

제6차

2009.3.31

계획의 핵심 내용
27개 기관 민영화, 2개 기관을 1개 기관으로 통합, 12개 기관
기능조정
1개 기관 민영화, 29개 기관을 13개 기관으로 통합, 3개 기관 폐지,
7개 기관 기능조정
10개 기관 민영화, 7개 기관을 3개 기관으로 통합, 2개 기관 폐지,
1개 기관 기능조정
69개 기관 경영효율화: 정원 19,383명 감축, 자산 8.5조 원(65건)
매각, 예산 1.7조 원 이상 절감
273개 출자기관 중에서 113개 기관 지분매각, 17개 기관 청산․폐지,
2개 기관 모기업 흡수․통폐합
60개 기관을 대상으로 효율성 10% 이상 향상을 목표로 기능
폐지․축소, 민간위탁 등을 통해 정원 2,981명(11.6% 수준) 감축,
자산매각 565억 원, 예산절감 1,300억 원, 지속적인 효율화를 위한
운영시스템(연봉제, 임금피크제 등) 개선 등

자료: 기획재정부(200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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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은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제1~3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이다. 제
1~3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공기관 구조조정계획을
종합해 보면 [표 2-19]와 같다.

❚ 표 2-19. ‘이명박 정부’ 제1~3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의 총괄 내용 ❚
구분

기관명

민영화
(38개)

▪ 금융공기업(7개): 산은․자회사(캐피탈, 자산운용), 기은․자회사(캐피탈,
신용정보, IBK시스템)
▪ 대한주택보증, 88관광개발(88골프장)
▪ 공적자금투입 등 구조조정기업(14개)
▪ 자회사(10개): 한국문화진흥(뉴서울CC), 한국자산신탁, 한국토지신탁,
경북관광개발, 한국건설관리공사, 안산도시개발, 인천종합에너지,
그랜드코리아레저, 농지개량, 기업데이타

지분일부
매각(5개)
경쟁도입
(2개)

통 합
(38→17개)

폐 지(5개)

기능조정
(20개)

경영효율화
(8개)

▪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지역난방공사, 한전기술, 한전KPS
▪ 한국가스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 주공+토공, 신보+기보(금융시장 상황을 감안, 연말에 결정)
▪ R&D관리기관: 9 → 4개
- (지경부) 6 → 3개, (교과부) 3 → 1개
▪ 정보통신진흥기관: 10 → 4개
- (지경부) 2 → 1개, (문화부) 3 → 1개, (방통위) 3→1개, (행안부) 2 → 1개
▪ 환경자원공사+환경관리공단, 환경기술진흥원+친환경상품진흥원
▪ 한국산재의료원+근로복지공단
▪ 저작권심의위+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
▪ 청소년수련원+청소년진흥센터
▪ 코레일 트랙+전기+엔지니어링, 코레일 개발+네트웍스
▪ 정리금융공사, 노동교육원, 코레일애드컴
▪ 부산항부두관리공사, 인천항부두관리공사
▪ 관광공사, 석유공사, 광업진흥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 전기안전공사, 산업기술시험원
▪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한국감정원, 가스기술공사
▪ KOTRA․중소기업진흥공단․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 4대보험 징수통합(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 생산기술연구원, 디자인진흥원, 에너지관리공단, 한전(R&D 관리기능 이관)
한국전력 및 발전자회사(5), 철도공사, 도로공사

주: 1차(41개), 2차(40개), 3차(30개) 기관 중 3개 기관이 중복되어 대상기관은 108개.
자료: 기획재정부(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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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검토대상인 319개 공공기관 중에서 108개 기관을 선정하여 민영화
(38개 기관), 경쟁도입(2개 기관), 통합(38개 기관), 폐지(5개 기관), 기능조
정(20개 기관), 효율화(8개 기관) 등의 구조조정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38
개 민영화 대상 기관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및 그 자회사로 구성된 7개 금
융공기업(기타공공기관), 공적자금 투입 등으로 공기업화된 구조조정대상 14
개 기업, 대한주택보증, 88관광개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자회사 10개, 그
리고 일부 지분매각 대상 5개 공기업 및 공기업의 자회사(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지역난방공사, 한전기술, 한전KPS)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리고 38개 공공기관을 통폐합하여 17개 기관으로 재구성하는 유사중복기능
에 대한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는바, 통폐합
대상 기관 중에서 공기업은 3개 기관(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산재
의료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준정부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조직
개편으로 유사중복기능을 수행하고 있던 다수의 준정부기관들이 동일 부처
소속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관통폐합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융합추세에 대응
해 관련 준정부기관들을 능동적으로 통폐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
한 다른 공공기관 또는 민간이 공급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나 계속
공공기관으로 존치할 필요성이 낮은 5개 기관을 폐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밖에 기능조정 대상 20개 기관 중에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그 필요성이 제기
되어 왔던 4대 보험 징수기능 통합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이명박 정부’의 제5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서는 공공기관(모기업)
경영효율화 차원에서 공공기관이 출자한 회사 중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
은’ 273개 출자회사18)에 대한 지분 정리계획 및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하였다. 공공기관(305개)이 출자한 회사는 총 330개이다. 이 중 기타공공기관

18)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미지정 출자회사’는 지배력 미확보, 재출자 회사 형태로서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미충족한 기관들과 20인 미만의 소규모 기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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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지정되었거나19) 이미 선진화 방안에 따라 관리 중인 57개를 제외한 나
머지 273개 출자회사(출자 총액 5.8조 원)를 대상으로 제5차 공공기관 선진
화 계획을 작성하였다. 그 결과 지분매각 113개 기관, 청산․폐지 17개 기관,
모기업 흡수․통폐합 등 총 132개 출자기관에 대한 구조조정 계획이 수립되
었다. 그리고 출자회사 신설 및 출자금 확대 억제 방안, 출자회사 관련 경영
평가․경영공시 강화 등 출자회사 관리제도 개선방안 및 출자유형별 출자회
사 관리방향 등을 포함한 출자회사 관련 정책 방향도 별도로 제시하였다.

❚ 표 2-20. 공공기관 유형별․출자지분별 공공기관 미지정 출자회사 현황 ❚
합 계(개)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50% 이상
30~50%

66
49

36
33

10
8

20
8

10~30%

105

67

16

22

10% 미만

53

10

30

13

273
(68)
58,380

146
(54)
20,234

64
(-)
30,356

63
(14)
7,790

구분
출자
회사
수
(지분별)

계
(해외법인)
출자액(억 원)

주: 2008년 10월 말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2009).

❚ 표 2-21. ‘이명박 정부’ 제5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의 개요 ❚
구분

정비 전(A)

출자회사 수

273개

141개

△132개

출자액

58,380억 원

27,019억 원

△31,361억 원

매각가치(추정)

→

정비 후(B)

증감(B-A)

46,127억 원(2007년 순자산가치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2009).

19)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출자회사 중 모기업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하거나 30% 이상 보유하면서 지배력 있
는 경우만 지정요건에 해당하고, 지정 요건 해당 기관 중 직원규모가 20인 이상인 경우에만 기타공공기관으
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2008년 말 현재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출자회사 중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관리
되고 있는 기관은 43개이다. 그리고 공적자금 투입기업 등 14개 구조조정 기업은 지정에서는 제외되어 있으나
제1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매각대상으로 관리되고 있다(지정요건은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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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명박 정부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의 특징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2008년 현재 기준으로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305개 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민영화, 통폐합, 폐지 및 청산, 기능조정, 경영효율화 방안 등을 제
시하고 있다. 또한 제5차 계획에서는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공공기관
의 출자회사 273개 전체를 대상으로 구조조정 대상 기관을 선정한 후 132
개 출자회사에 대한 구조조정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처럼 ‘이명박 정부’의 공
공기관 선진화 계획은 그 대상 범위 측면에서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공공
기관의 출자․재출자(손자) 회사까지를 개혁의 대상으로 설정함으로써 역대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에 비해 그 대상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다. 또한 전체
개혁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를 사전에 설정해놓은 다음 여섯 차례에 걸쳐 순
차적으로 공공기관의 개혁방안을 설계하여 제시한 점도 과거 정부의 공공기
관 추진 전략과 차별화되는 측면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은 민영화, 통폐합, 기능조정,
경영효율화 등 공공기관의 개혁 대안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기관통폐합과 기
능조정에 역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민영화 방안도 국책은행의 민영화와 비
금융공기업의 자회사 민영화 및 출자회사의 지분 매각에 초점을 맞추고 있
을 뿐이며, 그동안 논의되어 왔던 에너지 및 네트워크 산업 분야의 공기업은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SOC 및 에너지 분야 공기업의 민영화
추진계획도 부분 민영화 또는 준민영화 방안을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다.

4. 소결
한국은 1961년에 정부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
서 신속한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국가기간산업의 육성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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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판단하에 기존 공기업에 대한 개편과 새로운 공기업의 설립 등이 이
루어졌다. 당시에는 민간자본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신속한 경제발전을 바
라는 국민적 욕구가 매우 높았기 때문에 정부부문의 역할이 중요시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기업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국내 산업
전반의 경쟁력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간 산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함으
로써 민간부문을 지원하고 국가경제 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
되고 있다.
그러나 공기업은 과거 개발연대의 긍정적인 역할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으
로 운영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혁하기
위하여 공기업 관리제도 및 지배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왔다. 그 결과 공기업 지배구조의 개혁 활동이 법․제도적 측면에
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여전히 운영 측면에서 제도 개혁의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공기업의 지
배구조를 작동시키는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와 함께 주무부가 참여하는 듀얼모
델(dual model) 형태의 지배구조 문제를 여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
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공기업의 국민경제적 역할이 확대되는 과정에서도 1960년대 말부터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그동안 공기업 개혁문제를 정권 단위의 개혁과제로 인식하고, 해당
정부기간 동안 적용하기 위한 개혁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관점에서 접근하여
왔다. 이로 인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 개발이 요구
되는 대형 공기업 공기업의 민영화 문제를 일관성 있게 다루지 못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작성된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의 검토 대
상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고 있는 대상기관으로 한
정되어 있다. 이로 인해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우정사업 경영체제
의 개혁, 기업형 책임운영기관의 개혁 등 정부기업에 대한 검토가 체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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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아울러 공기업 민영화 추진 방법과 관련하여 공익
사업적 성격을 띤 공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소유이전
형 민영화 방법 외에 유지관리계약, 리스 계약, 컨세션 등 PPP형 민영화 전
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추진계
획안에서도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일부 국내공항의 경영권 민간매각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런데 현재 한국은 기존 공기업의 시설․사업을 대
상으로 한 PPP형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제대로 갖추
어져 있지 않다. 마지막으로 민영화를 포함한 공공기관 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투명하고 강력한 추진력을 갖춘 공공기관 민영화 추진
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 현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
정에 의하면 일상적인 공공기관 경영관리를 위한 의사결정기구와 민영화를
포함한 공공기관 개혁추진기구를 차별적으로 설계하여 운영하기가 어려운 실
정이다.20)

20) 기획재정부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공동으로 작성한 ｢공공기관 운영체계 개편방안｣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시스템 결여, 민영화 등 기능조정 지원체계 미비로 지속적․효율적인 개혁
추진의 한계, 민영화 추진에 대한 법적․제도적 지원체계 미흡 등의 문제점을 적시한 다음에 민영화 추진체
계의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매각 전담 전문회사, 민영화추진위 도입 검토 등 집행체계 정
비, 완전매각, 지분매각 및 기능이전형(경영민간참여형) 등 유형 세분화 등과 같은 민영화 추진체계의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러한 방안이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08. 12.
12), ｢공공기관 임원선임, 경영평가 등 운영체계 대폭 개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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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중국의 공기업 개혁정책의
변천과 성과

중국의 국유기구(國有企 , state-owned enterprises)가 중국경제에서 차지
하는 비중은 지대하다. 개혁개방(1978년) 이전에는 사유경제와 매판자본(買
辦資本)의 국유화 및 집단화로 요약할 수 있다. 즉 국유기업은 구(舊) 소련
모델을 답습하여 정부 자금과 경영이 일방적으로 반영됐으나, 민간자본의 국
유화는 국가소유(State Ownership)와 집체소유(Collective Ownership)로 양
분, 각각 국가와 지방정부가 소유권을 행사하였다. 1953년부터 농업, 수공업,
자본주의식 상공업을 사유제에서 사회주의 공유제로 전환하였으며, 민영 공
업인의 99%, 민영 상업인의 85%가 민관합작경영에 참여함에 따라 공유제
보급률이 21.3%(1952년)에서 92.9%(1978년)까지 크게 상승하였다.
중국정부는 개혁개방 이후 국유기업의 저효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유
권과 경영권 분리, 기업제도혁신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왔다. 1997년 제
15차 공산당대회를 통해 ‘조대방소(抓大放小, 큰 것을 쥐고 작은 것을 놓는
다)’를 천명하면서 국퇴민진(國退民進) 정책의 민영화 개혁을 추진하였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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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민영화 과정에서 부패, 국유자산 유실, 대량 해고 등의 문제점이 드러
나면서 2004년 이후 중대형국유기업의 발전이 적극 추진된 반면 민영기업은
주요 산업에서 퇴출되는 국진민퇴(國進民退)21) 현상이 나타났다.
국진민퇴 현상은 금융위기 이후 더욱 심화되었는데, 국유기업은 국가의 거
시정책을 실현할 중요한 매개체이자 수단으로 중국정부는 국유기업을 중심으
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키려 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독점사업권을 부여해
주거나 합병이나 재편을 통해 산업의 선두업체를 육성함으로써 사실상의 독
점을 묵인하였고, 금융위기 이후 중앙재정과 통화정책은 국유기업에 편중되
어 있다.
그러나 국진민퇴 현상에 대하여 많은 학자들이 세계적인 조류와는 반대로
움직이는 동시에 국유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구조
조정을 비롯한 민영화(국퇴민진)가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
울러 지나치게 국유기업에 많은 투자가 편중됨에 따라 중국정부는 민간투자
를 촉진시키고자 2010년 5월에 신 36조를 발표한다.
이에 따라 이번 장에서는 중국 공기업 개혁정책에 대해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중국 공기업의 위상과 역할을 살펴보는데 특히 공기
업 지배 구조를 중심으로 고찰한다. 둘째, 개혁개방 이후 중국 공기업 개혁
정책의 변천을 4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 개혁 패턴을 비교 분석한다. 셋째,
최근 중국의 공기업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살펴
보고자 한다.

21) 국진민퇴(國進民退)는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로 이자율이 상승하여 민간부문의 투자수요가 위축되는 현상인 구
축효과(crowding-out effect)와 유사한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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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 국유기업의 위상과 역할
가. 기업 분류
중국기업은 소유제 형태별로 여러 종류로 구분된다. 첫째, 국유기업으로
기업의 전 자산이 국가소유이며, ｢中華人民共和國 企業法人登記管理條例｣의
규정에 의거하여 등록된 비공사제 경제조직(非公司制 經濟組織)을 말한다.
[그림 3-1]의 경우에는 협의의 국유기업을 나타낸다. 둘째, 집체기업(集體企
業, collective owned enterprises)은 기업자산이 집체소유인 기업을 말하며,
성향(城鄕)이 집체 투자한 기업과 개인이 집자(集資)를 통해서 개인의 소유
권을 포기하고 공상행정관리기관(工商行政管理機關)을 통해 설립한 기업을
포함한다. 셋째, 고빈합작기업(股份合作企業, cooperative enterprises)은 합
작을 기초로 해서 기업의 직공들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기업 조직으로, [그림
3-1]에서는 주식제 합자기업에 해당한다. 넷째, 연영기업(聯營企業, joint
ownership enterprises)은 2개 혹은 2개 이상의 동일한 기업 혹은 다른 성
질의 기업이나 법인이 자원(自願), 평등(平等), 호이(호이)의 원칙에 입각하여
공동투자로 설립한 기업조직으로 국유연영기업(國有聯營企業,

state

joint

ownership enterprises), 집체연영기업(集體聯營企業, collective joint ownership
enterprises) 그리고 국유-집체연영기업(國有-集體聯營企業, joint state- collective
enterprises)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림 3-1]에서는 조합형 기업을 나타낸다. 다섯
째, 유한책임공사(有限責任公司, limited liability corporations)는 2명 이상 50
명 이하의 주주가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기업으로, 주주는 자신이 출자한 자본
에 상당하는 책임을 지는 형태로 [그림 3-1]에서는 유한책임회사를 칭한다. 여섯
째, 고빈유한공사(股份有限公司, share-holding corporations Ltd.)는 [그림 3-1]의
주식제 회사로 자본금은 주식 발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주주는 구입한 주식에
따라 회사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일곱째, 사영기업(私營企業, private enterprises)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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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그림 3-1]에서 협의의 민영기업을 의미하며, 민영독자기업, 민영파트너십, 민
영유한회사, 민영주식제회사 둥으로 구분된다. 여덟째는 외상투자기업(外商投資企
業, foreign funded enterprises)으로 중외합자기업(中外合資企業, joint-venture
enterprises with foreign investment), 합작경영기업(合作經營企業, cooperation
enterprises with foreign investment), 외지기업(外資企業, enterprises with sole
(exclusive) foreign investment), 外商投資股份有限公司(외상투자고빈유한공사,
share-holding corporations Ltd. with foreign investment) 등이 있다.

나. 국유기업의 범위
광의의 국유기업과 협의의 국유기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광의의 국유기
업은 과거 전민소유제(全民所有制) 기업과 국영기업으로 구성된 협의의 국유
기업22)과 국유지분이 지배적 비중23)을 차지하는 파트너십을 포함한 개념으
로 [그림 3-1]의

표시는 광의의 국유기업이다. 2008년 말 기준 전국적으

로 연간 매출액 규모가 500만 위안(10억 원) 이상인 국유기업은 약 12,000
개에 달하고, 중앙정부 직속으로 국유자산관리위원회 감독하에 있는 국유기
업은 2010년 10월 현재 총 123개다. 광의의 민영기업은 내자기업 중 비국
유기업과 외자기업을 합하여 지칭한다.

22) 국유기업은 국가 또는 전 국민이 소유한 기업으로 정의된다. 전통적으로 전민소유제(전 인민의 소유제도) 기
업과 국영기업으로 불리었지만, 1993년 3월 헌법 개정을 통해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강조하는 의미에서 국유
기업이라는 명칭이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유희문 외(2004), 현대중국경제(증보판) , 교보문고.
23) 정부의 지분율에 따라 국유기업은 特殊法人企業(정부 전액 투자, 특별법 적용), 國有獨資公司(정부 전액 투자,
회사법 적용), 국유지분 우위기업(國有控股公司, 국가 지분이 높아 실질적으로 국가가 지배하는 기업, 회사법
적용), 국유지분 참여기업(國有參股公司, 국가가 일반주주 자격으로 참여하는 기업, 회사법 적용)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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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 중국 소유제별 기업 분류 ❚
전체기업
(426,113)
내자기업
(348,266)

협의의
국유
기업
(9,682)

집체
기업
(11,737)

주식제
합자
기업
(5,612)

외자기업
(77,847)

조합형
기업
(833)

협의의
민영
기업
(245,856)

중외
합자
기업
(27,427)

유한책
임회사
(62,835)

주식제
회사
(9,422)

국유
파트너십
(152)

국유
독자기업
(1,398)

민영독자
기업
(55,784)

민영
파트너십
(10,223)

국유집체
파트너십
(483)

기타
(61,437)

민영유한
회사
(171,150)

민영주식제
(8693)

기타
(198)

중외
합작
기업
(2,852)

외자
기업
(46,316)

외자
주식제
(1,252)

기타
(2,295)

주: ( ) 안의 수치는 2008년 기준 소유제별 기업수.
자료: 중국통계연감(2009).

❚ 표 3-1. 소유제별 제조업 기업체 수 ❚
(단위: 개)
2002년

2003년

2006년

2007년

2008년

全體 企 (State-owned and
Non-state-owned above
Designed Size Industrial
Enterprises)

181,557
(100)

196,222
(100)

301,961
(100)

336,768
(100)

426,113
(100)

內資企
(Domestic Funded Enterprises)

147,091
(81.0)

157,641
(80.3)

241,089
(79.83)

269,312
(79.97)

348,266
(81.73)

國有企
(State-owned Enterprises)

29,449
(16.2)

23,228
(11.8)

14,555
(4.81)

10,074
(2.99)

9,682
(2.27)

集體企
(Collective-owned Enterprises)

27,477
(15.1)

22,478
(11.5)

14,203
(4.73)

13,032
(3.87)

11,737
(2.75)

股份合作企
(Cooperative Enterprises)

10,193
(5.6)

9,283
(4.7)

6,313
(2.15)

5,880
(1.75)

5,612
(1.31)

聯營企
(Joint Ownership Enterprises)

1,964
(1.1)

1,689
(0.9)

1,075
(0.36)

999
(0.30)

833
(0.20)

有限責任公司
(Limited Liability Corperations)

22,486
(12.4)

26,606
(13.6)

47,081
(15.59)

53,326
(15.83)

62,835
(14.75)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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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1. 계속 ❚
2002년

2003년

2006년

2007년

2008년

5,998
(3.3)

6,313
(3.2)

7,210
(2.38)

7,782
(2.31)

9,422
(2.21)

49,176
(27.1)

67,607
(34.5)

149,736
(49.59)

177,080
(52.58)

245,850
(57.70)

348
(0.2)

437
(0.2)

916
(0.30)

1,139
(0.34)

2,295
(0.54)

港澳臺商投資企 (Enterprises
with Funds from Hong Kong,
Macao and Taiwan)

19,546
(10.8)

21,152
(10.8)

29,181
(9.67)

31,949
(9.49)

35,578
(8.35)

外商投資企
(Foreign Funded Enterprises)

14,920
(8.2)

17,429
(8.9)

31,691
(10.50)

35,507
(10.54)

42,269
(9.92)

구분
股份有限公司
(Share Holding Enterprises)
私營企
(Private Enterprises)
其他企
(Other Enterprises)

주: 기업은 모든 국유기업+규모이상 비국유기업만 한함. 규모이상 비국유기업은 연 매출액 500만 위안 이상
기업을 규정함.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사이트, http://www.stats.gov.cn; 中國統計年鑒 , 각 연도,
http://www.stats.gov.cn/tjsj/ndsj/2009/indexch.htm.

소유제별 기업수를 연도별로 비교해서 수록한 [표 3-1]에 의하면 전체 기
업수가 2002년 이후 18만여 개에서 42.6만 개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내
자기업은 전체 기업 가운데 80% 내외를 차지할 정도로 꾸준히 증가하여 35
만 개에 이르렀다. 내자기업 중에는 민영기업이 4.9만 개에서 24.6만 개로 5
배 증가하였다. 외자기업은 홍콩, 마카오, 대만 자금에 의한 투자 기업의 경
우 절대적인 규모는 증가(2만 개 → 3.6만 개)하였으나, 전체 기업 상승폭에
는 미치지 못해 2002년 10.8%를 차지하던 비중이 2008년에는 8.4%로 줄
어들었다. 한편 순수한 외자기업은 2002년 8.2%에서 점차 증가하여 10.5%
에 도달한 후 소폭 줄어들었으나, 2002년(14,920개)과 비교하여 2008년에
2.8배 상승한 4만여 개에 이르고 있다.

다. 국유기업 지배구조
중국의 국유기업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의도와 목표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국유기업 지배구조는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이하 국자위),24) 국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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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영회사, 국유기업의 3단계로 계층화되어 있다. 국유자산은 전국인민대표
대회에 의하여 법률, 재무, 회계, 경제, 경영 등 전문가를 위주로 하여 국유
자산관리감독기관의 구성원에 의해 관리 감독된다. 국자위는 상설기구로서
2003년 3월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설립되었으며, 국유자
산을 감독하는 기구다.

1) 국자위
3단계 계층 가운데 최고 위치에 있는 기구는 국유자산의 재산권에 대한
대표자이며 관리자로서의 국유자산 관리기관인 국자위이다. 이 기관은 국유
기업의 경영활동에 직접 종사하지는 않고 산하의 자산관리회사에 대한 수권
경영계획 및 관리를 담당한다. 국유기업의 산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국무원, 성(직할시), 시급 국자위에 소속되는 ‘분급소유, 분급관리’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 즉 원칙적으로 국무원 산하의 국자위에 기업소유권이 귀결되지
만, 기업의 특성에 따라 각급 지방정부 국자위가 국무원 국자위로부터 국유
기업의 관리감독을 허가받는 형태를 띠고 있다.

가) 국자위의 기능 및 책무
국자위는 국무원의 직속기구로서 관리감독 대상기구의 주요 경영자들을
임명하고, 국유기업의 자산을 합병하거나 매각하며, 국유기업과 관련된 법안
의 초안을 설정하는 등 국유기업을 경영하는 책무를 갖고 있는데, 이를 자세
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자위는 국무원의 위임을 받아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을 비롯하
여 여러 법률에 따라 투자자로서의 책임을 수행하며, 중앙정부의 지휘하에

24)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는 영어로 State-owned Assets Supervision and Administration Commission of the
State Council로써 약자로 SASAC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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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계 기업을 제외한 국유기업을 감독 관리하며 국유자산에 대해 관리 감
독한다.
둘째, 국자위 산하 기업의 국유자산 가치 보존․증대에 대한 감독 책임을
갖고 있다. 국유자산 가치 보존․증대에 대한 지표체계를 수립․개선하며,
평가기준을 설정한다. 통계와 회계감사를 통해 국유기업의 임금 및 급여를
관리하며, 국유기업의 최고경영자에 대한 소득분배 규제 정책을 제정하고,
정책을 수행하는 조직을 구성한다.
셋째, 국유기업의 개혁 및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국유기업의 현대적 기업
제도 수립을 추진하며, 기업관리제도를 개선하고, 국가 경제구조의 기획을
전략적으로 조정 추진한다.
넷째, 국유기업의 최고경영자를 임명 및 해임할 수 있고, 법적인 절차에
따라 성과를 평가하며, 성과에 따른 상벌 조치를 시행한다. 사회주의 시장경
제와 현대기업 시스템에 의거하여 기업 경영자 선출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
업 경영에 인센티브와 제약 시스템을 개선한다.
다섯째,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국무원을 대신하여 관리감독 대상기업에 감
사회를 파견하고, 감사회의 일상적 업무를 관리한다.
여섯째, 관리감독 대상기업의 국유자산 이윤을 국가에게 배분하는 시스템
을 구축하고, 국유자본 경영예산 관리제도 및 방법 수립에 참여하며,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국유자본 경영예산의 편성 및 집행을 책임진다.
일곱째, 관리대상 기업들에 생산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원칙, 정책,
관련 법규 및 기준을 달성하도록 권고하며, 투자자로 책임과 일치하는 결과
를 조사한다.
여덟째, 국유기업 국유자산의 근본적 관리에 대해 책임을 지고, 국유자산
관리에 대한 법률․법규의 초안을 작성하며, 관련 규정 제정 및 제도를 정비
하고, 관련법에 따라 지방 국유자산 관리업무에 대해 지도․감독한다.
아홉째, 국무원에서 부여한 기타 과제를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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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자위 구성
지방 국유자산 관리감독위원회는 중앙, 성, 시로 구성되어 있는데, 2004년
말까지 전국 32개 성, 직할시, 자치구에 각 지방 국자위가 설립되었으며,
2010년 현재 시급 국자위도 전부 설립이 완료되었다. 지방 국자위는 각 지
방정부의 직속 특설기관으로서 지방 국유자산 관리감독 업무에 한하여 국자
위의 지도와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 각 지방 국자위는 기능이나 조직 관리방
식 등에서 유사하다.25)

2) 국유자산 경영회사26)
둘째 계층은 국유자산 경영회사로서 국유기업 관리의 법인체적 성격을 띠
고 있다. 이 회사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국유자산을 관리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국유자산 경영회사는 일종의 지주회사로서 국자위와 국유
기업의 중간에 위치하여 국유자산의 경영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국자위와 기
업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국유자산 경영회사는 국유자산
경영관리센터라고도 하며, 공적인 기능과 기업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국유
자산 경영기관의 주된 목적이 국자위에서 하달된 업무 완수를 통해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공적인 기능을 담당하며, 국유자산 경영회사는 시
장지향적으로 운영되고 동시에 경제적 효과도 추구하므로 기업의 특성을 가
지고 있다.

가) 국유자산 경영회사의 기능 및 책무
국유자산 경영회사는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경영활동에 직접 간여하지는
않으며, 국유자산의 운용과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 기구의 기능은

25) 한국조세연구원 보고서(2010)에서는 랴오닝(遼寧) 성 국유자산 관리감독 위원회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26) 이 부분은 조세연구원(2010)을 참고하여 수정ㆍ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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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력사업이나 대형 기업을 적극 지원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춘 대형그룹 30∼
50개를 육성한다는 중국정부의 목표를 실현하는 것이고, 중앙국유기업이 보
유한 비주력사업 자산을 지속적으로 분리하는 동시에 국자위로부터 관리감독
을 받는 기업의 부실자산을 위탁 관리 또는 처분하는 역할이다. 아울러 퇴출
기업의 완충지역 역할을 담당하여 퇴출기업의 지속적인 적자발생을 방지하고
기업이 체질 개선 후 계속적으로 경영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유경제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자산규모가 1억 위안 미만이고 직원 수도 비교적 적
은 중소형 중앙국유기업을 전문화된 국유자산 경영회사에 맡겨 관리하도록
하고, 과학연구기관을 모태로 설립된 하이테크 기업, 현대화된 군수장비 제
조를 맡고 있는 방위업체와 행정사업기관의 영리형 국유자산 등 특수 기업
은 전문화된 국유자산 경영회사에 맡겨 따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국유자산 경영회사의 경영방식은 직접 국유자산을 경영하는 직접 경영, 기
업과 자산을 (제3자에게) 위탁하여 경영하는 위탁경영, 산하 독자기업과 지
배권을 가진 자회사의 재산권을 관리하는 간접경영, 국유기업에 지분 참여하
여 지분을 관리하는 형태로 구분되어 있다.
국유자산 경영회사의 주요 임무는 국자위에서 제정한 정책목표를 실현하
는 것이므로 행정명령이 아니라 시장화를 통해 정책적 목표를 실현하고자
하며, 경제적 효과를 추구하는 동시에 기업 내부에서 경영 책임제를 실시하
고 있다.

나) 국유자산 경영회사의 설립방식
국유자산 경영회사는 여러 방식에 의하여 설립되었다. 첫 번째, 산업총공
사27)가 개편되어 나타난 것으로 정부의 사회경제 관리기능과 국유자산 소유

27) 산업총공사는 과거에 특정 산업분야에서 일정한 국가 행정사무 처리기능과 비교적 강한 독점적 또는 과점적
지위를 갖고 있었던 1~2개의 기업을 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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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서의 기능을 분리한다는 원칙에 따른 설립방식이다. 1994년 11월 국무
원의 지시에 따라 중국석유화학공업총공사(中國石油化工總公司), 중국항천공
업총공사(中國航天工業總公司), 중국비철금속공업총공사(中國有色金屬工業總
公司) 등 3개의 전국적 산업총공사를 국유자산을 수탁 경영하는 국유자산 경
영회사로 개편되었다. 이후 지방의 산업 총공사 대부분도 국유자산 경영회사
로 개편되었다.
두 번째, 산업주관부문이 국유자산경영회사로 개편된 것으로 산업관리 기
능과 국유자산 관리기능이 혼재되어 있던 정부 소속 전문 경제부처에서 산업
관리 기능만을 분리하여 해당 부처 직속의 국유기업 자산을 관리하는 국유자
산 경영회사로 개편하는 방식이다. 1993년 말 상하이(上海)시는 상하이 방직
국(紡織局)과 계측계기국(儀表局)을 각각 Shangtex Holding Corporation(上
海紡織控股公司)과 Shanghai Yidian Holding Company(上海儀電控股公司)
로 개편하였고, 2000년 정부기관 개혁 추진 당시 각 지방정부 산하 전문경
제부처들은 대부분 국유자산 경영회사로 전환되었다.
세 번째, 기업그룹을 개편하는 과정에 나타난 것으로 중국정부는 그룹의
핵심기업과 주요 계열사의 국유자산을 그룹 모회사가 수탁하여 일괄 관리하
도록 하였는데, 이들 모회사를 국유자산 경영회사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1992년 DFMC(東風汽車公司) 등 8개 그룹의 모회사(본사)를 국유자산 경영
회사로 개편하였다.
네 번째, 국유지분의 일괄적 관리를 위한 국유자산 경영회사를 설립한 것
으로 많은 국유기업들이 주식회사와 유한책임회사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정부
와 기업 간의 관계 정비와 해당 기업에 대한 국유지분 관리를 강화하기 위
하여 전문적으로 국유지분을 관리하는 국유자산 경영회사가 설립되었다. 대
표적인 회사로 선전시 투자관리회사(深圳市投資管理公司)를 들 수 있으며,
이 회사는 선전시 정부의 위탁을 받아 선전시 소속 100여 개 기업의 영리성
국유자산에 대한 일괄적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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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번째, 신규 투자를 통해 국가 산업정책을 실시하기 위해 국유자산
경영회사를 설립하기도 하였다. 즉, 자금집중을 통해 국가 중점 건설 사업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고, 자금회수 강화를 통해 지속적인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서 1988년 국무원은 6개의 국가 투자 전문회사를 설립하였고, 그후 지방정
부들도 잇따라 투자회사를 설립하였다.

다) 국가급 국유자산 경영회사
국가급 국유자산 경영회사로 國家開發投資公司(SDIC)와 中央匯金投資有限
責任公司(Central Huijin Investment)를 들 수 있다.
국가개발투자공사는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 1995년에 설립된 국가투자지주
회사로 중앙정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주요 국유기업 중 하나이다. 본사에 12
개부서와 1개 투자 사업부를 두고 있으며, 3급28) 이상 자회사는 161개에
달하고 있다. 그중 SDIC Huajing Power(國投電力), SDIC Xinji Energy
(國投新集), SDIC Zhonglu Fruit Juice(國投中魯), Sinotex Investment &
Development(中紡投資), China National Complete Plant Import and
Export(中成股份) 등 5개사는 상장기업이다. SDIC의 운영방식은 ‘지분투자지분관리-지분운영’으로 요약되는데, 자본투자를 통해 지분을 취득하고 취득
한 지분의 관리를 통해 기업 가치를 증대시키며 지분양도 및 지분운영을 통
해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국유자산의 가치를 유지․증대시키는 것을 의
미한다. 국가개발투자공사의 사업범위는 전력, 석탄, 항만, 항공, 화학비료 등
기초산업과 자원산업 및 하이테크 산업, 금융, 자산관리, 컨설팅 등 금융서비
스업, 국유자산 경영 등을 들 수 있다.
中央匯金投資有限責任公司는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 2003년에 설립된 국유

28) 3급 회사란 모기업인 국유기업이 출자하여 설립한 국유독자기업 또는 국유지분 우위기업(2급 회사)이 다시 출
자하여 설립한 국유독자기업 또는 국유지분 우위기업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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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회사로 현재 중국 최대의 금융투자회사로 임의적인 상업적 경영활동은
하지 않으며, 자사가 지배권을 가진 국유중점 금융기업의 일상적 경영활동에
도 관여하지 않고 있다. 국무원에서 부여한 권한에 따라 국가를 대표하여 국
유상업은행 등 중점 금융기업에 대한 출자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행하며
국유중점 금융기업에 대한 지분투자를 통해 국유금융자산의 가치유지․증대
를 실현하고 있다. 주요 투자사례로는 CDB(중국국가개발은행), ICBC, BOC,
CCB, China Reinsurance Group(中國再保險集團), China Jianyin Investment
Securities(中國建銀投資), Shenyin & Wanguo Securities(申銀萬國證券), Guotai
Junan Securities(國泰君安證券股份有限公司) 등 주요 금융기관의 지배권을 보유
하고 있거나 지분 참여 중이다.

라) 지방 국유자산 경영회사
지방 국유자산 경영회사로는 상해국유자산경영유한공사(上海國有資産經營
有限公司, Shanghai State- owned Assets Operation), 북경시국유자산경영
유한책임공사(北京市國有資産經營有限責任公司, Beijing State- Owned Assets
Management), 선양공업국유자산경영유한공사(沈陽工業國有資産經營有限公司)
등을 들 수 있다.
상해국유자산경영유한공사는 1999년 상하이시 정부의 비준을 받아 설립된
국유독자기업이다. 운영위원회를 통해 회사업무를 관리․감독하며 상하이시
정부 비서장이 운영위원회 의장을 겸임하고 상하이시 국자위, 재정국, 발전
개혁위원회, 경제정보화위원회, 금융서비스판공실 등의 임원과 상해국유자산
경영유한공사 총재가 위원직을 맡고 있다. 상하이 국유자산처분 유한공사,
상하이 궈신 투자개발유한공사, 상하이 궈즈즈예 개발유한공사, 상하이 다성
자산경영 유한공사, 홍콩 딩퉁 투자유한공사 등 5개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
다. 이 공사의 업무는 자산운영을 통한 국유자산 매매, 국유자산 및 국유기
업 구조조정, 재산권 중개, 부동산 중개, 위탁자산 관리, 은행과 기업의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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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관리, 처분 서비스를 제공 등이며, 정부의 위탁을 받아 상하이시 국유기
업의 부실자산 상각 과정에서 관련 자산을 처분하고, 또한 이 과정에서 최대
한 자산을 회수하여 국유자산을 보전하며 상하이시 정부의 지시에 따라 상
하이시 대기업의 소유제 개혁 및 주요사업 투자에 참여, 자본운용 수요에 따
라 하이테크 산업 육성 프로젝트와 상장기업에 투자하고 있다.
북경시국유자산경영유한책임공사는 1992년 베이징 시정부의 비준을 받아
설립되었으며 2001년 북경시 해외 투․융자 관리센터와 합병됨. 전문적으로
자본운용을 하는 대형 국유독자회사로 베이징시의 주요 국유자산 경영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이 공사는 금융서비스업, 하이테크 및 첨단 제조업, 자동차,
IC, 의약, 장비제조, 산업단지 등 베이징 중점산업의 국유기업에 투자하고,
도시 공공사업과 사회사업에 투자하고 있다.
선양공업국유자산경영유한공사는 2002년 선양시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의 비준을 받아 설립된 5대 국유자산경영회사 중 하나이다. 이 공사는 상장
기업의 국유지분 관리, 소유제 개혁(기업화)을 완료한 기업의 국유지분 관리,
국유 재산권 양도 관리, 국유 재산권 운용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기계, 금
속, 의약, 화학, 자동차, 경공업, 방직, 건자재, 석탄, 컴퓨터 등 10대 업종에
투자하고 있다.

3) 국유기업
국유기업은 중앙국유기업(중앙정부에서 관리감독하는 국유기업)과 지방국
유기업(지방정부에서 관리감독하는 국유기업)으로 분류된다.

가) 중앙국유기업
중앙국유기업은 첫째, 국무원 국자위에서 관리 감독하는 기업으로 방위산
업, 통신, 전력, 수도 등의 공공재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기업, 석유, 천연가
스, 광산물 등 자연독점 품목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기업, 건설, 무역 등 시장

86│ 한․중․일 공기업 개혁정책의 변천과 성과

경쟁형 품목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기업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중국 은행감
독위원회․보험감독위원회․증권감독위원회에서 관리하는 기업으로 4대 상업
은행(중국은행, 중국건설은행, 중국공상은행, 중국농업은행), 4대 상업보험회
사(중국太平보험집단공사, 중국人壽보험집단공사, 중국人保지분공사. 중국재
보험집단공사) 등이다. 셋째, 담배, 금, 철도, 항만, 방송, 문화, 출판업종의
기업으로 국무원 기타 부처 또는 사회단체에서 관리하는 기업을 포함한다.
중앙국유기업의 수는 국무원 국자위에서 관리 감독하는 기업을 가리키는
데,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국자위의 관리감독 대상범위는 비교적 좁은 편
이다. 2003년 국자위 설립 초기, 국자위에서 관리하는 중앙국유기업 수는
196개이었다. 이후 국자위는 지도의견을 발표하여 국유자본을 주요업종과 핵
심 분야에 집중시키고, 2010년까지 중앙국유기업 수도 80∼100개 수준으로
감소시키기로 하였으나 2010년 10월 현재 중앙국유기업 수는 123개29)에 달
한다.
지난 2007년부터 국진민퇴(國進民退) 현상이 강화되면서 중앙국유기업이
지방국유기업의 구조조정에 개입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中鋼集團
(Sinosteel)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지방국유기업 7개에 대한 인수
및 구조조정을 진행하였는데, 이러한 ‘Sinosteel 모델’을 기타 중앙국유기업
들이 벤치마킹하였다. 그리고 성, 시급 국유기업들이 중앙국유기업에 매각되
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국유경제의 전략적 조정과정에서 중앙국유기업의 중요
성이 더욱 커졌다.
국유자산을 운영해 얻은 이윤을 공공서비스 부문에 투자하기 위해 중앙국
유기업이 정부에 이익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이 점차 일반화되고 있다. 2007
년 12월 재정부와 국자위는 ｢중앙기업 국유자본수익 수취 관리 잠행방법(中
央企業國有資本收益收取管理暫行辦法)｣을 공동 발표하고 담배, 석유화학, 전

29) 중앙국유기업 명단은 [부표 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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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통신, 석탄 등 5대 자원형 업종은 사업연도 순이익의 10%, 철강, 운송,
전자, 무역, 건설 등에 종사하는 기업은 사업연도 순이익의 5%, 방위산업체
나 기업화된 연구기관의 경우에는 3년간 지급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이다. 그
러나 사실상 중앙국유기업이 정부에 지급하는 이익 비율이 매우 낮아 공익
에 대한 기여도는 제한적30)이어서 국자위는 이윤지급 비율을 기존보다 5〜
10% 더 높이는 방안 외에도 방위산업체와 기업화된 연구기관의 이윤지급
면제기간 종료 이후 일정 비율의 이윤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나) 지방국유기업
지방국유기업은 다양한 업종, 광범위한 분포지역, 소재 지역에 따른 차이
를 보이고 있다. 산업분포가 매우 광범위하여, 국가통계국에서 통계 대상으
로 삼고 있는 20대 업종에 대해 지방국유기업들이 진출해 있다. 지역분포도
광범위하여 31개 성, 직할시, 자치구에 모두 지방국유기업이 포진하고 있다.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은 경제발전수준이나 지리적 조건에 있어 격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각 지역에 위치한 지방국유기업들의 특성과 각 지방 경제의 위
상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3-2]에서 보는 바와 마찬가지로 동부지역은
비교적 튼튼한 재정, 민간경제의 급속한 발전, 일정한 수준의 사회보장제도,
정리해고 노동자의 높은 재취업 가능성 등으로 인해 개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서부지역은 부실한 재정, 낙후된 민간경제, 불완전한 사회보장제
도, 정리해고 노동자의 낮은 재취업 가능성으로 개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
된다.

30) 재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이윤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중앙국유기업들의 2009년 순이익 중 이윤지급으로 중앙
정부에 납부한 금액은 6%를 간신히 넘는 수준이다(건흥리서치 2010, p. 5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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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2. 지역별 국유기업 비교 ❚
지역
지리적 분포

동부지역
도시에 집중

서부지역
분산되어 있음

생산 형태

가공형

채굴, 초벌가공 등 자원형

부가가치

높음

낮음

산업
자본 형성

경공업

중공업

기업 자체 축적 자본 위주

국가의 자원 및 자본투입 위주

현대화 기술, 신형 장비

전통 기술, 노후화된 장비

기업 특성

신설 기업

오래된 기업

기업 역할

경제발전으로 사회적 부담 적음

경제가 낙후되어 사회적 부담 많음

경영상태

양호하며, 높은 경쟁력 보유

적자, 경쟁력 미약

기술

자료: 건흥리서치(2010), p. 55를 참고하여 수정함.

라. 국유기업의 경영실적
2000년 이전까지 경제는 빠른 속도로 발전한 반면에 국유기업은 여러 차
례의 개혁을 거쳤으나 효과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유기업의 개혁을
진행하면서 시장경쟁을 활성화하였으나 2000년까지 국유기업의 실적은 여전
히 부진한 상태였다. 도급제31)를 공업과 서비스업에 도입하고 국유기업에
대한 정부 개입을 약화하며 해고를 통해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노력
하였다. 하지만 재산소유권이 불명확한 국유기업에게 시장경쟁 활성화를 기
대한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었다.
2000년 이후 중국정부가 취한 조치로는 경영실적이 나쁜 대부분의 국유기
업에 대해서 매각처리하고, 경쟁력 있는 분야의 국유기업은 경영자매수
(MBO)32)와 기타 방식을 통해 민영기업으로 전환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우

31) 모든 생산과 관련된 인력, 공장설비 등을 하도급 업체가 소유, 관리하는 제도
32) Management buyout, 기업을 매각할 때 그 기업의 경영진이 기업의 전부 또는 일부 사업부를 인수해 신설법
인으로 독립하는 기업 구조조정 방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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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한 국유기업들이 저가로 매각되고 직원들이 해고되면서 국유자산이 대량
유실되고 부패가 양산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2004년 이후 경영실적이 양호한 중대형 국유기업에
대해서 민영화를 중지하였다. 중국정부는 국유자산 유실을 피하고 국유기업
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줄이는 동시에 현대적 기업제도를 구축
해 국유기업을 재건하고자 노력하였다.
금융위기를 전후하여 정부의 산업, 재정, 대출 정책에 힘입어 대형 국유기
업은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국유기업은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국유기업은 규모, 대출, 자원 등의 우위를 통해 세력을 확
장하고, 경쟁과 합병을 통해 민영기업을 주요 산업에서 배척하였으며, 국유
기업의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였다.
2000년 이후 제조업 기업의 소유제 형태별로 경영지표를 살펴보면 [표 3-2]
와 마찬가지로 광의의 국유기업(State-owned and State-holding Industrial
Enterprises)은 2000년 53,489개에서 60%가 줄어들어 8년 후인 2008년에
는 21,313개에 불과하다. 한편 (협의의) 민영기업은 2000년 22,128개에서
11배 이상 증가한 245,850개에 이르렀다. 이상과 같은 추세를 반영하여 중
국의 전체 기업 수는 2000년 16만여 개에서 2008년에 2.6배 이상 증가한
42만 6천 개에 달하였다.
자산총액은 [부표 2]에 수록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유기업의 경우
2000년 8.4조 위안에서 2008년 18.9조 위안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민
영기업은 3,874억 위안에서 무려 20배가량 증가한 7조 6천억 위안에 이르렀
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중국 제조업 부문의 자산 총액이 2000년 12.6조 위
안에서 2008년에 43조 위안으로 3.4배 이상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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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2. 제조업 소유제 형태별 자산당 이윤 비율 ❚
(단위: %)

주: 기업은 모든 국유기업+규모 이상 비국유기업만 포함. 규모 이상 비국유기업은 연 매출액 500만 위안
이상 기업을 규정함.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사이트, http://www.stats.gov.cn; 中國統計年鑒 , 각 연도,
http://www.stats.gov.cn/tjsj/ndsj/2009/indexch.htm.

❚ 그림 3-3. 제조업 소유제 형태별 자본당 이윤 비율 ❚
(단위: %)

주: 기업은 모든 국유기업+규모 이상 비국유기업만 포함. 규모 이상 비국유기업은 연 매출액 500만 위안
이상 기업을 규정함.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사이트, http://www.stats.gov.cn; 中國統計年鑒 , 각 연도,
http://www.stats.gov.cn/tjsj/ndsj/2009/indexch.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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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4. 제조업 소유제 형태별 자본당 부가가치 비율 ❚
(단위: %)

주: 기업은 모든 국유기업+규모 이상 비국유기업만 포함. 규모 이상 비국유기업은 연 매출액 500만 위안
이상 기업을 규정함.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사이트, http://www.stats.gov.cn; 中國統計年鑒 , 각 연도,
http://www.stats.gov.cn/tjsj/ndsj/2009/indexch.htm.

부가가치, 매출, 이윤 등도 국유기업보다는 민영기업의 증가 폭이 큰 것으
로 나타났다(그림 3-2, 그림 3-3, 그림 3-4 참고). 특히 국유기업의 부가가치
는 2000년(1.4조 위안)과 비교하여 2007년(4조 위안)에 2.9배 증가하였고,
매출은 3.5배(4.2조 위안 → 14.8조 위안), 이윤은 3.8배(2.4천억 위안 →
9.1천억 위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민영기업 부가가치가 20.0배
(1.3천억 위안 → 2.6조 위안), 매출은 27.4배(4.8천억 위안 → 13조 위안),
이윤은 190억 위안에서 8.3천억 위안으로 무려 43.7배 증가하였다. 전체 기
업의 경우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의 추세를 반영하여 부가가치는 4.6배(2.5조
위안 → 11.7조 위안), 매출은 5.9배(5.4조 위안 → 50.0조 위안), 이윤은
7.0배(4.4천억 위안 → 3.1조 위안) 증가하였다.
자본이나 자산 1위안당 이윤을 살펴보면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의 효율성을
비교할 수 있다. 민영기업의 자산 1위안당 이윤은 2000년 4.9%에서 2007
년 2배 상승한 9.5%에 이르렀다가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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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로 지속적인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유기업은 2000년에
2.9%에서 2007년 6.8%까지 2.3배 이상으로 상승하지만 2008년 위기에 봉
착하여 4.8%로 줄어들게 된다. 즉, 국유기업은 위기에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본에 대한 이윤 비율을 살펴보면 자산과 유사한 추이를 보여서
민영기업의 경우 2000년 11.4%에서 2007년 2배인 22.8%, 2008년에도 상
승한 25.1%를 시현하였다. 국유기업은 7.3%(2000년)에서 15.7%(2007년)로
2배 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나 2008년 11.7%로 큰 폭으로 줄어들었
다. 자본당 부가가치 비율을 나타낸 [그림 3-4]에 의하면 2000년 이래로 국
유기업이나 민영기업이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국유기업은 2000년
42%에서 2008년 16.1% 상승한 58.1% 도달하였다. 그러나 민영기업은
2000년 79.0%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5년에 100%를 초과하고 2008년
118.9%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으로 미루어 국유기업의 효율성이 상승함에
도 불구하고 민영기업과의 격차는 꾸준히 유지되거나 오히려 격차가 더 확
대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국유기업의 부채는 모든 나라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2000년 이후 부채가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유기업의 부채는 2000년
에 5.1조 위안에서 2배 이상 증가한 11.1조 위안에 이르렀고, 민영기업의 부
채는 2209억 위안에서 19.4배 증가한 4.3조 위안에 달하였다. 중국 제조업
전체기업의 부채는 2000년에 7.7조 위안에서 2008년 24.9조 위안으로 3.2
배 이상 증가하였다. 종업원 수는 국유기업의 경우 2000년 약 3천만 명에서
2008년 1,794만 명으로 줄어든 반면에 민영기업은 346만 명에서 2,872만
명으로 8.3배 이상 증가하였다. 한편 중국 제조업에 취업한 노동자는 2000
년 5,559만 명에서 8,838만 명으로 1.6배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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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유기업 개혁 정책의 변천과 개혁패턴
중국 국유기업 정책의 변천은 국유기업 개혁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국유기
업의 개혁은 중국 경제체제 개혁의 핵심이다. 사실 오래 전부터 중국은 국유
기업에 대한 국가의 간섭이 과도하며 이로 인해 많은 문제가 야기됐음을 인
식하고 있었다.
1956년 마오쩌둥(毛泽东)은 그의 저서 ‘10대 관계론(論十大關係)’에서 “공
장에 일말의 권력과 자율권도 주지 않고 모든 것을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
집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1960년대 쑨예팡(孫冶方) 역
시 자금 가치량을 기준으로 대권(大權)과 소권(小權)을 나눈 후 “재생산 범
위를 확대하는 것은 국가의 대권으로 국가가 엄격히 관리해야 하지만 단순
히 재생산의 범위에 속하는 일은 기업 소관인 소권의 문제로 국가가 너무
많이 간섭해서는 안 된다”33)고 했다. 1978년, 당의 11기 3중전회 공보도
“현재 중국 경제관리체재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과도한 권력 집중이다. 국가의
일관된 지도하에 권력을 분산시켜 지방과 농공업 기업에게 더 많은 경영권과
관리 주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시 이러한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중국 국유기업은 기업의 자주권 확대를 시작으로 양권분리, 현대적 기업제도
구축, 국유기업 자산관리체재 개혁 등의 변화를 추진해 나갔다.

가. 국유기업 개혁과정
중국 국유기업의 개혁과정은 1978년 개방 이래로 다음과 같이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33) 쑨예팡, 關於全民所有制經濟內部的財政體制問題(전 국민 소유제 경제 내부의 재정 메커니즘 관한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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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단계: 기업 자주권 부여 및 확대(1978∼84년)
1978년 10월, 쓰촨시가 닝장(寧江)공작기계 공장 등 6개 기업을 자주권
확대 시범 기업으로 지정하면서 국유기업 개혁이 시작되었다. 11기 3중전회
이후인 1979년 5월, 국가계획위원회(国家计划委员会)를 비롯한 6개 기관은
베이징, 톈진, 상하이에서 수도철강공사(首都鋼鐵公司) 등 8개의 기업을 기업
자주권 확대 시범 기업으로 선정했다.
1979년 9월, 국무원은 국영공업기업의 경영 자주권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후, 이윤을 공제하여 적립하고(利潤留成)34) 고정자산세를 징수하기 시작
하는 한편 감가상각률을 높이고 감가상각비 사용 방법을 개선했다. 또한 ‘국
영공업기업 유동자산 전액대부 실행에 관한 규정(關於國營工業企業實行流動資
產全額信貸的規定)’35) 등 5개 규정을 실시했고 지방정부에게 일괄된 기준으
로 시범 기업을 선정하도록 했다. 그 결과 1979년 말, 시범 기업은 4,200개
까지 늘어났으며 1980년에는 전국 예산 내 기업의 16%, 생산액의 60%, 이
윤의 70%를 차지하는 6,000개까지 확대되었다. 1981~82년 공업과 교통 운
수업 기업에 적용한 ‘경제책임제(經濟責任制)’36)와 1983년과 1984년 시범
운행된 ‘이개세 제도(利改稅制度)’37) 역시 모두 기업의 자주권을 확대하기 위
해 시행한 조치였다.

34) 이윤유성(利潤留成)은 국영 기업이 획득한 이윤을 재투자․공공사업․임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규정된
조건과 비율에 따라 공제하여 기업에 남겨 두는 것을 가리킴.
35) http://www.reportnet.co.kr/knowledge/pop_preview.html?dn=2087359&subj=IMHfsbmxucCvseK + 97Czx/U.
36) 경제책임제(經濟責任制)는 사회주의 경제생활에서 국가, 집단, 개인의 경제적 효과성을 높일 목적으로 책임,
권한, 이익의 3자를 결합한 중국 경영관리의 한 형태로서 경영자의 승진 또는 소득수준을 기업의 경영목표
완성도와 링크시키는 제도이다. 경제책임제는 사람들 사이의 사회주의적 협조관례를 구현하고 있으며 통제적
성격도 띠고 있는 새로운 형의 경제관리제도이다. 경제책임제에는 국가와 기업소 사이의 경제책임제, 기업소
상호간의 경제책임제, 그리고 기업소 내부의 경제책임제가 있다. 국가와 기업소 사이에는 국가의 통일적인 계
획의 요구와 정책,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국가와 기업소의 경제적 책임을 확정하고 있다.
37) 이개세제도(利改稅制度)는 종래의 국유기업이 원래 국가에 상납하던 이윤을 납세로 전환한 제도로서 국유기업
이 종전에는 자사의 이익금을 중앙 또는 지방정부에 납부하는데 이 제도 도입 후에는 이익금을 세금으로 납
부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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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중국 국유기업 개혁의 역사는 1950년대 말에 시작되었다. 그러나 당
시의 개혁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을 나누는 수준에 불과했고 1978년
에 와서야 국가와 기업 관계 개혁에 중심을 두고 기업과 직원의 적극성 및
주체성을 자극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하지만 기업의 자주권 확대를 위
한 당시의 개혁 역시 계획경제 체제 하에서 이뤄진 것이었고 많은 학자들이
주장한 국유기업의 자주경영과 스스로 손익에 책임을 지는 시스템을 구축하
기에는 역부족이었다.

2) 2단계: 양권분리 실행(1985∼92년)
1984년 10월 공산당 12기 3중전회에서 통과된 ‘경제체제 개혁에 관한 결
정(關於經濟體制改革的決定)’(이하 ‘결정’)은 사회주의 경제는 공유제를 기반
으로 한 계획적 상품경제체제임을 밝히며 기업을 자주 경영하며 손익에 책
임을 지는 상품의 생산자이자 경영자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밝혔다. 또한 ‘결
정’은 “과거 기업에 대한 국가의 간섭이 과도했던 이유는 전국민 소유제(全
民所有)38)를 국가기구가 기업을 직접 경영하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혼동했
기 때문이다. 마르크스주의의 이론과 사회주의 실천에 따르면 소유권과 경영
권은 분리가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로써 중국의 국유기업개혁은 양권분리
의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다양한 형태의 도급경영책임제(經營承包責任制’39)를
통해 이를 진행시켜 나갔다. 도급경영책임제의 기본 특징은 수익목표 설정
(包死基數), 일정수익 국가환수(確保上交), 초과수익 기업 소유(超收多留), 결
손수익 자체충당(欠收自補) 등이다. 특히 중국 최초로 1986년 7월에 랴오닝
(遼寧)성 정부는 선양(沈陽)시 폭발방지장치공장(沈陽市防爆機械廠)을 파산

38) 전민소유(全民所有)는 전 국민 소유 혹은 사회주의적 소유(社會主義的所有)로서, 사회주의 소유제의 기본 형
식인 생산의 결과를 전체 국민이 소유하는 제도임.
39) 도급경영책임제(經營承包責任制)는 도급경영책임제 혹은 계약경영책임제로서 사회주의적 소유 기업 경제 체
제 개혁 중에서 채택한 생산 경영 책임제 형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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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였다.
1987년 말 기준 예산 내 기업 중 78%가 도급경영을 하게 되었으며 중․
대형 기업도 80%에 이르렀다. 1988년 2월 국무원은 ‘전국민소유제 공업기
업 도급경영책임제에 대한 잠정 조례’(全民所有制工業企業承包經營責任制暫
行條例)를 발표했고 1990년 1차 도급이 만료되는 공업기업은 전체 도급기업
의 90%에 달하는 3만 3천 개였다. 1차 도급기간이 만료된 후 곧바로 제2차
도급기가 시작되었다. 양권분리를 위한 개혁에 힘입어 기업의 적극성과 주체
성은 상당히 향상되었다. 그러나 도급경영책임제 역시 기업이 국가에 예속된
형태여서 철저히 기업과 정부의 분리하지 못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양권분리 이론은 국유기업의 경영권만 인정할 뿐 소유권은 국가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법인으로서 기업이 마땅히 가져야 할 재산권을 인
정하지 않는다. 이에 국유기업은 진정한 의미의 자주경영과 (손익에 대한)
책임을 실현하지 못했고, 기업 구조와 산업 구조의 정형화 등 여러 문제점을
가져왔다.
개혁 2단계 이뤄진 양권분리 개혁으로 인해 기존의 국유기업 제도는 다음
과 같은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첫째, 기업은 어느 정도 경영 자주권을 갖
게 되었다. 둘째, (국가에 상납하지 않고) 기업이 소유하는 이윤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셋째, 많은 기업이 공장장 책임제를 채택했다. 넷째, 정부와 기
업이 분리되기 시작됐다. 기업의 경영 및 정보관리, 경영관리시스템이 개혁
되었고 시장의식과 이윤의식, 경영의식이 강화되었다. 이 밖에도 직원들의
수입(收入)에 대한 의식이 강화되었고 관리자층도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러
한 변화들은 모두 기업이 상품의 생산자에서 경영자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
음을 증명한다. 그러나 당시에는 양권분리 이론에 따라 기업에 경영권만을
주었을 뿐 법인 자산권은 부여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양권분리 이론이 기존의 양권통합보다 진일보한 이론이자 향후
나아갈 방향임은 분명하지만 기업의 경영 자주권과 독립 채산을 실현하기

97

제3장 중국의 공기업 개혁정책의 변천과 성과 │

위해서는 최소 다음의 세 가지 측면을 발전시켜야 한다. 첫째, 반드시 정부
의 행정 관리권과 국가 소유권을 분리해야 한다. 둘째, 국가의 소유권을 분
리하여 최종소유권40)은 국가가, 법인 자산권은 기업이 가져야 한다. 셋째,
기업 내부적으로도 소유권과 경영권 분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3) 3단계: 현대기업제도 수립(1993∼2002년)
1992년 10월, 공산당 14차 전국대표회의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재 건설
을 중국 경제체제 개혁의 목표로 설정했다. 1993년 11월 14기 3중전회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건설을 위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결정(關於建立社
會主義市場經濟體制若幹問題的決定)’을 발표하며 재산권 분배를 명확히 하고,
권한과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며, 정부와 기업을 분리하고, 과학적으로 관리
되는 국유기업의 현대기업제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은 국가를
포함한 모든 출자자의 투자로 생겨난 법인 재산권을 소유하게 되며 재산권을
소유한 기업은 법에 따라 자주경영하며 모든 손익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
정했다. 이는 양권분리를 위한 노력의 연장선상에 있는 조치들이다. 1994년
국무원은 현대기업제도 건립을 위해 시범 기업 100곳을 선정하였으며 각 성
시(省市)와 자치구에도 시범 기업을 지정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누적된 고
질적 문제로 인해 많은 국유기업은 어려움을 겪었고 그 결과 전체 국유기업
의 1/3이 적자를, 1/3이 잠재 손실을 기록했다. 이윤을 낸 기업은 1/3밖에
되지 않았다. 1997년 당 중앙은 현대적 기업제도 구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향후 3년간 어려움에 빠진 국유기업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그 결과
적자를 기록하던 국유기업 수가 2000년 말에는 6,599개에서 4,391개로 줄어

40) 최종소유권은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에서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주권과 유사하다. 주주들은 소유권(주주권)
은 갖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회사 자산을 운용하지 않는다. 회사 자산은 법인 자격을 가진 회사가 직접 관리
하며, 주식회사의 주주가 손익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는 것처럼 국유기업의 손익에 대한 책임 역시 최종 소
유권자인 국가가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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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었다.
시범 기업을 관찰한 결과, 중국정부는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현대기업제도
를 건립할 수 없고 전반적인 국가 경제 수준이 제고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1999년 9월, 당의 14기 5중전회는 “국내경제 발전에 힘쓰는 한편
보유자산의 이동과 재분배를 통해 국유기업을 전략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개
편은 시장과 산업 정책에 부합해야 하며 주요사업은 장려하고(搞好大的) 그
외 사업들에 대해서는 상황에 맞게 적당한 조치를 취해야한다(放活小的)는
것으로 구성된다.41) 또한 국유자산 분배구조의 고도화와 기업구조 및 투자
구조의 고도화를 결합하여 우수 기업은 지원하고 낙후 사업은 도태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당의 15차 대표회의 보고서는 이에 대한 더 명확한 언급을
했는데 15기 4중전회는 ‘국유기업 개혁과 발전 관련 몇 가지 중대 문제에
대한 결정(關於國有企業改革和發展的若幹重大問題的決定)’을 통해 “전략적으
로 국유기업의 배치와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의 15차 대표회의 및 15기 1중전회는 기본적으로 1990년대 말까지 주
요 기업의 현대화 제도 건설을 끝마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한 노력의 일환
으로 국무원과 지방 정부는 2,700개의 현대기업제도 구축 시범 기업을 선정
하였고, 이 중 대부분의 기업들이 예정된 시간 내에 개혁을 마치고 주주제로
전환했다. 2000년 말 중국은 공유제를 주축으로 다양한 형식의 소유제 경제
가 함께 발전하는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구축하였다. 그 후 2년간 중국
은 국유기업 개혁에 박차를 가해 지속적으로 사회주의 시장체제를 정비해나
갔다.

41)

好大的은 국가의 힘을 일부 국민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산업과 대기업 발전에 집중 투자한다는
것이다. 국가의 각종 지원을 통해 이 기업들이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국내 다른 산업 성장을 이끌
수 있게 한다는 논리이다.
放活小的은 소형 기업들을 상황에 따라 개편, 합병, 임대, 도급경영, 매각 등 방식으로 개혁하는 것이다. 일부
시장이 형성 되어 있지 않고 부채가 많으며 발전 전망이 좋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파산, 합병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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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기업에 대한 국가 소유권을 최종 소유권과 법인 자산권으로 구분한
이후부터, 기업에게 위임된 국유재산은 다른 국가재산과 철저히 분리되어 관
리되었고 손익에 대한 책임 역시 법인인 기업이 부담하게 되었다. 국가가 최
종 책임을 지는 것도 주주가 제한된 책임을 지는 것처럼 일부 특정 자산에
만 지는 것이지 전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었다. 개혁 3단계 기간에 열린
14기 3중전회(1993. 11), 14기 5중전회(1995. 9), 15차 대표회의(1997. 9),
15기 4중전회(1999. 9)를 통해 대부분 해결되었으며 현대기업제도를 구축하
면서부터 후술하는 법인소유권 기업모형도 실현되었다.

4) 4단계: 국유자산 관리체제 개혁(2003년~현재)
이 단계에서도 중국은 계속해서 현대기업제도 구축을 위한 각종 조치를
취했는데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국유자산 관리체제를 개혁한 것이다.
개혁 전 중국의 국유자산 관리 체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첫째, 정부와 기업(政企不分), 정부와 자산(政資不分) 간의 관계가 너무 밀
접했다. 정부부처는 사회, 경제의 관리자와 국유자산 소유자의 역할을 동시
에 수행했으며, 국유자산의 관리자이자 감독관, 경영자이기도 하였다. 이처럼
정부의 역할 수행에 혼선이 빚어진 상황에선 공평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어려웠다.
둘째, 관리자가 너무 많아 재산권에 대한 책임 주체가 불명확했고, 그 결
과 기업의 업무 처리 절차가 복잡해지고 효율성이 떨어졌다. 이런 환경 속에
선 국유자산관리에 대한 문책 제도를 마련하기 어려웠고 이는 국유자산의
대량 유실로 이어졌다.
셋째, 중앙과 지방의 역할, 권리 및 책임 소재가 불명확했다. 2002년 11
월, 당의 16차 대표회의는 국유자산 제도 개혁을 강화하기로 결의하며 국가
소유라는 전제하에 중앙과 지방 정부의 적극성을 최대한 발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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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법률을 제정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국가를 대표하여 출자인의
임무를 수행하고 소유권자의 권익을 누리도록 했다. 특히 국민 경제의 명운
과 국가 안보가 달린 대형 국유기업 및 기초 인프라와 주요 천연자원 등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국가를 대신해 출자인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으며 중
앙정부와 성시의 지방정부는 국유자산 관리 기구를 설립해야 했다.
2003년 10월, 16기 3중전회는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정비 관련 몇 가
지 문제에 대한 결정’(關於完善社會主義市場經濟體制若幹問題的決定)을 통해
△ 건전한 국유자산 관리 감독 체제 건설 △ 국가의 공공관리 임무와 (국유
자산에 대한) 출자인으로서의 임무 분리 △ 국유자산 관리기구는 권한 위임
을 받은 국유자산에 대해 법에 따라 출자인 역할 수행 △ 소유권자의 권익
보호 △ 시장 주체로서 기업이 누릴 수 있는 법적 권리 수호 △ 기업의 국
유재산 증식 장려 △ 국유자산 유실 방지 △ 국유자산 경영 예산제도와 경
영 실적 평가 체계 구축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결정했다. 2003년 3월에는
국무원을 대신해 국유자산 출자인 역할을 할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国务院国有资产监督管理委员会, 전술한 국무원 국자위)가 특설되었으며
2004년 6월에는 각 성도 이에 상응하는 기구가 설립되었다. 2007년 말 기
준, 전국 시(市)급 국유자산 관리기구 설립 사업이 대부분 완성되었으며 국
유자산 관리감독의 조직 체계도 기본 윤곽을 형성했다. 국무원 국자위는 ‘기
업의 국유자산 관리감독에 관한 잠정 조례’(企業國有資產監督管理暫行條例)
에 근거해 기업개편, 재산권 양도, 자산평가, 실적평가, 재무감독 등 16개 규
정과 규범적 문서 40 여개를 제정했다. 전국 내 국유자산 관리기구도 이러
한 노력에 발 맞춰 1,000개가량의 자체 법규 및 규정을 내놓았으며 국유자
산 관리 감독에 대한 법률적 체계도 자리를 잡았다. 몇 년간의 노력의 결실
로 기업의 국유자산 소유권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었고, 출자인이 국유자
산을 관리 감독하는 체계가 형성되었다. 이 밖에도 국유기업 개편과 재산권
양도 제도가 규범화 되었으며 국유경제의 구조가 개선되고 특히 중앙기업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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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혁이 눈에 띄게 진전되었다.

나. 국유기업 개혁패턴
중국 국유기업은 단순한 상품의 생산자로부터 생산자이자 경영자로 탄생
하는 과정을 다섯 가지 패턴43)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다섯 가지 패
턴은 첫째, 현물 공급제(供給制)44) 기업패턴, 둘째, 경제 채산제(經濟核算制)
기업패턴, 셋째, 간단한 재생산 자주권을 가진 기업패턴, 넷째, 경영권을 가
진 기업패턴, 다섯째, 법인 소유권을 가진 기업패턴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 현물공급제(供給制) 기업패턴은 마르크시즘 학파에서 구상했던 패
턴으로 전체 사회를 커다란 공장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 패턴에 따르면 기업
은 하나의 생산 현장이며, 상품을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분배하는 현물 공급
제를 택하고 있다. 이 패턴은 러시아 전쟁, 공산주의 시기에 사용되었으며
중국 혁명 초기에 채택되었다. 기업의 독립성 측면에서 현물공급제는 정부기
관에 예속된 독립성이 없는 존재이다. 경영 자주권 측면에서 본다면 현물공
급제에서 기업은 경영 자주권이 전혀 없다. 영업 손익에 대한 책임제도 측면
에서 볼 때, 기업은 손익에 대한 아무런 책임이 없으며 책임질 능력도 없다.
자산 소유권 측면에서 본다면 현물공급제 패턴부터 경영권 소유 기업패턴까
지 모든 자산이 국가에 귀속되어 있던 이유로 기업은 자산 소유권이 전혀
없었으며, 현물공급제 기업은 자산 사용(운용)에 상당한 제약을 받았다.
두 번째 경제채산제(經濟核算制) 기업패턴은 스탈린의 지도하에 편찬된 소
련 정치경제학 교과서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는 패턴으로 기업의 소유권뿐

42) 국유기업 중 부급(部級) 이상의 부처가 투자한 기업을 따로 중앙기업이라 일컬음.
43) 1988년 저술한 조우쑤리엔(周叔蓮)의 중국 국유기업 모식변화(我
有企 模式的演 ) 에서 소개하였으나
원래 논문은 중국사회과학원 석사생학보(中國社會科學院 究生院學報)에 1981년 게재됨.
44) 건립 초기에 대체적으로 비슷한 표준에 따라 직접 생활 물자를 제공하던 분배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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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경영권도 국가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는 경제 채산제이다. 이러한 기
업패턴은 소련, 중국을 포함한 일부 사회주의 국가가 개혁 전에 사용했었던
기업 패턴이다. 기업 독립성 측면에서 경제채산제는 현물공급제와 비교하여
기업의 독립성은 점차 강화되고, 기업 경영 자주권을 조금씩 갖게 되었다. 경
제 채산제 기업패턴에서 기업은 손익에 대한 회계 처리는 하였지만 국가가 수
입과 지출을 통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책임은 지지 않는다. 즉, 독립적인
이윤이 없으므로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다. 모든 자산이 국가에
귀속되었으나 자산 사용이 가능했다. 국유기업에 대한 개혁개방이 시작되기 전
인 1978년에도 국유기업은 경제채산제 기업패턴 형태를 지니고 있었다.
세 번째는 간단한 재생산 자주권 기업패턴으로 쑨예팡(孫冶方)이 1960년
대에 제시한 패턴으로 ‘자금 가치량의 단순한 재생산’과 ‘재생산 범위의 확
대’를 기업과 국가의 직무를 나누는 기준으로 보고 있으며 기업은 자금 가치
량의 단순 재생산에 대한 자주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기업 독립성 측면
에서 이 패턴은 기업의 독립성은 점차적으로 강화된다. 그리고 경영 자주권
측면에서 간단한 재생산의 자주권을 갖게 되었으나 경영권은 없었다. 영업 손
익에 대한 책임제도 측면에서나 자산소유에서 재생산자주권 기업패턴은 경제
채산제와 비교하여 특별한 변화는 없었다. 국유기업 1단계 개혁(1978∼84년)
은 경제채산제 기업패턴에서 재생산 자주권 기업패턴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네 번째 경영권 소유 기업패턴은 ‘경제체제개혁에 관한 결정(关于经济体制
改革的决定)’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은 패턴으로 소유권과 경영권은 적정수준
분리될 수 있으며 국가가 경영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경영권
소유패턴의 경우 기업의 독립성 측면에서 정부와 기업의 직책이 분리되고
독립성도 비약적으로 향상되었지만 상대적인 독립성일 뿐 기업은 정부에 대
한 의존을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기업의 경영 자주권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경영권 소유 기업패턴에서 기업은 손익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을 지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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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기업이 경영권과 상대적으로 독립된 경제이윤을 갖게 되었기 때문
이지만 이때 역시 독립 채산은 불가능했다. 경영권 소유패턴부터 기업은 국
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산에 한해 사용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며 법에
따라 이를 처분할 수 있는 권리도 갖게 되었다. 경영권 소유 기업패턴부터
진정한 기업의 모습을 갖추기는 하지만 독립 채산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엄격
한 기준으로는 완벽한 생산자와 경영자라 할 수 없다. 2단계 국유기업 개혁
(1985∼92년)의 경우 재생산 자주권 기업패턴으로부터 경영권 소유 기업패
턴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섯 번째는 법인 소유권 기업패턴으로 기업이 경영권과 법인 재산권을
모두 소유하며 국가는 최종 소유권만을 보유한다고 생각하는 패턴이다. 기업
은 이 패턴에서 완벽한 독립성을 소유하게 된다. 기업의 경영자주권 측면에
서 법인 소유권 기업패턴은 완벽한 자주권을 갖게 되었다. 영업 손익에 대한
책임 측면에서 기업의 독립 채산이 실현되었다. 자산 소유권 측면에서 법인
소유권 기업 패턴에 이르러서야 기업은 국가가 권리를 부여한 자산에 대해
법인 자산권을 가졌으며, 국가가 최종 소유권만을 소유하고 있다. 법인 소유
권 기업패턴으로부터 기업은 진정한 생산 및 경영의 주체로 탄생하게 된다.
이러한 기업 패턴의 특성(기업의 독립성, 경영자주권, 영업손익 책임, 자산
소유권)을 비교하면 [표 3-3]과 같다.
❚ 표 3-3. 국유기업 개혁패턴 특성 ❚
패턴
현물
공급제
경제
채산제
재생산
자주권

시기
개혁
개방
이전
1단계
(1978~
84년)

기업의 독립성

경영자주권

정부기관에
예속, 독립성
없음

전혀 없음

독립성 강화

소폭 소유

독립성 강화

간단한 재생산
자주권 소유
경영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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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손익책임제도
국가-손익책임
기업-책임질 능력
미비
국가-손익책임
기업-회계계산
국가-손익책임
기업-회계계산

자산소유권
국가-자산소유
기업-자산운영제약
국가-자산소유
기업-자산운용가능
국가-자산소유
기업-자산운용
가능

❚ 표 3-3. 계속 ❚
패턴

시기

기업의 독립성

경영자주권

영업손익책임제도

자산소유권

경영권
소유

2단계
(1985~
92년)

정부 기업
직책분리
(상대적 독립성)
정부의존

경영자주권
태동

기업-일부 손익
책임, 독립
채산제 미도입

기업-위임받은
자산사용권,
처분권

법인
소유권

현재

완벽한 독립성

완벽한
경영자주권

독립채산제

국가-최종소유권
기업-법인자산권

자료: 周叔蓮(2009), ｢國有企業改革三十年的回顧與思考｣, 中外企業家 .

3. 국유기업 정책 현황 및 향후 과제
가. 국유기업 개혁의 경험과 교훈
중국의 개혁 과정에서 국유기업의 개혁은 모든 학자들의 관심을 끄는 문
제 중 하나이다. 국유기업의 개혁에서 얻은 경험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현대기업 제도 수립이라는 방향을 명확하게 확립해야 할 것이다. 국
유기업 개혁은 이미 제도 혁신을 위주로 하는 시대에 들어섰다. 현재 기업제
도의 전형적인 형태는 주식회사 형태의 회사 제도인데, 회사 주주제의 개혁
의 주된 관점은 법인 관리 제도를 완성해야 한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제
도적으로 완벽하게 주주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비해야 할 것이다.
둘째, 모든 국유기업을 조정하고자 노력하기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
유기업을 관리해야 할 것이다. 중국에는 20만여 개의 국유기업을 전부 관리
하기는 어려우므로 국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업이거나 국민 경제에
중요한 산업을 선택하여 관리해야 할 것이다. 모든 기관을 관리하려다가는
비효율적으로 될 가능성이 크다. 국유기업 관리가 나아가서는 국민경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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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므로 산업 선택에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이 중
요할 것이다.
셋째, 많은 논란이 되었던 국유자산관리 체제를 완성해야 할 것이다. 국유
자산관리 체계를 자산관리, 인적관리, 업무관리 등에 대해 통일된 법칙을 적
용함으로써 국유자산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일관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조대방소에 의거하여 대기업이나 선도기업인 중앙기업은 선택하고,
중소기업은 시장 자율에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 전국적으로 중앙기업을 지속
적으로 관리하여 지적재산권, 브랜드, 국제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양성하고,
세계 500대 기업에 진입시킬 수 있는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지방의 경우에는 성, 시, 자치구에서 탁월한 기업 10여 개를 선택하여 장려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독점산업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정부와 사회의 감독
이나 관찰을 강화해서 독점에 따른 피해를 극소화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개혁에 성공한 경우를 법제화하여 향후 개혁에 모범이 되도록 해
야 할 것이다. 특히 국유자산 감독을 강화하고, 거래규범이나 회사 경영상의
문제점 보완 등을 규범화하여 소개함으로써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제시할 수 있는 교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혁 초기에 중국정부는 경험이 없었으므로 법률을 제정하고 규범을
관리하는 데 미숙하여 국유기업 체제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국유자산이 유출
되는 형태가 나타났다. 이는 개혁과정에서 중국정부가 얻은 경험인 동시에
큰 대가를 치룬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독점산업에 대해선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독점기
업은 이미 얻은 이익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나아가서는 고착화하려고 하므
로 개혁의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진입 장벽을 쌓아서 경쟁을 차단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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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독점산업의 병폐 중 하나이므로 이러한 장벽을 제거하는 것도 중요한 과
제로 부각되고 있다.
셋째, 국유기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정리 해고된 노동자의 삶이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국유기업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많은 저생산성 노동자
를 정리 해고할 수밖에 없는데 이들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재취업을
할 수 없어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들을 보살피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국유기업과 형식적으
로는 분리되어 있다고 하지만 부적절한 유착관계가 유지된다면 국유기업의
개혁이나 생산성의 향상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정부는 국유기업이 활발
하게 생산하고 본연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국유기업 개혁의 한계 및 개선방안
중국은 현재 대형 국유기업의 경우에는 중앙정부 직속기업으로 확장 발전
시키는 국진민퇴정책을 실시하고 있고, 지방의 중소형 국유기업들은 퇴출시
키는 국퇴민진정책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실은
대형 국유기업은 크게 성장하였으나, 국유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
중은 크게 상승하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경영상태가 양호한
국유기업의 민영화는 완만한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대형 국유기업은 주로
해외 상장, 국유자산의 지배적 지위 유지라는 전제 하에 현대기업제도를 구
축하며 기업이 곤경에 빠지면 재정 자금을 투입해 구제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국유기업 개혁은 여러 측면에서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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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대적 기업제도 추진 미흡
일부 국유기업은 아직까지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이하 회사법)에 따라
회사제, 주식제로 전환하지 않았다. 형식적인 체제 개혁에 그친 기업도 있다.
2006년 말 기준, 159개의 중앙기업 모회사 중 불과 6개 기업만이 주주가
있었으며 나머지 153기업은 국유독자기업이었다. 그동안의 중앙기업 개혁은
대부분이 자회사의 개혁이었으므로 만약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주주
가 개편을 거부한다면 이미 체제개혁을 한 자회사도 현대적 기업제도에 따
라 일을 처리하기가 쉽지 않다. 법인 통치구조 상의 문제나 내부 통제력의
부족은 매우 보편적인 문제점이며, 회사법에 따라 등록한 대다수의 국유독자
기업도 이사회 멤버와 경영진의 관계가 밀접해 이사회의 결정권과 경영진의
집행권 간 경계가 모호해진 경우가 많았다. 즉, 회사법에 따라 회사를 등록
하고 총 경영자 책임제로 운영되는 국유독자기업과 마찬가지로 일인자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책임지는 상황이다. 최고 경영자가 투자결정, 인사, 재무
등 각 부분에서 많은 권력을 행사하고 심지어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
은 현대적 기업 제도가 추구하는 정책 결정권과 집행권의 분리, 집단 결정
시스템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에는 국무원 국자위 주도하에 이사회
의 독립성을 비롯하여 현대적 기업 체제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 불합리한 국유경제 배치 구조
여러 번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많은 영세 국유기업이 존재한다.
2006년 11만 9천 개의 국유기업과 9만 7천 개의 지방국유기업 중 소형 기
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87.4%와 89.5%에 달했다. 적자를 기록한 기업
도 많은데 2006년 말 기준, 영업 적자를 낸 기업은 국유기업의 42.1%에 해
당하는 5만여 곳으로 총 2,122억의 손실을 내 국유기업 이윤의 14.7%를 상
쇄했다. 일부 기업은 자금 운용 효율이 낮아 2006년 자산 순수익률과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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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이 1%도 되지 않은 기업도 5만 2천 곳에 달했다. 또한 마구잡이로 사
업을 확장하다가 채무 위기에 빠진 기업도 있었다. 2006년 말 자산 부채율이
80%가 넘는 기업은 전체 국유기업의 39.5%인 4만 7천 개였다. 그 중 2만
5천 개의 기업이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에 빠져 있었다. 중앙기업의
분포 면적도 넓어 총 95개의 국민경제 산업군 중 중앙 3급 이상 기업의 경
우 무려 90%에 달하는 86개의 산업군에 진출해 있다. 이에 베이징시는 ‘국
민경제산업분류(國民經濟行業分類)’에 따라 베이징시 국자위 감독하에 있는
모든 국유기업 및 정부출자기업은 20개 부문 중 17개 부분, 국민경제 95개
분류에서 76개 사업에만 진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중앙기업은 기업 수
가 너무 많고 규모가 영세하다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베이징시 2006년 재
무속보에 따르면 82개 감독 기업의 평균 자산은 103억 5천만 위안으로 그
중 자산이 10억 위안 이하인 기업은 26곳이며 심지어 순자산이 1억 위안
미만인 기업도 있다. 3급 이상의 기업에서 중대형 기업의 비율은 10%도 되
지 않는다. 또한 관리자가 너무 많고 자본 체인이 너무 길며 2, 3급 기업의
경우 전문성이 약하고 업무가 중복되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중국이 지속적
으로 추진하고 있는 ‘先소형, 後대형’ 원칙45)에 의거하여 국자위가 대대적인
국유경제 배치 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후술하는 신 36조를 공표하게 된다.

3) 험난한 독과점 기업 개혁
독점산업은 중국 국유경제 중 통제력이 가장 강한 영역이다. 독점산업의
기업들은 대부분이 국유기업이며 특히 모두가 국유중앙기업이다. 그러나 기
술이 발전하고 경제이론이 혁신됨에 따라 정부는 더 이상 전력, 철도, 민항,
통신, 우정, 천연가스 등 사업을 직접 관리하고 독과점을 용인할 필요가 없
어졌다.

45) 제5장 1절에서 ‘先소형 後대형’에 관해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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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대 이후, 중국은 이미 전력, 통신, 민항 등 분야를 대상으로 정부
와 기업, 정부와 자본 및 업무를 분리하는 노력을 지속했다. 또한 전력사업
은 전력망을 분리하고, 통신사업은 무선과 유선 통신 사업을 분리하고 중국
연통(中国联通, China Unicom)을 설립하는 등 경쟁 구도를 형성하기 위해
힘썼다. 이러한 중국정부의 노력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독점산업 개혁은 경제체재 개혁보다 더디게
진행되었다. 또한 지금의 개혁은 다소 기존 기업의 재편에만 치중되어 공정
한 시장 진입 환경 조성이나 새로운 기업 설립 등 상호경쟁이 있는 시장 구
조 형성은 제대로 이뤄내지 못했다. 재산권 개혁과 관리감독 개혁이 지체된
탓에 독점 기업이 독점 지위를 남용하는 것도 억제하지 못했다. 자연적 독점
과 행정적 독점이 뒤섞여 기술 발전과 혁신을 저해했고 높은 진입 비용 탓
에 외부 자본이 유입되지 못했다. 이는 필연적으로 자원 분배의 왜곡과 해당
사업의 낮은 효율이라는 부작용을 가져왔다. 현재 중국 사회에는 독점산업의
높은 비용, 낮은 서비스, 낮은 효율, 과도하게 책정된 직원 임금 등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 2007년 중국 기업 경영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47.4%의 응답자가 가장 시급한 3대 개혁 중 하나로 독
점산업 개혁을 꼽았다. 이러한 의견을 고려하여 국자위는 신 36조를 통해
시장개방이 가능한 독점산업과 지속적인 독점 산업을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4) 미흡한 국유기업 혁신 능력
국유기업, 특히 중앙기업은 다른 기업에 비해 손쉽게 과학기술 자원과 인
재를 확보할 수 있다. 지난 몇 년간 국유기업은 혁신을 위한 노력했지만 아
직까지는 비국유기업 수준에 못 미치는 상황이다. 2006년 가을, 중국 기업가
조사시스템(中國企業家調查系統)이 4천 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
과에 따르면 전년대비 연구비가 증가한 기업은 54.3%였으며 감소한 기업은
8.2%에 불과했다. 전체적으로 연구비용이 증가한 기업의 비율은 감소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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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보다 46.4%포인트 높았으나 세부적으로 보면 비국유기업의 비중이 48%
로 국유기업(32%)보다 높았다. 이는 비국유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연구개
발에 투자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조사결과 당해 총판매 이윤에서 신상
품 판매 이윤 비율이 증가한 기업은 52%, 감소한 기업은 8.6%로 나타났다.
이처럼 신상품 판매 비중 증가한 기업이 43.4% 많았지만, 세부적으로 볼 때,
45.5%와 27.4%로 비국유기업이 국유기업보다 더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이
역시도 비국유기업이 신상품과 시장에 더 많이 투자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국유기업은 비국유기업에 비해 더 많은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있고 영업수
익과 순이익도 몇 년간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그럼에도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나 신상품의 성적표가 비국유기업보다 초라한 것은 국유기업의 혁신 능력이
많이 미흡한 탓이다. 일부 국유기업은 경영관리가 허술하고 재무자금 관리가
원활하지 않으며 회계보고서에 대한 정확한 감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잘못된 투자와 정책결정을 야기할 수 있다. 정보관리와 리스크 대처 능
력도 선진국 대기업에 비해 현저하게 뒤떨어진다. 이러한 국유기업의 상대적
인 혁신 능력 부족은 대부분 국가의 공기업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이므로 지속적인 인센티브 시스템을 통해 혁신 능력을 제고시키고자 노력해
야 할 것이다.

다.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전술한 바와 마찬가지로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중국정부는 국진민퇴라는 강력한 정책을 실시하였으나 오히려 민
간부문이 지나치게 위축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
지(subprime mortgage) 이후 수출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으며, 국진민퇴로
투자가 지나치게 국유기업 위주로 진행됨에 따라 중국정부는 민간 투자활성
화와 민간 수요증대를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111

제3장 중국의 공기업 개혁정책의 변천과 성과 │

2005년 5월에 수립하였던 ‘사영업체 등 비공유제(非公有制)46) 경제발전을
격려하고 지지하며 인도하는 것에 관한 국무원 의견(国务院关于鼓励支持和引
导个体私营等非公有制经济发展的若干意见)’이라고 알려진 투자 촉진 방안(비
공(非公)36조 혹은 구 36조; 이하 구 36조로 명기)을 수정하여 2010년 5월
에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민간투자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격려하고 인도
하는 것에 대한 국무원 의견(国务院关于鼓励和引导民间投资健康发展的若干意
见)’으로 알려진 신 36조를 국무원에서 발표하게 되었다. 신 36조를 통해 국무
원이 주장하는 것을 분석하기에 앞서 구 36조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1) 구 36조: 내용 요약
공유제를 중심으로 여러 소유제경제가 함께 발전하는 것은 사회주의 초기
단계에서 기본 경제제도이며, 공유제 경제를 끊임없이 발전시키고 사회주의
발전과정에 민간경제와 더불어 공동으로 발전하는 것은 장기적인 기본 방침
이라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민간경제가 사회주의 시장경제제도를 완벽하게
보완해 주고 중국 특유의 사회주의 건설에 필요하다고 보았다. 개혁개방 이
래 중국의 자영업자나 민간업자 등 민간경제는 끊임없이 발전해 왔으며 이
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중요한 요소이자 사회 생산력 발전의 중요한 역할
을 담당하였다. 더 나아가 자영업자나 민간업자 등 민간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은 도시와 농촌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재정수입의 증가, 사회 취업률 상승
과 국민 생활수준 개선, 경제구조의 최적화와 경제발전 촉진, 또한 전면적으
로 여유롭게 살 수 있는 사회 구축, 사회주의의 현대화 발전에 중요한 전략
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에 민간경제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등소평의 이
론과 ‘3개 대표’47)의 중요사상을 기초로 전면적인 과학발전관을 수행하고

46) 비공유제는 민간이라고 할 수 있으나 국무원에서 발표한 원본 용어에 의거하여 비공유제로 표시함. 이후 비
공유제 경제는 민간경제로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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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에서 결정한 정책을 철저히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걸음 더 나
아가서 사상을 폭넓게 소유하고 개혁을 더욱 깊은 단계로 진행시키며 민간
경제 발전 체제의 장애를 제거함으로써 평등한 시장주체를 확립하며 공평한
경쟁체제를 실현할 뿐더러 국가의 법률을 더욱 완벽하게 보완할 것이며 법
에 의거하여 민영기업과 직원의 권익을 합법적으로 보호하겠다는 방침을 제
시하였다. 아울러 정부의 감독 관리와 서비스를 강화하여 민간경제 발전에
바람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민간 기업을 법에 의거하여 경
영하도록 유도하고 성실하게 신용을 지켜 건전하게 관리할 뿐더러 기업의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민간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의견을 제
시하였다. 이러한 구 36조의 항목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민간경제의 시장진입을 완화한다.
제1조 평등한 진입과 공평한 대우원칙을 실행한다.
제2조 비공유자본(민간자본, 이하 ‘민간자본’으로 표시)의 독점산업 및 영
역 진입을 허락한다.
제3조 민간자본의 공공사업과 기초시설(인프라) 영역 진입을 허락한다.
제4조 민간자본의 사회사업 영역 진입을 허락한다.
제5조 민간자본의 금융서비스업 진입을 허락한다.
제6조 민간자본의 국방과학기술산업 건설영역 진입을 허가한다.
제7조 민간경제가 국유 경제구성과 국유기업의 재편에 참여하는 것을 장
려한다.
제8조 민간경제가 서부대개발, 동북 3성 지역 등 낙후한 공업기지의 진흥
과 중부지역의 발전에 참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한다.

47) 3개 대표론은 중국 공산당은 ① 선진 사회생산력(사영기업가), ② 선진문화 발전(지식인), ③ 광대한 인민(노
동자, 농민)의 근본 이익을 대표해야 한다는 것으로 노동자와 농민의 적이었던 자본가와 지식인을 품안에 끌
어들이겠다는 내용으로 중국공산당을 유럽식 사회민주당 또는 국민정당을 지향하는 정치개혁의 맹아가 내포
되어 있는 개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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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간경제에 재정이나 금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확대한다.
제9조 강력하게 재정지원 역량을 키운다.
제10조 신용대출 지원 역량을 키운다.
제11조 직접융자 루트를 확대한다.
제12조 금융서비스를 새롭게 창조하는 것을 장려한다.
제13조 건전한 신용보증체계를 수립한다.

3. 민간경제의 사회서비스를 완벽하게 보완해준다.
제14조 사회의 중개서비스를 강력하게 발전시킨다.
제15조 적극적으로 창업서비스를 촉진한다.
제16조 기업경영자와 직원 양성을 지원한다.
제17조 새로운 과학기술 서비스를 강화한다.
제18조 기업의 국내외 시장 개척을 지원한다.
제19조 기업의 신용제도 건립을 추진한다.

4. 민간기업과 직원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한다.
제20조 사유재산 보호제도를 완벽하게 보완해준다.
제21조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한다.
제22조 직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한다.
제23조 사회보장제도의 설립을 촉진한다.
제24조 기업의 건전한 노동조합을 설립한다.

5. 민간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인도한다.
제25조 국가의 법률 법규와정책규정을 철저히 실행한다.
제26조 기업경영관리 행위를 규범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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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기업의 조직제도를 완벽하게 보완한다.
제28조 기업경영자의 경쟁력을 제고시킨다.
제29조 조건에 부합된 기업에는 거래를 확대하는 것을 장려한다.
제30조 전문화 합작과 대규모의 산업조직 발전을 추진한다.

6. 정부가 민간기업에 대한 감독을 개선한다.
제31조 감독 방식을 개선한다.
제32조 노동 감찰과 노사관계 협조를 강화한다.
제33조 국가 행정기관과 사업 조직체(회사)의 유료행위를 규범화한다.

7. 민간경제의 발전을 지도하고 정책 협조를 강화한다.48)
제34조 민간경제 발전 지도를 강화한다.
제35조 양호한 여론 분위기를 조성한다.
제36조 철저한 실행으로 업무가 진지하게 이루어지게 한다.

2) 신 36조: 내용 요약
신 36조는 법률적으로 명백히 금지하는 영역이 아닌 분야에 대한 민간자
본의 진입을 허용한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다. 신 36조는 민간 투
자영역과 범위를 한층 확대하여, 민간자본이 기초산업, 기초설비, 도시공공사
업(市政公用事業)49), 정책성 주택건설, 사회사업, 금융서비스, 유통, 국방과학
기술 등에 진입하는 것을 적극 장려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2005년 국무원은 구 36조를 시행하였고, 구 36조는 민간자본이 독점업종
및 영역인 전력, 통신, 철로, 민간항공, 석유 등에 진입하는 것을 허용하고,

48) 제34조부터 36조까지는 조치다.
49) 市政公用事業은 전력, 상하수도, 대중교통, 도시가스 등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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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을 가속화하여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했다. 구 36조가 시행되고 1년 후,
국자위는 국유자본조정 및 국유기업 구조조정 추진에 대한 지도의견 을 시
행하였고, 2008년에는 반독점법 을 시행하였으나 일련의 세부규정이 없어
관련정책 집행이 별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50) 2008년 이래 세계금융위기의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정부 투자는 크게 증가했지만 상대적으로 민간투
자는 촉진되지 못하였다.
특히 중국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후퇴에 대비하여 ｢10대 산업
진흥계획｣과 ｢내수확대 10대 조치｣를 발표하였다.51) ｢10대 산업진흥계획｣은
주요 산업에 대해 국유기업 주도의 구조조정 실시와 민영기업의 퇴출을 권
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유기업 위
주의 구조조정, 구조조정 자금 지원, 민영기업 퇴출, 정부 발주 프로그램 독
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국유기업 위주의 구조조정에서는 철강, 조선, 석유화학, 비철금속 등
의 산업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국유기업 리스트를
나열하였다. 철강, 자동차 산업의 경우 구조조정 시한과 목표를 명시하고, 장
비제조, 정보통신, 경공업 등은 핵심기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구조조정을
언급하였다.
둘째, 구조조정 자금 지원으로서 자동차, 장비제조, 정보통신 등의 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구조조정 계획을 마련하고 자금을 지원해 주며,
경공업 부문에 대해서는 대기업에 구조조정 관련 자금을 지원할 것을 명시
하였다.
셋째, 산업 내 경쟁 정도가 과도하게 심하거나 준 독과점 상태에 있는 산

50) 통계에 따르면, 2008년까지 민간소유 지분 분포를 살펴보면, △ 전력, 열에너지 생산 및 공급망은 13.6%, △
금융업은 9.6%, △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산업은 7.8%, △ 교통운수 및 유통업은 7.5%, △ 수력, 환경, 공공
설비 관리업은 6.6%를 차지했다.
51) 이 부분은 현대경제연구원(2009)을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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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 대해서는 민간이나 영세기업의 퇴출을 종용하였다. 방직 산업의 경우
에너지 과다 사용과 오염물질 과다 배출을 이유로 관련업체와 설비를 철가
할 것으로 요구하고, 조선 사업에서는 도크 건설 금지를 요구하였으며, 석유
화학산업에 대해서는 총량규제와 노후시설 퇴출을 요구하였다.
넷째, 정부가 발주한 SOC 프로젝트의 대부분이 국유기업에 배정되었
다.52) 4조 위안 규모의 경기부양 계획 중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 수주자가
중앙기업과 지방정부 소속 국유기업으로 전체 발주량의 90% 이상을 수주하
였고, 2009년 상반기까지 최근 1년간 102개의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규모는
19.1조 위안에 이르렀다.
이후 지나치게 민간의 투자가 위축될 것을 우려하여 국무원은 다음과 같
은 취지의 신 36조를 발표한다. 개혁개방 이래 중국의 민간투자는 꾸준히
확대되어 왔으며 이러한 현상은 이미 경제발전, 산업구조조정과 도시와 농촌
시장의 번영, 사회 취업률을 증대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보
았다. 이에 따라서 공유제경제를 발전시키는 동시에 민간경제 발전을 지원하
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민간투자를 유인할 경우 중국의 사회주의 초급단계
를 견지하고 완벽하게 하는 데 유리할 뿐만 아니라 현대 재산권 제도를 기
초로 하여 혼합소유제 경제를 발전시키며 각종 소유제 경제의 평등한 경쟁
과 공동 발전을 추진하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회주의 시장 경
제제도 완화와 시장 자원배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기초로 충분하게 작
용하고, 시장에서 공평한 경쟁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경제성장의 내생
동력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발전의 기초를 확고히 다지며 경제가 장기적으로
안정 발전되는 데 유리하다고 보았다. 또한 사회취업의 확대, 국민수입의 증
가, 국내소비 진작에 기여하고, 사회의 조화, 안정적인 발전에 유리할 것이라
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신 36조의 항목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52) ｢宏

控推

有

再膨 ｣, 中國企業家, 2008년 9월호에서 인용, 현대경제연구원(2009), p. 3 재인용.

117

제3장 중국의 공기업 개혁정책의 변천과 성과 │

1. 민간투자 분야 및 범위를 한층 확대한다.
제1조 ｢사영업체 등 비공유제 경제발전을 격려하고 지지하며 인도하는 것
에 관한 국무원 의견｣(구 36조) 등 일련의 정책에 대한 조치를 철
저하게 실행하고 수행하며, 법률과 법정 규정에서 명확하게 금지하
지 않은 산업과 영역에 민간투자가 진입하는 것을 장려하고 지원한다.
제2조 정부투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제3조 국유경제 구조조정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
제4조 의료나 교육 등 사회사업 분야의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2. 민간자본의 기초산업과 인프라 시설 분야의 진출을 장려하고 인도한다.
제5조 민간자본의 교통운송 건설 참여를 장려한다.
제6조 민간자본의 수리시설 건설 참여를 장려한다.
제7조 민간자본의 전력건설 참여를 장려한다.
제8조 민간자본의 석유 및 천연가스 건설 참여를 장려한다.
제9조 민간자본의 정보통신 건설 참여를 장려한다.
제10조 민간자본의 토지관리 및 광물자원 탐사개발 참여를 장려한다.

3. 민간자본의 도시공공사업 및 정부 보장형 주택건설 분야 진출을 장려하고
인도한다.
제11조 민간자본의 도시공공사업 건설 참여를 장려한다.
제12조 도시공공사업 체제 개혁을 한층 심화해야 한다.
제13조 민간자본의 정부 보장형 주택건설 참여를 장려한다.

4. 민간자본의 사회사업 분야 진출을 장려하고 인도한다.
제14조 민간자본의 의료사업 참여를 장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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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민영자본의 교육과 사회교육사업 참여를 장려한다.
제16조 민간자본의 사회복지사업 참여를 장려한다.
제17조 민간자본의 문화, 관광 및 스포츠 산업 참여를 장려한다.

5. 민간자본의 금융서비스 분야 진출을 장려하고 인도한다.
제18조 민간자본의 금융기관 설립을 허가한다.

6. 민간자본의 상품 무역유통 분야 진출을 장려하고 인도한다.
제19조 민간자본이 상품 도소매 및 현대물류 분야 진출을 장려한다.

7. 민간자본의 국방과학기술산업 분야 진출을 장려하고 인도한다.
제20조 민간자본의 국방과학기술산업 투자 및 건설 분야 진출을 장려한다.

8. 민간자본의 재편과 국유기업 개혁 참여를 장려하고 인도한다.
제21조 민영업체가 재산권을 이용하여 민간자본을 통합하는 것을 장려하며,
재산권의 합리적인 유동을 촉진하고 합병을 장려하고 인도한다.
제22조 민영업체가 지분참여, 지배권 확보, 자산인수 등 다양한 방식을 통
해서 국유기업 개혁에 참여하는 것을 장려하고 인도한다.

9. 민영업체의 자체혁신을 강화하고 경영방식 전환을 추진한다.
제23조 기업이 연구개발 투자액 확대를 위해 세수 우대 정책을 철저하게
실행하며, 민영업체가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자체 혁신능력을
향상하며 지식재산권을 갖춘 핵심 기술을 개발하도록 장려한다.
제24조 과학기술 성과 전환정책을 가속적으로 실시하며, 기술시장 발전과
과학기술 성과 등록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여 민영업체들의 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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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양도와 구매에 편의를 제공한다.
제25조 민영업체의 신제품 개발을 강화하여 제품 업그레이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제26조 민영업체의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을 장려 및 인도한다.

10. 민영업체의 국제경쟁 적극 참여를 장려하고 인도한다.
제27조 민영업체의 해외시장 개척과 국제경쟁 적극 참여를 장려한다.
제28조 해외투자 촉진 및 보장 시스템을 개선한다.

11. 민간투자에 양호한 환경을 조성한다.
제29조 민간투자 발전에 불리한 법정규정을 수정하며, 민간투자의 합법적
인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하게 경쟁하는 투자환경을 육성한다.
제30조 각급 인민정부의 관련 부처는 정부자금을 (규정에 의거하여) 배정
한다.
제31조 각종 금융기관은 위험을 방지하면서 여러 금융수단을 활용해 민간
업체에 대한 융자자금 지원을 확대하며 민간투자에 대한 금융 서
비스를 강화한다.
제32조 전면적으로 민간투자 관리 관련 행정심사 절차를 간소화․공개
화․규범화하여 행정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12. 민간투자의 서비스, 지도, 규범화 관리를 강화한다.
제33조 통계부처는 민간투자에 대한 통계작업을 강화하며 민간투자 상황
을 정확히 반영한다.
제34조 민간투자 서비스 체계를 건전화한다.
제35조 시장진출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감독 관리를 강화한다.
제36조 민간투자의 건전한 발전에 유리한 여론과 분위기를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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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역과 부문에서는 민간투자가 건전하게 발전해나갈 수 있는 사업을
더욱 중요시하여야 하며 더 나아가 사상을 초월하고 관념을 바꿔 개혁을 심
화할 것이며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내실을 추구하면서 본 의견 요구를 근거
로 하여 빠른 시일 내 구체적 실시방법을 모색하여 여러 정책의 후속 조치
를 확실히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신 36조에서 밝힌 민간자본의 공공부문 투자 분야는 다음과 같다.

❚ 표 3-4. 신 36조에 의한 민간자본 공공부문 투자 분야 ❚
영역

분야
교통운수

세부 분야
고속도로, 수운, 항구ㆍ부두, 민영항공, 항공시설

수리

농사용 수리시설 등

전력

풍력, 태양력, 지열, 바이오 등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기반시설업
석유천연가스
전자통신
토지정리 광산자원 개발
도시공공사업 및
정책성 주택건설
사회사업
금융서비스업
상업ㆍ무역ㆍ유통업
국방과학기술
자료:

(2010),
한 것을 수정함.

도시공공사업
정책성 주택건설
의료사업, 사회교육사업, 사회복지사업, 문화ㆍ여행 및 체육산업
민간자본의 금융기관 설립
상품 도소매, 현대물류
국방과학산업 투자
院 于鼓 和引 民 投 健康 展的若干意

, 13 를 조성찬(2010)이 표로 정리

3) 구 36조와 신 36조 비교 분석
2010년 5월 13일 국무원에서는 신 36조를 발표하였으며, 내용은 민간투
자의 시장 진입 제한을 전면적으로 완화시켰고, 국유자본으로 하여금 일반성
경쟁영역에서 탈퇴하도록 하였으며, 정부는 민간투자에 양호한 환경을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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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도성 정책의 공포는 중앙정부가 최근 몇 년간
국민경제의 국진민퇴 경향을 시정하려는 것이며 또한 경제구조를 최적화하고
민간자본의 투자 루트를 확장하려는 데 의의가 있다. 만약 이러한 일련의 조
치가 확실하게 널리 시행될 수 있다면 중국경제의 지속적인 증가와 자본시
장의 발전에 중대한 호재가 될 것이다.
신 36조의 사상과 내용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미 2005년 2월에
국무원에서는 구 36조를 공포한 적이 있으며 신 36조와 유사하다. 그러나
구 36조는 실제로 적용되지 못하였으며 신 36조에 대해 철저히 시행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시장은 기대를 갖고 기다리는 추세다.
구 36조와 비교할 때 신 36조의 실시 후 비록 국유자본이 수많은 사업에
서 독점 지위가 단기간에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민간투자의 권익보장은 뚜렷
하게 개선되었고, 대내에 개방된 국민경제발전 방향은 현재 확립되고 있으며
공정한 경쟁 시장 환경이 차츰 형성되고 있는 추세다. 신 36조의 전략적 의
미는 장기적인 의미에서 해석되어야 하며 단기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가) 구 36조 실행 중 부딪힌 주요 문제
구 36조를 실시하는 가운데 부딪힌 주요한 문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면에 집중되어 있다.
첫째, 우선 외자를 중요시하고 민간투자에 소홀했던 것이다. 비록 구 36조
에서 외자와 민간투자 사이에 차별을 둔 것은 아니지만 외자의 투자 규모가
크고, 선진적인 기술과 경영방식을 도입할 수 있으며, 정치적으로 업적을 과
시하기 위해서 각부와 각 위원회, 지방에서는 외자 도입에 열중하였다. 현재
80여 개 사업 가운데 외자 진입을 허락한 사업은 62개이지만 민간투자가 진
입할 수 있는 사업은 41개에 불과하여 민간투자는 배척된 상태였다.
둘째, 실행할 수 있는 세칙이 부족하여 국유자본의 독점구조가 타파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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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 상태였다. 구 36조에서는 비록 민간자본으로 하여금 독점기업과 영역에
진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대부분이 큰 틀에 관한 내용이어서 모호
한 점이 많았다. 민간투자에 각종 장애물을 설치하여 민간자본의 독점 영역
진입이 어려웠으며, 이로 인해 민간자본은 일정한 영역에서 치열한 경쟁에
직면해서 이윤이 적었고 기업의 생존이 어려웠다.
셋째, 정부의 연속성 부족으로 민간투자의 신뢰를 잃게 되었다. 지방정부
에서는 외부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오래 전부터 전력을 기울여 왔으
며 외자를 유인하기 위하여 항상 각종 혜택정책을 하였으나 거시경제 상황
변화와 정부의 교체 등으로 수시로 바뀌는 조령석개(朝令夕改)53) 현상이 나
타났다.
넷째, 민영기업이 융자받기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였다. 중
소기업의 융자는 중소기업형 은행의 의지에 의해 해결되어야 했으나 구 36
조는 민간자본이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기관의 개편에만 참여하도록 허락
하였으며 금융서비스업은 여전히 국유 은행이 절대적으로 주도함으로써 중소
기업의 융자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나) 신 36조의 새로운 점
첫째, 민간자본의 발전을 장려하고 인도하는 방안을 제의하였으며 외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구 36조의 주요 목적은 민간경제의 진입 범위를
확장시키는 데 있으며, 이는 외자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민간투자도 포함하
여 대외개방과 대내개방(즉, 내수 진작)을 함께 중요시하였다. 구 36조는 당
시 중국이 대대적으로 대외 지향적 경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제정된 것이
다. 중국경제의 고속 발전에 따라 외환보유고가 2조 5천억 달러에 도달하였
고, 대외무역 의존도가 거의 70%에 도달함으로써 무역 마찰이 급속하게 증

53) 아침에 공포한 법령이 저녁에 바뀐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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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여 외자 유치와 외향형 경제를 발전시키는 공간이 점점 좁아졌다. 이로
인하여 경제성장의 동력을 전환시켜 대내 개방을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 아래 국무원에서는 개혁개방 이래 처음으로 민간투자 증가를
촉진하는 강령성 문서인 신 36조를 공포하게 되었다. 신 36조는 외자 도입
을 강조하지 않고 대내개방을 통해 미래 경제 운용 방향에 중점을 두었다.
둘째, 민간자본이 진입할 수 있는 영역이 세밀해지고 진입 가능성이 높아
졌다. 구 36조에서는 총 36조 정책 가운데 7개 조에 해당하는 정책만이 민
간투자로의 시장진입에 관한 정책이었으며 전력, 전신, 철도, 민간항공, 석유
등 독점 기업에 대한 민간투자의 진입을 허락하고 있으나 공공사업, 기초 시
설의 건설, 금융업 등의 영역에 대한 진입허가 정책은 여전히 모호하였다.
동시에 구 36조는 조건을 갖춘 기업이나 자질을 갖춘 기업들에 대한 설명이
모호하여 민간투자가 진입하는 조건이나 자질에 대해 일관성이 부족함으로써
실질적인 민간투자의 시장 진입은 어려웠다.
상대적으로 신 36조에서는 총 36조 정책 중 18조가 민간투자에 대한 진
입 정책으로 신 36조의 전체 내용 가운데 절반을 차지하였다. 특히 신 36조
에서는 민간투자의 시장진입에 대한 구체적인 영역 범위를 상세하게 정하였다.
셋째, 정부투자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국유 자본은 민간 자본과 이
익을 위해 경쟁하지 않는다”는 사고방식을 구현하였다. 구 36조는 비록 민
간경제가 진입할 수 있는 각종 영역에 대해 규정하였지만 국유자본의 진입
범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각 영역에서 국유자본이 민간
자본과 경쟁하게 되어 정부가 모든 권리를 갖게 되었다. 국유자본과 정부의
국유기업에 대한 보호 정책 앞에서 민간자본은 발걸음조차 내딛지 못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구 36조에서 열거한 각종 독점영역에 진입하는 것이 어
려워졌다. 또한 이전에 참여하고 있던 경쟁 영역도 국유자본이 독차지하여
민간자본은 할 수 없이 투자처를 잃고, 부동산 시장과 주식시장에 진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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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국민경제로 하여금 버블 경제를 조성하는 데 일조를 담당하였다.
신 36조는 정부의 투자 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발표에 따르면 정부 투자
는 국가 안전이나 시장이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할 수 없는 경제와 사회영
역에 주로 사용되며 국유자본으로 하여금 중요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행하고
국민경제의 명맥인 주요 업무와 관련된 영역에 투자하며 일반적인 경쟁 영
역에는 민간자본을 위하여 광활한 시장 공간을 만들어 주었다.
신 36조 실시 후 국유자본의 투자영역은 소수의 가장 중요한 영역에 집중
할 것이며 경쟁 영역에서 차츰 퇴장시키고 민간자본의 투자 공간을 크게 확
장할 것이다.
넷째, 민간자본이 독립자본형태, 주식(지분소지) 형태로 진입할 수 있는
영역을 확장하였다. 구 36조에서 민간투자는 주식 투자의 방식으로만 전력전
신, 철도, 민간항공, 석유 등 독점영역에 진입할 수 있고, 비독점 산업에만
민간투자가 독립자본형태, 주식(지분소지) 형태로 진입할 수 있었다. 이와 동
시에 민간자본이 금융서비스업으로 진입하는 데 극도로 제한을 받았으며 다
만 조건에 부합하는 민영기업만이 은행이나 증권, 보험 등 금융기관의 개편
에 참여할 수 있었고 독립자본형태, 주식(지분소지) 형태의 투자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나 신 36조에서는 비록 전신과 원자력 발전소, 석유천연가스 등의 영
역에 여전히 민간자본으로 하여금 주식 투자 형식으로 진입하게 되어 있으
나 민간자본이 진입 가능한 독점영역은 많이 확대되었다. 예를 들면 민간자
본이 개인 투자나 주식 형태로 도로 건설과 수로운송, 항만부두, 민영공항,
공용항공시설, 수력발전소, 화력발전소 등에 투자할 수 있다.
금융서비스 영역에서 신 36조는 민간자본의 금융기관 개설을 허락하였고
시골과 도시에 은행을 설립하거나 대부은행, 농촌자금의 상호지원금융사 등
금융기관을 설립하거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시골과 소도시 은행 혹은 커뮤니
티은행 등 법인 은행에 대한 최소한의 출자비율 한정 조건을 완화하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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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민간자본이 독립자본이나 주식(지분소지) 형태로 소도시 은행이나 대출회
사 등 금융기관 설치 허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이 실행된다면
중소기업에서 직면한 대출난 문제가 완화될 수 있으며 민간경제 발전에 새
로운 동력을 가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정부는 ‘감독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역할이 바뀌어야
하고, 민간기업에 대해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변화를 일으켜 민영기업을 업그
레이드시켜야 한다. 구 36조는 정부가 민영기업과 직원의 합법적 권익에 대
해 옹호하고, 민영기업은 환경을 보호하도록 독촉하며 노동조건 개선, 직원
과 규범적인 노동합동 체결, 법에 따라 납세하여 규칙에 맞게 경영하도록 지
시하였다. 구 36조는 정부가 감독자로서의 역할을 드러냈으나, 법제가 날로
완벽해짐에 따라 이러한 감독의 중요성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이다.
더 나아가 신 36조는 서비스 제공하는 자로서 정부의 역할을 더 강조하였
다. 신 36조는 정부로 하여금 기업이 신제품 개발 투자 유치에 투입하는 데
대한 세무 혜택 정책을 실행하고, 민간 기업으로 하여금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을 장려하고 창조 능력을 제고시켰다. 고정자산의 감가상
각 가속화 방식을 통하여 민간 기업으로 하여금 기술 개선을 격려하여 낙오
된 상품을 도태시키고 기술 향상을 가속화시켰다. 산업의 세대교체 차원에서
민영기업의 전략적인 신흥 산업 발전을 장려하고 인도하며, 디지털 기술의
광범한 응용 등을 통해 정통산업을 개혁하였다.
여섯째, 신 36조에 의하면 미래에는 4대 사업이 높은 투자 수익률이 있을
것이며 지속적으로 자본의 진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하였다. 4대 사업 가
운데 첫 번째 사업은 사회사업 중 의료사업으로, 의료사업은 독점으로 인하
여 수요를 연속적으로 만족시키지 못하였으며 공급이 매우 부족한 상태였으
나, 수익률은 매우 높았다. 그리하여 민간의료 기관이 공공 위생서비스, 기본
의료서비스와 의료보험의 지정 서비스를 담당함으로써 민간자본의 진입에 대
해 일체의 장애를 제거하였다. 의료사업은 내수이고, 지속적인 투자인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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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투자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사업은 기반시설업으로 특히 도시 기초 시설에 대한 투자이다.
이는 잠재력이 가장 높은 투자영역이다. 예를 들면 도시교통, 철도, 수리, 전
력, 지역난방공급, 하수도, 도로 다리, 조경 녹화를 포함한 모든 것에 대한
시장수요가 매우 크며, 만약 농촌공공사업 영역을 포함하면 시장 규모는 더
욱 커질 것이다. 비록 2009년 정부가 이 영역에 많이 투자하였지만 아직 투
자할 여지가 남아 있다. 이 사업은 장기적으로 안정된 수익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다. 경제 발전이 비교적 높은 주장삼각주, 창장
삼각주, 발해만 경제권의 기반시설에 투자하면 잠재력이 매우 높을 뿐만 아
니라 민간자본에 대한 유인성이 가장 높다.
세 번째 사업은 사회사업 중 교육 사업으로, 교육 사업은 비록 사립재단
이 있지만 국공립재단과 동등한 지위를 얻지 못하였으며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 직업교육 등 각종 교육과 사회훈련기관을 막론하고 국가
로부터 인가를 받을 수 있으면 큰 유인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신 36조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영교육의 촉진법 실행규정｣을 수정하고 완화하도록 승낙
하였다. 법규가 수정된 후에는 교육 사업에 투자할 수 있을 것이다.
네 번째 사업은 금융업 투자로, 시골과 소도시 은행과 대부 회사, 농촌 자
금 상호금융회사의 발전을 지원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대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농촌문제 가운데 농가에 대한 금융지원이 부족하
다는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인식하였다. 신 36조의 규정
에서는 민간자본의 금융기관 창설을 허락하였으며 상업은행의 증자, 주식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주식비례 제한을 확장하였다. 동시에 민간
자본의 신용담보 회사 설립과 금융 중개 서비스 기관의 설립을 장려하였고,
증권, 보험 등 금융기관의 개혁에 참여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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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5. 구 36조와 신 36조 비교 ❚
산업

구 36조

신 36조

교통운송: 수상운송업,
도로운송업, 지방교통운송업,
항공운송업

인도하고 지지함
(원칙적인 언급)

철도 이외의 모든 산업 개방
(구체화함)

전력

인도하고 지지함
(원칙적인 언급)

원자력 발전을 제외한 모든
전력분야

금융서비스업

인도하고 지지함
(원칙적인 언급)

향촌은행, 대출회사,
농촌자금상호부금 등
금융기관의 설립 완전 개방

보건(위생), 사회보장,
사회복지서비스업

진입 허가, 감독 강화

완전 개방, 정책 지원

교육업

진입 허가, 감독 강화

완전 개방, 입법 지원

자료: 國信證券經濟硏究所.

❚ 표 3-6. 지속적인 독점 분야 ❚
업종

내용

전자통신

계속 독점 유지: 민간자본으로 전자통신 업종에서 부가가치
창출 활동은 지지

석유․천연가스

계속 독점 유지: 석유 및 천연가스 탐사 분야는 개방

철도운송

계속 독점 유지: 민간자본 진입 금지

토지정비와 광산물 자원

민간자본 개발 참여 조정: 인도(정부에서 지정하고 허락한
만큼만 참여 가능)

대형 금융기관

지분 비율(범위) 상향 조정

국방과학산업

부분 독점 유지: 일부 민간자본 개방

도시공공사업

부분 독점 유지: 일부 민간자본 개방

자료: 國信證券經濟硏究所.

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과제
신 36조는 민간자본의 석유․천연가스 건설 참여를 장려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석유․천연가스업계에서는 민간자본에 좋은 기회이지만, 현재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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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에서 민간자본이 에너지 영역에 진입하는 데는 세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첫째, 신 36조에서는 비록 민간 자본의 석유탐사개발 영역에 진입하는 것
을 장려한다고 하지만, 실제 탐사개발에 대한 등록은 10년 전에 완료되어
민간자본뿐만 아니라 다른 국유기업도 들어가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둘째,
민간자본의 에너지 분야 진입에 대한 접점이 없다. 석유탐사개발에 있어 국
유기업은 기술, 자금의 부족함이 없기에 민영기업과 협력할 동기가 없다. 셋
째, 민간자본의 가격 결정권, 가격 협상권이 없다. 현재와 같은 독점시장 구
조하에서는 민영기업의 가격 협상권이 거의 없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세가지 어려움이 해결되기 전에는 민간자본의 석유천연가
스 건설 참여 장려가 실제로 시행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즉, 형
식적인 개혁이 아닌 진정한 의미에서의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현재의
상황을 개선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1) 정책 탈퇴의 연착륙 신호
단기 시장에 대한 조정정책으로 제일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는 부동산 정
책인데, 지방정부의 투융자 조건에 대한 명확한 조사 기준이 없다. 토지나
부동산 재산에 대한 정책은 2007년 점차적인 조정정책을 실시하다가 2008
년 말 180도 크게 전환하였고, 2010년의 강력한 조정정책으로 지난 3년간
부동산 정책은 하나의 극단에서 다른 또 하나의 극단으로, 나중에는 또 다른
하나의 극단으로 돌아왔으며 결국 산업경기의 큰 변화를 초래함으로써 여러
부동산 정책이 중도에 포기되었다. 예측하기에 이번 정책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된다.
정부는 지방의 융자를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2009년 3월 중국인민은행
과 중국은행연합회에서는 “신용대부의 구조조정과 국민경제의 안전발전 강화
에 대한 의견”을 공동 발표하였으며, ‘조건에 부합하는 지방정부는 융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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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을 설정하여 회사채, 중기 채권 등 금융도구를 이용하는 것을 지원하고,
중앙정부의 투자 아이템을 조정하여 융자 폭을 넓히도록’ 제의하였다. 그러
나 1년 후에 정부는 완전히 방향을 바꾸어서 4조 위안의 경제 부양과 건설
항목에 대해 보증하였으나 금융기관의 지방정부 대출은 엄격히 제한하고, 대
출조사에 새로운 5가지 분류를 제시하였다. 2010년 화폐정책은 지나치게 긴
축정책을 실시하였으며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불준비율(RRR)을 상향 조
정54)함으로써 시장의 예측을 넘어섰다.
신 36조의 공포는 정부가 정책 변화를 완만하게 연착륙시킬 것이라는 신
호를 보낸 것이다. 비록 신 36조의 공포 목적이 민간투자 장벽의 완화와 민
간경제 지위를 완전히 확립시키는 것이었으나, 기존 정책을 정확하게 헤징하
는 것도 있으며 동시에 2010년 지방정부 투자 규모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고려해서 민간투자를 빨리 시작해야 하며 진정으로 정부가 투자에서
물러나게 해야 한다.
이번 신 36조 공포의 부분 목적은 기존 조정 정책의 부분적인 영향을 제
거하는 것이다. 동시에 정부에서는 여러 정책의 중첩으로 인한 역효과를 방
지하기 위하여 시종 합리적인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하반기 거시 정책
조정의 강도는 상반기에 비해 완만할 것이며, 특히 부동산에 대한 조정 정책
이 부동산 거래량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에는 정책 탈피가 더욱
큰 폭으로 완만해질 수 있다.

54) 중국의 인민은행은 2010년 1월 18일, 2월 25일, 5월 10일 3차례에 걸쳐 지불준비율을 상향 조정하였고, 10월
3일에는 공상은행, 농업은행, 중국은행, 건설은행, 초상은행, 민생은행 등 6개 은행을 대상으로 지불준비율을
차별적으로 인상하였다. 이러한 4번에 걸친 인상에도 불구하고, 중국정부는 11월 19일 지급준비율을 다시 인
상시킨 후 12월 20일에 지준율을 0.5% 인상함으로써 일 년 사이에 무려 6번에 걸쳐 지준율을 인상하였다.
이에 따라 공상은행, 건설은행, 중국은행, 농업은행 등 4대 은행에 적용되는 지불준비율은 19%이고, 기타 대
형은행은 18.5%, 중소은행은 16.5%로 조정되었다. 이러한 여러 번에 걸친 지준율 인상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와 부동산 버블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려는 조치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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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정책에 의한 투자충격 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 36조의 중점 사항은 장기 경제성장동력의 전환문제
이다. 2009년 경제의 지속적인 회복과 전 세계의 경제회복은 주로 정부의
대규모 경제 자극계획55)으로 인한 회복이지만 정부의 자극계획은 단기계획
이지 장기적인 해결 방법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정부는 투자를 통해 지속가
능한 성장이 가능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국무원이 신 36조를 공포한 이유는 여러 정책의 중복으로 인한 부정적인
면을 방지하기 위한 것 이외에도 투자의 안정적인 증가를 촉진시키는 것이
다. 신 36조와 구 36조의 주요한 차이는 신 36조는 투자를 중요시하는 것이
다. 예를 들면, 민간투자가 정부투자를 이어나가기를 촉구하고, 최근의 긴축
정책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투자가 줄어드는 위험을 방지하고자 한다.
가능하면 짧은 시일 내 민간투자로 하여금 보조를 맞추도록 재촉하기 위
하여 신 36조는 부문을 열거하여 하나하나의 세칙을 규정하였다. 첫째, 신
36조에서는 특히 정부투자, 국유투자, 민간투자의 3자 관계에 대해 강조했으
며 정부의 투자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국유경제 배분과 구조를 조절하여
민간자본이 투자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혔다. 둘째, ‘투자를 중요시한다’는 사
상을 관철하기 위해 신 36조는 구 36조와 달리 민간투자로 하여금 각 부문
의 진입에 대해 세칙화하였으며 모두 36조의 규정에서 18조가 전문적인 20
개 부문의 진입 세칙에 대한 상세한 규정이었다. 셋째, 일부 부문은 독점으
로 인해 고수익을 거두었지만, 단기간 내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특히
독점기업의 경우 더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3) 경제성장 동력의 전환
이번의 위기는 정부의 간여로 무사히 넘겼지만 어쩌면 미래에 더욱 큰 위

55) 민간경제가 침체되어 있을 때 정부가 투자하여 경제를 일으켜 세우는 계획을 자극계획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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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닥쳐 올 수도 있을 것이다. 케인즈주의에 의한 국가의 간여가 만능이
아니라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며, 위기를 해결하는 데 발생하는 대가는 심지
어 위기를 그대로 두어 자발적으로 조절하는 것보다 더욱 큰 손실을 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정부투자와 민간투자의 효율문제에서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가에 대해서
는 말할 것 없이 민간투자일 것이다. 비록 정부의 투자는 효율적일 것 같지
만 대다수의 경우 독점이므로 비교할 대상이 없어서 정부투자가 저효율이라
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고효율적인 투자에 대해 정부가 간여하지 않는다
면 시장은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정부투자의 효율성은 민간투자를 활성
화시키데 있다.
2009년의 위기관리에 대한 정책 목적은 민간투자의 지속적인 하락을 보완
시키는 것이다. 현재 경제는 완만하게 상승하는 추세이고, 시장으로부터 신
뢰를 이미 회복하였다. 이럴 때 정부투자는 원래의 기능으로 회귀되어야 하
며 그렇지 않으면 경제의 평온한 발전 기초가 여전히 취약해질 것이다.
이번에 공포한 신 36조는 사업의 구체적인 세칙에서 민간투자의 진입과
실시 방법을 규범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민간 투자로 하여금 개인 투자, 합자,
합작, 연합 경영, 항목 융자 등 여러 방식으로 공공사업과 기초 시설의 건설
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인도하였으며 기술 연구 개발을 확대하고 투자 역
량을 개발하여 근본적으로 민간자본진입의 동력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실행과정이 문제로 부각된다.
현재 십이오계획56)은 이미 제정하기 시작하였으며, 십이오계획에서 강조
하는 것은 사회전환과 경제전환이다. 경제전환은 내수증가에 의존하여 경제
성장을 이룩하자는 것으로 장기적이며 난해하고 방대한 계획이다. 만약 이러

56) 십이오계획은 중국의 경제, 사회발전에 대한 12개 항목의 5개년 계획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제12차 경
제발전 5개년 계획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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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환이 쉬웠다면 벌써 전환에 성공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5년간의
투자가 중요하며 2009년에 발생한 대규모 투자로 인한 피해로 향후 5년간은
정부 투자규모를 상대적으로 줄일 것이며, 민간투자가 동반 성장할 수 있도
록 조정할 것이다. 십이오계획을 통해 민간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실제로 활성화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반을 조성해야 할 것으로 판
단된다.

4. 소결
중국의 공기업(국유기업) 개혁정책은 2003년 3월에 설립된 국자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국자위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국유기업을 감독하고 있는데
국유자산 경영회사라는 법인체를 이용하여 국유기업을 관리하고 있다. 국유
자산관리회사는 지주회사로서 국자위와 국유기업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고 있
다. 국유기업은 민영기업에 비해 경영실적(자산이나 자본당 이윤율, 자본당 부
가가치비율 등)이 낮은 수준이고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에는 국유기업과 민
영기업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어서 지속적인 개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 공기업 개혁과정은 국유기업에 자주권 부여의 범위에 따라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1단계는 개혁개방 이후 기업자주권을 부여하고 확대해준 기
간이지만 자주 경영이나 스스로 손익을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하기에는 역
부족이었다. 2단계는 양권분리를 실행한 기간으로 기업에 경영권을 부여해
주는 대신 법인 자산권은 국가가 소유한 기간이다. 3단계는 국자위 출범 이
전까지 현대기업제도를 수립하게 되는 기간으로 당시에는 어느 정도 법인
소유권을 인정해 주었던 시기이다. 그러나 정부와 기업 사이의 관계가 지나
치게 밀접하였고, 정부부처가 국유자산의 소유자이자 관리자, 감독관의 역할
을 담당하여 공평한 경쟁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았다. 이 외에도 관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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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아서 비효율적이었으며, 권리 및 책임소재가 불명확하였다. 4단계는 국무
원 국자위가 출범한 2003년 이후부터 현재까지를 나타내는데, 이 기간 동안
중국정부는 국유자산관리체계를 개혁하여 국유기업 개편과 재산권 양도 제도
를 규범화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국유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여러 법안
을 제정하였다.
중국정부는 1990년대 후반부터 지속되던 국퇴민진 정책이라는 민영화 과
정에서 부패가 증가하고,57) 국유자산이 유실되며, 대량해고가 나타남에 따라
2004년 이후 국진민퇴라는 국유화를 실시하게 된다. 이러한 국진민퇴로 말
미암아 민간투자가 지나치게 위축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2005년
에 구 36조를 공포하고, 구 36조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
완하고 더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신 36조를 공포하게 되었다.
중국정부는 공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여러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
고, 여러 종류의 개혁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나타난 결과가 긍정적
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동시에 나타나게 된 것은 제도적으로나 법적
으로 미흡하여 투자나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제정된
법이나 제도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민간에 확신을 줄 만한 정부의 신뢰가 아
직까지 구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에 발표된 신 36조에서는 기존
에 모호하였던 문구나 사항을 구체화함으로써 민간투자의 활성화 방안과 독
점기업의 개방 등을 확고히 하였다. 그러나 실행과정에서 중국정부가 진정한
목적의식을 갖고 얼마나 충실하게 민간투자를 유인할 수 있느냐가 더 커다
란 문제로 판단된다.

57) Corruption Perception Index(CPI)에 의하면 중국의 경우 1995년 2.16에서 1998년 3.5, 1999년 3.4로 개선되
었지만 2000년 3.1로 하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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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일본의 공기업 개혁정책의
변천과 성과

일본의 국가공기업 부문은 독립행정법인, 특수법인, 인가법인 등으로 구성
되어 있다.58) 이 중 특수법인은 1980년대 이후 공공부문 개혁의 주요 대상
으로 지속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져 왔다. 민영화, 통폐합 변경 등을 통해
특수법인의 운영 규모를 지속적으로 슬림화하여 왔다. 그 결과 1967년에
113개까지 팽창하였던 특수법인 운영 규모가 2010년에는 32개로 축소 조정
되었다. 또한 특수법인의 경영형태를 변경함으로써 경영합리화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적극적으로 전개되어 왔다. 특수법인의 범주 내에서
경영형태를 변경하여 경영자율성을 확대하는 활동을 전개하여 왔으며, 2001
년 독립행정법인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는 특수법인을 독립행정법인으로 전환
하기도 하였다.
제4장에서는 일본 국가공기업 부문의 핵심을 점하고 있는 특수법인을 대

58) 일본에서는 독립행정법인, 특수법인, 인가법인 등을 공적 회색지대 조직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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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공기업 개혁정책의 변천 과정과 그 성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
해 우선 앞부분에서 공기업 부문의 구조와 특수법인의 위상 및 역할을 살펴
보고자 한다. 그런 다음에 특수법인의 설립․운영 현황과 외부지배구조의 특
징을 정리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이어서 특수법인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논
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1960년대 이후 전개되어 온 특수법인 개혁정책
의 변천과정을 개관하고, 2001년의 특수법인 등 정리합리화계획의 추진실적
과 2008년의 정책금융개혁정책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그
리고 이러한 특수법인 개혁과정에서 확인된 특수법인 등의 민영화․완전민영
화․민간법인화 추진방법과 사례를 분석하고, 일본 민영화 정책의 특징적 요
소를 도출하고자 한다.

1. 공기업 부문의 구조와 특수법인의 위상 및 역할
가. 중앙정부 공기업 부문의 구성체계
일본의 공공부문을 SNA 분류체계에 의거하여 일반정부 부문과 공기업(公
的企業) 부문으로 구분한 다음 중앙정부 공기업 부문의 구성 내역을 살펴보
면 [표 4-1]과 같다. 공기업(公的企業)은 원칙적으로 정부에 의해 소유․지배
되고 있는 기업으로서 상법 등에 의한 법인격을 갖고 있는 공적법인기업 등
을 지칭하고 있으나, 특별회계의 일부도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일본의
중앙정부가 소유․지배하고 있는 공기업의 범위에는 일반회계의 공무원 임대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일부사업, 특수법인, 독립행정법인, 기타 등이 포함되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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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1. 일본 중앙정부 공기업 부문의 구성 체계(2005년 3월 말 현재 기준) ❚
▪일반회계: 공무원임대주택
▪특별회계: 국유임야사업, 지진재보험, 농업공제재보험, 산림보험, 어업재보험 및 어업 공제보험,
무역재보험, 국립고도전문의료센터, 식량관리,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산업투자,
도시개발자금융통, 재정융자자금
▪공사: 일본우정공사
▪공단, 공고, 특수은행, 특수회사
▪독립행정법인: 조폐국, 국립인쇄국, 이화학연구소, 일본스포츠진흥센터,
일본예술문화진흥회(국립극장은 별도 구분), 일본학생지원기구, 복지의료기구, 국립병원기구,
농축산진흥기구, 녹(綠)자원기구, 일본무역보험,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
일본무역진흥기구,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 철도건설․운수시설정비지원기구, 국제관광
진흥기구, 수자원기구, 도시재생기구, 국립대학법인부속병원
▪ 기타: 일본원자력연구소, 일본중앙경마회, 연금자금운용기금, 일본은행
주: 1) 일본우정공사는 2007년 10월에 민영화되어 특수법인의 한 유형인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의 특수회사
로 전환되었음.
2) 일본의 독립행정법인은 대부분 일반정부 부문에 속하는 기관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독립행정법인 중
일부 기관들은 실질적인 공기업으로 분류되고 있음.
자료: 出井信夫․參議院總務委員會調査室(2007).

일본의 공공부문 구성체계를 정부예산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林信光 2007, pp. 69～71). 우선 중앙정부 예산의 종류는 일반회계예산, 특
별회계예산, 정부관계기관예산 등으로 분류되고 있다. 여기서 정부예산의 한
형태인 동시에 공기업의 범주에 포함되는 정부관계기관은 특별법에 의해 설
립된 법인으로서 자본금을 전액 정부출자를 통해 조성한 기관이다. 따라서
정부관계기관의 예산은 국회 의결 대상으로 설정되어 있다.
다음으로 일반정부 또는 공기업 부문으로 분류되고 있는 독립행정법인의
경우에는 예산이나 중기계획 등에 대한 국회의 관여가 존재하지만 국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또한 공기업 부문의 핵심을 점하고 있는 정부
관계기관 이외의 특수법인과 인가법인의 경우에는 그 예산이나 사업계획 등
에 대해 국회가 관여하는 영역(국회의 의결을 필요하지 않음)과 그렇지 않은
영역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이처럼 공기업 부문에 포함되는 정부관계기관, 정부관계기관 이외의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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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독립행정법인, 인가법인 등의 기관 유형과 국가예산의 관계는 [그림
4-1]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 그림 4-1. 공공부문의 구성단위와 국가예산의 관계 ❚
일반회계 예산
특별회계 예산
정부관계기관 예 산
예산이나 중기재정계획
등에 대해 국회가 관여함
(국회 의결은 불필요)

독립
행정
법인

인가
법인

정부관계
기관 이외의
특수법인

예산이나 사업계획 등에
대해 국회가 관여함
(국회 의결은 불필요)
예산이나 사업계획 등에 대한
국회의 관여가 없음

주: 특수법인의 한 종류인 ‘일본방송협회’의 사업 수지예산에 대해서는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자료: 林信光(2007), p. 70.

나. 특수법인의 정의와 관련기관의 구분
1) 특수법인의 정의
공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여러 형태의 기관들 중에서도 일본의 가장 전
형적인 공기업제도는 특수법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에서 특수법인은 법률상 통일적인 정의가 있는 용어는 아니다. 일반적
으로 광의로는 민법과 상법 이외의 특별법에 의거하여 제한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특수법인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협의로는 법률에 의해 직접 설립된
법인 또는 특별법에 의거하여 특별한 설립행위를 통해 설립된 법인(총무성설
치법)을 의미한다. 여기서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 또는 법률에 의
한 특별한 설립행위를 통해 설립된 법인이라는 의미는 그 법인의 신설, 설립
목적과 업무범위의 변경, 그 밖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제도의 개정
또는 폐지에 대해서는 총무성이 이를 심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특별법에 의해 특별한 설립행위를 통해 설립된 법인’은 해당 법인의 설립을
결정하고, 설립근거법에 의해 정부가 임명한 설립위원이 행하는 특별한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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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에 의해 설립된 법인을 의미한다. 즉, 여기서 ‘특별한 설립행위’란 정부
가 임명한 설립위원이 행한 설립에 관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田中一昭
2006, p. 90). 특수법인 중 법률에 의해 직접 설립된 법인은 공사형 특수법
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과거 공사로 존재하였던 일본국유철도, 일본전신전화
공사, 일본전매공사, 일본우정공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협의의 특수법인은 정부가 수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 또는 업
무가 기업적 경영에 적합한 성격을 띠고 있는 경우, 이 사업 또는 업무를 통
상의 행정기관이 담당하게 되면 각종 제도상의 제약으로 인해 능률적인 경
영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별법에 의해 독립적인 법인으로 설치된다.
특수법인은 국가적 책임을 담보하는 데 필요한 특별한 감독을 받기는 하지
만 그 밖의 측면에서는 가능한 한 경영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인정하여 능률
적인 경영을 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특수법인은 일반적으로 특별법에 의해 정부가 직접 설립한 법
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특수법인은 법인격을 확보하고 있고, 노동법의
적용, 인사제도 등은 통상의 사기업과 동일한 취급을 받고 있다. 그러나 특
수법인은 예산, 사업기획, 자금계획, 결재의 인가권, 법인의 장에 대한 임명
권을 주무대신이 가지고 있어 주무관청이 강력한 통제권을 확보한 점이 사
기업과 구별된다. 또한 특수법인의 신설개폐(新設改廢)는 행정기관과 같이
총무성의 심사 대상이 되고, 예산집행은 회계검사원의 검사대상이 된다는 점
도 사기업과 구별되는 특징적인 요소이다(眞溯勝 2009, pp. 117～118).

2) 특수법인과 유사 관련기관의 구분
가) 정부관계기관
정부관계기관 또는 정부계기관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그 자본
금을 전액 정부가 출자하며, 예산에 대해서는 국회의 의결이 필요한 기관을
의미한다. 정부관계기관을 정부로부터 분리․독립시켜 개별 기관으로 운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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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예산의 탄력성을 부여하여 기업적 경영을 도모하여 효율성을 제고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관계기관의
사업은 국가의 사업과 유사하기 때문에 정부관계기관의 예산은 일반회계․특
별회계의 정부예산과 동일하게 국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다(迫田英田
2010, p. 59). 단, 모든 정부 전액출자기관이 정부관계기관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정부관계기관의 예산에 계상되는 세입세출의 범위도 일부분으로 한
정되어 있다(이정만 2008, p. 219).
정부관계기관의 범위에는 독립행정법인과 특수법인의 일부가 포함되고 있
으며, 인가법인이나 공익법인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柿本与子 2007, p. 6).
그리고 정부관계기관은 주로 정책금융기관으로 재정투융자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관계기관의 운영 규모는 2008년 10월에 이루
어진 금융공기업 구조조정 및 민영화로 인해 대폭 감소하였다. [표 4-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2007년에는 7개의 정부관계기관이 존재하였으나,
2008년 10월 이후에는 3개 기관만 운영되고 있다. 이 중 오키나와진흥개발
금융공고와 주식회사일본정책금융공고는 특수법인에 해당하는 기관이며, 국
제협력기구 유상자금협력부문은 독립행정법인이라는 법적 형태를 띠고 있다.
❚ 표 4-2. 정부관계기관의 현황(2010년 현재 기준) ❚
2007년 현재 기준
기관명
농림어업금융공고
중소기업금융공고
공영기업금융공고
오키나와진흥개발금융공고
국제협력은행
일본정책투자은행
국민생활금융공고

설립연도
1953
1953
1957
1972
1999
1999
1949

2010년 현재 기준
기관명

설립연도

오키나와진흥개발금융공고

1972

주식회사 일본정책금융공고

1998

독립행정법인 국제협력기구
유상자금협력부문

1998

주: 1) 주식회사 일본정책금융공고는 농림어업금융공고, 중소기업금융공고, 국민생활금융공고, 국제협력은행의
국제금융 부분 등이 1998년 10월에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되어 설립됨.
2) 독립행정법인 국제협력기구 유상자금협력부문은 1998년 10월에 국제협력은행의 해외경제협력부문을
이관하여 설립되었음.
자료: 林信光(2007, p. 71)과 迫田英典(2010, p. 59)에 의거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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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독립행정법인
독립행정법인은 2001년 중앙성청 조직의 감량화와 효율화를 추진하기 위
한 방안의 일환으로 국가조직의 일부를 분리하여 최초 57개 법인으로 설립
되었다. 그 이후 특수법인 등 개혁과 공익법인 개혁 활동의 일환으로 독립행
정법인의 설립 및 통폐합 등이 이루어졌고, 2006년 4월 현재 기준으로 104
개 독립행정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03년에는 광의의 독립
행정법인의 범주에 해당하는 국립대학법인법이 제정되었고, 2004년에 국립
대학법인 및 대학공동이용기관법인이 설립되었다(곽채기 2009, p. 276). 독
립행정법인의 규모는 2005년에 113개로 확대되었으나, 그 이후 통폐합이 진
행됨에 따라 2010년 1월 현재에는 98개의 독립행정법인이 운영되고 있다(한
국조세연구원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 2010, p. 200).
일본의 독립행정법인제도는 국가가 실시하고 있는 사무와 사업 가운데서
국가가 스스로 주체가 되어 직접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민간부
문에 맡기는 경우, 당해 사업이 반드시 실시된다는 보장이 없고 또 사업이
실시되지 않을 경우에는 국민생활이나 사회경제의 안정에 현저히 지장이 초
래되는 사업을 국가의 행정기관이 아닌 별도의 독립행정법인을 설립하여 그
사업을 담당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또한 독립행정법인제도는 국가와는 별도
의 법인격을 보유하고 있는 독립행정법인을 설립하여, 이 법인이 자율성과
자주성을 가지고 사무와 사업을 효율적․효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宮脇淳․梶川幹
夫 2001, p. 66).
중앙정부 독립행정법인제도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제도화되었다. 우
선 1998년에 ‘중앙성청등개혁기본법’을 제정하여 독립행정법인 도입에 관한
방침을 정식으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1999년에는 독립행정법인제도의 골격
과 89개 사무․사업의 독립행정법인화 방침을 정한 ‘중앙성청 등 개혁의 추
진에 관한 방침’을 각의를 통해 결정하였다. 또한 중앙성청등개혁기본법에서

141

제4장 일본의 공기업 개혁정책의 변천과 성과 │

규정하고 있는 독립행정법인의 운영에 관한 기본 및 공통사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1999년에 ‘독립행정통칙법’을 제정함으로써 독립행정법인제도의 기본
적인 틀을 완성하였다. 이러한 통칙법의 근거에 따라 60개의 독립행정법인을
설치하는 법률(개별법)을 제정함으로써 2001년 4월에 57개의 독립행정법인
이 정식으로 발족하게 되었다(宮脇淳․梶川幹夫 2001, pp. 64～70).

다) 특수회사
일본의 특수법인 중에는 조직형태 측면에서 주식회사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바, 이를 통상 ‘특수회사’라고 부르고 있다. 특수회사는 특수법인
을 대상으로 조직․업무운영을 수정하여 민영화를 추진한 결과 ‘주식회사’라
는 조직형태를 취하게 되고, 특수법인의 자립적 경영기반이 확립된 단계에서
정부보유 주식의 매각과 해당 회사에 대한 정부 관여의 배제를 통해 완전민
영화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특수회사도 특수법인
의 일종으로서 총무성설치법에 의거하여 특수회사의 설립 근거법에서 규정하
고 있는 제도의 신설․개폐 등에 대해서는 총무성(행정관리국)이 심사를 담
당하고 있다(田中一昭 2006, p. 91).
특수회사의 설립․운영 사례를 예시적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과거 3
공사로 운영되었던 일본 국유철도, 일본 전신전화공사 및 일본 전매공사의
경우 1980년대에 민영화를 추진한 결과 특수회사 [여객철도주식회사 및 일
본화물철도주식회사(JR), 일본전신전화주식회사(NTT), 일본담배산업주식회사
(JT)]로 전환되었고, 기업적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조직․업무 운영방식을 개
혁하였다. 그 이후 JR 중에서 동일본회사, 서일본회사, 동해회사 등 3개 회
사의 경우에는 자립적 경영이 가능해짐에 따라 정부 보유 주식을 모두 매각
하고 특수법인으로서의 설립근거법을 폐지하여 완전민영화되었다. 나머지 특
수회사들은 현재에도 특수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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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인가법인
일반적으로 특수법인은 민․상법 이외의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기타 법인
으로서 그 설립형식을 기준으로 구분되고 있다. 그런데 그동안 특수법인에
대한 개혁 논의에서는 특수법인 이외에 소위 ‘인가법인’도 함께 개혁의 대상
으로 논의되어 왔다. ‘인가법인’은 특수법인 이외에 민․상법 이외의 특별법
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당해 특별법에 의해 설립 수가 제한되고, 국가에
의한 출자, 보조금, 그 밖의 재정조치, 임원 임명에 관한 관여 등 정부의 관
여 형태가 특수법인과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수법인과 함께 개혁의
검토대상이 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인가법인’도 법률상 통일적인 정의가 있는 용어는 아니다. 일반적으로 광
의로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설립에 있어서 소관 관할기관장의
인가를 요하는 법인을 가리키고 있으며, 최광의로는 설립에 있어 도도부현
지사 등의 인가를 요하는 것도 포함되고 있다. 그러나 협의로는 특별법에 의
해 설립된 법인 중 설립에 있어 국가의 인가가 필요하며, 설립 수가 하나로
한정되어 설립되는 법인을 의미한다(田中一昭 2006, pp. 91～93).
이와 같은 인가법인 사례로는 일본은행, 일본상공회의소, 국가공무원 등의
공제조합연합회 등 각종 공제조합, 평화기념사업특별기금 등이 있다. 이러한
인가법인에 대해서도 2001년 12월 19일에 결정된 ‘특수법인 등의 정리합리
화계획’(각의결정)에 의거하여 업무나 조직형태의 존재방식에 대한 개혁 작
업이 진행되어 왔다. 그 결과 국가공무원 등의 공제조합연합회 등 각종 공제
조합은 공제유형법인으로 이후 인가법인과 구별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였
다. 또한 대부분의 인가법인은 폐지, 민영화, 독립행정법인화되었고, 2005년
8월 현재 기준으로 인가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7개 법인에 불과한 실
정이다.
‘인가법인’과 ‘특수법인’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고, 법인 수가 한
정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인가법인은 원래 국가 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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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가 특정의 사무 또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민간 등의 관계자가 자주
적으로 설립하는 법인으로서 설립여부나 설립에 따른 정관 등의 내용은 해
당 법인의 설립 기초가 되는 법률의 규정 및 주무대신의 인가 기준의 범위
내에서 설립 발기인이 자주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에 비
해 특수법인은 국가의 의사에 따라 강제적으로 설립된다는 점에서 인가법인
과는 법률상 구별된다. 다만, 이러한 설립형식 이외의 측면, 즉 직원의 임면
등에 관한 국가의 관여, 국가의 출자․보조 등에 대한 법령․제도상의 제약
은 없고, 각 법인의 업무, 성격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해당 특별법 등에
서 규정하고 적용되고 있다(田中一昭 2006, p. 92).
인가법인은 대체로 1960년대 후반 이후 특수법인의 신설이 억제되는 상황
속에서 설립이 증가했다. 이로 인해 특수법인의 설립 억제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인가법인을 신설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이 국회 등에서도
문제로 제기된 바 있다. 또한 제2차 임시행정조사회(1981～83)에서도 “1960
년대 후반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특수법인과 다르지 않는 인가법인이 많이
설립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처음으로 행정개혁 대상에 인가법인을 정식으
로 포함시키게 되었다. 그 이후부터는 정부가 행정개혁을 논의하면서 특수법
인을 다룰 때에는 인가법인도 함께 논의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이처럼 인가법인은 특수법인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총무성설치법에
의거한 직접적인 심사의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인가법인을 대상으로 한 행
정개혁 논의가 전개되는 상황에서 1984년 이후부터 인가법인에 대한 신설
억제 노력이 전개되어 왔다. 또한 총무성은 인가법인의 신설이 추진될 경우
이를 특수법인으로 신설하는 것이 보다 적합한 것은 아닌가 하는 관점에서
점검을 행하고 있다.

마) 재투기관(재정투융자기관)
재투기관, 즉 재정투융자기관은 재정투융자의 대상이 되는 기관을 지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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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법인형태의 구별과 직접 관계는 없다. 즉, 재투기관은 정부의 공
적자금을 운용하는 주체가 되는 공공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매년 국회에 제
출되는 재정투융자계획에 의하면 특수법인, 독립행정법인 외에도 재정투융자
의 대상이 되는 중앙정부의 특별회계, 지방자치단체 등이 재투기관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並河信乃 2002, p. 23; 柿本与子 2007, p. 8).

다. 특수법인의 유형과 특성
특수법인의 범주에는 공사, 공단, 사업단, 공고, 은행, 금고, 영단, 특수회
사, 기금, 공제조합 등 다양한 경영형태가 포함되어 있다. 이들 특수법인의
유형별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김명식 2005, pp. 135~138; 오승은
2004, pp. 136~141).

1) 공사
공사는 특수법인 중에서도 가장 공공적 성격이 강한데, 종전에 국가의 특
별회계로 경영하던 국유철도사업, 담배 등의 전매사업 또는 공중전기통신사
업을 독립채산성이 강한 공공기업체로서 독점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특수법인
으로 전환한 것이다(오승은 2004, p. 141). 즉, 공사는 정부가 전액 출자한
독립적인 공법인이며, 공공기업체 등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았다. 또한 다
른 특수법인에 비해 규모가 크고 독점적 사업이며, 독립채산제가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야마모토 히데오 외, 심재권 옮김 2003, p. 56).
공사는 정부사업의 공사화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1980년대 중반 이후 민
영화 과정을 거치면서 특수회사로 전환되었거나, 완전민영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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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단
공단의 업무성격을 하나로 정의하기는 쉽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개괄적인
특징이 있다. 첫째, 사회적 요청이 강한 공공사업(사회간접자본시설을 충실하
게 하기 위한 공공투자)을 시행하고 있다. 둘째, 사업규모가 비교적 크고 복
잡하여 자금을 민간 또는 지방공공단체로부터 지원받아 관리한다. 셋째, 경
영상 독립채산성을 가지고 있다. 넷째, 업무 처리 방법, 사업계획, 수지예산
등을 주무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김명식 2005, p. 135).

3) 사업단
사업단은 사업 내용상 공통성이 없다. 자본구성도 전액 정부출자인 것, 정
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인과의 공동출자에 따른 것이 있다. 공단과의
차이점은 공단이 공공사업을 대상으로 함에 반해 사업단은 기타 국가의
경제정책, 사회정책을 담당한다. 그리고 공단보다는 기업성이 적고 본질
적으로 독립채산성을 기대하지 않으며 규모도 적은 편이다(김명식 2005,
pp. 135~136).

4) 공고(公庫)
공고는 공공+금고의 합성어로서 금융사업을 운영하는 전액 정부출자법인
이며, 정책 금리에 따라 특정 대상에게 융자를 행하고 일반 금융기관의 보완
적 역할을 하는 것이다. 공고의 예산과 결산에 대해서는 ‘공고의 예산 및 결
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고 정부의 예산과 같이 국회의 통제가 행해지며 결
산보고서 또한 국회에 제출된다(김명식 2005, p. 136).

5) 은행
은행은 전액 정부출자이며 정책금리에 따른 특정 대상을 상대방으로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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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금융기관의 보완적 역할을 하는 점은 공고와 거의 비슷하고 또한 예산
및 결산에 대해서도 공고와 마찬가지로 국회의 통제를 받는다. 그러나 은행
에 대해서 특별히 은행의 명칭을 사용하고 공고와 구분하는 이유는 업무의
운영에 있어서 가급적 기업성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경영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공고가 업무방법서,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주무장관의 인가
를 받도록 되어 있음에 비하여 은행은 단순히 업무방법서만 작성하도록 되
어 있다(김명식 2005, pp. 136～137).

6) 금고
금고는 종합금융을 운영하는 법인이며, 중소기업등협동조합, 상공조합 등
을 소속 구성원으로 하여 출자한 자로서 여기에 정부가 출자하여 계통 금융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김명식 2005, p. 137).

7) 영단(營團)
영단은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설립되었기 때문에 영단의 이름을 갖지만
업무내용 등을 보면 지금의 공단에 가깝다(김명식 2005, p. 137).

8) 특수회사
특수회사는 상법상 주식회사이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상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러한 법인은 정부 또는 특수법인으로부터 출자가 있고 임
원 선임, 사업계획 작성 등의 측면에서 정부가 관여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특수법인보다 그 관여 정도는 약한 편이다(김명식 2005, pp. 137~138).

9) 기금
기금이 공고와 다른 점은 대체로 일정 범위의 사람(예컨대 회원)을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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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업무를 행하고, 예산과 자금계획 등은 주무장관의 인가를 받는 데 그치며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김명식 2005, p. 138).

10)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사단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자본금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점
이 특징이다(김명식 2005, p. 138).

라. 특수법인의 순기능과 역기능
특수법인의 순기능적 역할로는 첫째, 민간기업으로서는 불가능한 거대 프
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전후 거대한 댐 건
설, 고속도로 건설, 신간센 건설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둘째,
민간을 선도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주택공단
은 도시 주거환경 개선을 주도해 왔고, 공고 형태의 정책금융기관은 민간에서
는 수행할 수 없는 저리의 장기융자기능을 수행해 왔다(眞溯勝 2009, p. 120).
그러나 특수법인은 1960년대 이후 다양한 역기능으로 인한 비판에 직면하
였고, 지속적인 개혁의 대상이 되어왔다.59) 특수법인의 역기능, 즉 특수법인
의 개혁필요성에 대한 논거로는 기능의 중복에 따른 비효율성, 패밀리기업과
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성60), 민간사업 압박론(민간사업과의 경쟁 및 구
축 효과), 관료의 낙하산 인사에 대한 비판 등이 있다(眞溯勝 2009, p. 120).

59) 이 부분 내용은 이하의 특수법인 개혁의 배경과 필요성에 대한 논의와 중복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략하게만
논의하기로 한다.
60) 패밀리기업은 특수법인과의 거래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등 특수법인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민간기업을
지칭한다. 패밀리기업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비효율 문제는 패밀리기업이 특수법인과의 계약을 독점하거나
높은 가격으로 특수법인에 납품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眞溯勝 2009, p.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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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수법인의 설립 운영 현황과 지배구조
가. 특수법인 설립의 연혁
현대 국가에서는 국가의 행정활동 가운데 기업적 경영에 적합한 분야에
대해서는 공기업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일본에서도
메이지(明治) 정부에 의한 관영공장 설립을 효시로 하여, 제2차 세계대전
중․후에 걸쳐서 각종 경제규제를 담당하는 공단 등이 설립되었다. 그 이후
전후 부흥과 고도경제성장기를 거치면서 국가의 행정기능이 사회경제 여러
분야로 급속히 확대되면서 각종 특수법인이 차례로 설립되기에 이르렀다. 이
와 같은 일본의 특수법인 설립의 역사적 전개 과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田中一昭 2006, pp. 112～114).

1)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특수법인 설립 경위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관업․특수법인 등의 형태로 주로 다음과 같은
세 개 분야를 중심으로 정부가 공기업을 설립하였다.
첫째, 산업육성의 관점에서 산업이 미발달한 분야에서 민간의 자본력, 위
험부담 능력, 기술력 등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국가가 선도적으로 사업을
진흥시키기 위해 특수법인들을 설립하였다. 메이지 초기의 부강(富岡) 제사
공장, 심천(深川) 시멘트 공장, 1901년에 설립된 제철소, 1934년에 설립된
일본통운과 제국석유 등이 이러한 범주에 해당한다. 그 외에 메이지 이후 순
차적으로 설립된 특수은행으로서 특정의 정책적 목적을 위한 금융업무를 수
행하는 橫浜正金銀行, 北海道拓殖銀行, 日本勸業銀行, 日本興業銀行 등이 있
다. 이러한 특수법인들은 민간자본이 성숙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민영화되었
고, 재벌형성의 기반이 되었다.
둘째, 국가정책 수행의 관점에서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각종 군수공장,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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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염전전매사업 등이 있다. 또한 교통․통신사업도 국가가 경영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셋째, 사회정책적 관점 등에서 민간사업을 보완하기 위해 특수법인을 설립
하였다. 그러한 사례로 1936년에 설립된 상공조합중앙금고, 1944년에 설립
된 일본육영회 등이 있다.

2)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특수법인 설립 경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특수법인 설립의 역사는 다음과 같은 4개 시기로 구
분할 수 있다.

가) 종전~1948년: 부흥과 통제의 시대
패전으로 괴멸상태가 된 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 부흥금융공고, 산업부흥
영단, 무역공단 등을 설립하였다. 또한 통제경제하에서 주요 물자의 가격조
정과 통일적인 공급을 수행하기 위해 주류배급공단, 비료배급공단, 식료배급
공단, 석유배급공단 등을 설립하였다. 이러한 특수법인들은 생산기반과 시장
기능 정비에 따라 1952년까지 모두 폐지되었다.

나) 1949~55년: 공공기업체(공사)의 설립
이 시기에 3공사(일본전신전화공사, 일본전매공사, 일본국유철도)가 공공기
업체(공공기업체 등 노동관계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형태로 정부의 직할
기관(정부부처 형태의 공기업)에서 독립하였다. 그 직접적인 계기는 당시 격
화되었던 노동문제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공공기업체 설립의 계기가 된 것
은 1948년 7월의 맥아더 서한이고, 미국에서 성공한 TVA가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이 서한에서는 “철도, 통신, 염전, 인삼, 담배에 관한 정부사업에 한
해서는 그 직원들을 일반 공무원에서 제외하는 것도 좋다. 그러나 이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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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러한 사업을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적당한 방법에 의해 공공기업
체가 조직되어야만 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다) 1955~65년: 고도경제성장과 사회간접자본 복지의 충실
이 기간 동안 총 76개의 특수법인이 설립되었다. 대규모 공공사업의 실시
주체인 일본주택공단, 일본도로공단이 설립되었고, 지역별․산업별 정책금융
기관으로 훗카이도동북개발공고, 공영기업금융공고, 의료금융공고가 설립되었
다. 또한 공적연금, 사회보험의 적립금 증대에 따라 적립금의 환원 융자 및
복지 운영을 위한 법인으로 연금복지사업단, 노동복지사업단, 고용촉진사업단
등이 설립되었다. 그 이후 연구소나 조사․개발기관의 성격이 강한 법인 등
이 설립되었다.

라) 1965년 이후: 설립의 억제와 정리 합리화
이상과 같이 특수법인의 설립이 팽창하면서 원래 특수법인은 공공성과 기
업성의 양립을 이념적 가치로 설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영이 반드
시 효율적이지 않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또한 특수법인의 임원이 국가공
무원 퇴직자의 재취직(소위 ‘낙하산’) 대상으로 활용되고 있는 문제점 등이
노정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수법인의 팽창에 대한 비판을 초래하게 되었
다. 이로 인해 1963년에 행정관리청설치법을 개정하여 특수법인 신설 등에
대해서 행정관리청의 심사를 받도록 하였다. 또한 1964년에는 제1차 임시행
정조사회의 답신을 통해 특수법인 등의 개혁이 제시되었다.
한편 특수법인의 설립이 억제된 결과, 소위 인가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가
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설립된 인가법인들 중에는 실질적으로 특수
법인과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는 ‘숨어 있는 특수법인’이 있다는 의문을 초래
하기도 하였다. 그 결과 1965년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특수법인의 설립을 억
제하고, 기존의 특수법인에 대한 정리합리화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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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현재의 특수법인 설립 운영 현황
2010년 1월 1일 현재 기준으로 특수법인의 종류와 기관 운영현황을 살펴
보면 [표 4-3]과 같다. 특수법인에는 공사, 사업단, 공고, 금고․특수은행, 특
수회사, 기타 등의 종류가 있고, 이 중에서도 특수회사가 그 대종을 점하고
있다. 전체 32개의 특수법인 중에서 26개가 특수회사로 구성되어 있다.
❚ 표 4-3. 일본 특수법인의 종류와 기관 수 현황 ❚
종류

2006. 4. 1

2008. 10. 1

2010. 1. 1

공
사
사 업 단
공
고
금고․특수은행
특수회사
기
타

1
1
6
3
20
7

1
1
26
3

1
1
26
4

38

31

32

합

계

주: 1) 2007년에 일본우편공사가 민영화(특수회사로 전환)되고, 2008년에 3개 특수은행이 민영화(특수회사
로 전환)된 이후에는 공사, 금고․특수은행 형태의 특수법인 사례는 존재하지 않음.
2) 2010. 1. 1 후생노동성 산하에 일본연금기구가 신설됨.
자료: 行政管理硏究セソタ-(2007, p. 104; 2009, p. 53) 등에 의거하여 작성.

일본의 특수법인 설립․운영 규모 변화 추이를 분석해 보면 [표 4-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1955년에 33개였던 특수법인의 규모가 계
속 증가하여 1970년대에는 지속적으로 110개 내외를 유지할 정도로 괄목할
만하게 팽창되었다가 1980년에 단행된 행정개혁 작업으로 특수법인 정리 노
력이 전개되면서 규모가 점차 축소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에서
1990년대에 걸쳐 추진되었던 수차례에 걸친 행정개혁 활동에도 불구하고 특
수법인의 규모는 소폭 감소하는 데 그쳤다. 그러다가 1997년의 정리합리화
계획에 의해 특수법인 개혁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기 시작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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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4. 일본 특수법인의 설립․운영 규모 변화 추이 ❚
연도

1955

1965

1975

1985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2010

기관수

33

104

113

98

92

77

38

25

27

31

32

자료: 行政管理硏究セソタ-(2009), p. 52등에 의거하여 작성.

❚ 그림 4-2. 일본 특수법인의 설립․운영 규모 추이 ❚

자료: 行政管理硏究セソタ-(2009), p. 52에 의거하여 작성.

결정적으로는 2001년의 정리합리화계획을 통해 당시 74개였던 특수법인 설
치 규모가 2010년에는 32개로 대폭 축소되었다.
2010년 1월 1일 현재 특수법인으로 설립․운영되고 있는 특수법인의 종
류 및 해당 기관의 구체적인 내역을 살펴보면 [표 4-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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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5. 특수법인 설립․운영 현황(2010년 1월 1일 현재 기준) ❚
특수법인의 종류

기관명

설립일자

사업단(1개)

일본사립학교진흥․공제사업단

1998. 1. 1

공 고(1개)

오키나와진흥개발금융공고

1972. 5.15

일본전신전화주식회사
동일본전신전화주식회사
서일본전신전화주식회사
일본우정주식회사
우편사업주식회사
우편국주식회사
주식회사 일본정책금융공고
주식회사 일본정책투자은행
주식회사 상공조합중앙금고
일본담배산업주식회사
간사이국제공항주식회사
훗카이도여객철도주식회사
규슈여객철도주식회사
시코쿠여객철도주식회사
일본화물철도주식회사
도쿄지하철주식회사
나리타국제공항주식회사
동일본고속도로주식회사
중일본고속도로주식회사
서일본고속도로주식회사
수도고속도로주식회사
한신고속도로주식회사
혼슈시코쿠연락고속도로주식회사
일본알콜산업주식회사
일본환경안전사업주식회사
수출입․항만관련정보처리센터주식회사

1985. 4. 1
1999. 7. 1
1999. 7. 1
2006. 1.23
2007.10. 1
2007.10. 1
2008.10. 1
2008.10. 1
2008.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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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0. 1
2006. 4. 1
2004. 4. 1
2008.10. 1

일본방송협회
방송대학학원
일본중앙경마회
일본연금기구

1950.
1981.
1954.
2010.

특수회사(26개)

기 타(4개)

자료: 行政管理硏究セソタ- (2009), p. 53에 의거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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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
7. 1
9.16
1. 1

❚ 표 4-6. 정부관계기관의 현황(2007년 현재 기준) ❚
기관명

설립연도

설립 목적

농림어업금융공고

1953

농림어업 생산력 유지․증진, 자금의 융통

중소기업금융공고

1953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

공영기업금융공고

1957

가스, 수도 등 지방 공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오키나와진흥개발금융공고

1972

오키나와 개발을 위한 자금 공급

국제협력은행

1999

일본정책투자은행

1999

국민생활금융공고

1949

일본 및 국제경제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자금
공급
경제사회의 지속적 발전, 풍요로운 국민생활의 실현
및 지역경제의 자율적 발전에 공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장기자금의 공급
일반국민의 사업자금 및 환경위생 관계 영업에 대한 융자

자료: 林信光(2007).

다. 특수법인의 지배구조
특수법인은 국가가 출자하고, 설립근거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무와 사
업을 적절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권한, 세제상의 특례 등 우대조치를 부여
하고 있는 동시에 그 적정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해 설립근거법 등에 의거하
여 정부의 감독, 국회 등의 통제를 받고 있다(田中一昭 2006, pp. 95～98).
특수법인의 운영 및 관리제도를 중심으로 특수법인의 외부지배구조를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1) 예산과 결산
특수법인은 일반적으로 매년 예산, 사업계획, 자금계획을 작성하여 주무대
신(주무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또한 해당인가와 관련하여 주
무대신은 재무대신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예산상 정부 관계기관으로 분류되
고 있는 공고(公庫), 은행의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예산 집행은 일정 범위에서 이용, 유용, 이월, 예비비의 사용 등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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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대신의 인가를 요하지 않는 등 탄력적인 조치가 가능하다.
결산에 있어서는 재무제표(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를 작성하
여 주무대신의 승인을 받고, 주무대신에게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다.

2) 업무와 권한
특수법인 중에는 법률에 의해 독점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권한을 부여받
은 기관도 있으며, 사업의 수행에 강제징수권, 토지수용권 등 행정기관과 동
일한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 기관도 있다. 한편 사업 수행에 업무수행방법에
관한 문건을 작성하여 주무대신의 인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특
수법인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가격(요금, 대부금리 등)은 일반적으로 주
무대신의 인가를 받아 결정된다. 그리고 업무 수행에 수반되는 세금과 관련
해서는 법인세, 소득세, 사업세, 인지세, 등록면허세 등이 비과세되는 법인이
대부분이다(田中一昭 2006, p. 96).

3) 자금의 조달
특수법인에 필요한 자금조달에 있어서 재정적 기초는 정부로부터 출자를
통해 확보하는 경우가 많고,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민간으로부터 출자를 받
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금은 요금 등의 사업수입, 재정투융자 자
금의 차입, 정부보증채의 발행 등을 통해 확보하고 있다. 국가로부터 보조금
등을 받고 있는 법인도 많다. 자금의 차입, 채권발행에 대해서는 주무대신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田中一昭 2006, p. 97).

4) 임직원의 임명 및 신분
특수법인의 임원은 주무대신이 임명하거나 주무대신의 인가를 받아 법인
의 장이 임명한다. 그리고 직원의 채용과 임명은 법인에 위임하고 있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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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법인은 국가의 행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국가공무원의 신분을
부여하지는 않고 있으며, 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과거 일본
우정공사의 경우 직원에게 국가공무원 신분을 부여하였으며, 일부 규정을 삭
제한 후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한 바 있다. 따라서 특수법인의 직원 채용은 법
인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고, 직원의 복무․신분에 있어서도 법
령상 비밀유지의 의무 등 최소한의 제약이 정해져 있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
지는 법인에 위임하고 있다. 또한 직원의 근무조건은 노사교섭에 의해 결정
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다만, 급여의 경우 법인의 인건비에 관한 예산사항
으로서 재무성과 협의가 요구되는 법인이 많다(田中一昭 2006, p. 97).
특수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업무 성격으로 인해 임직원에게 비밀유지의
의무를 과하고 있는 법인이 많은 것 외에도 법인의 임직원에게 공정하게 직
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그 직무에 대해서 국가의 업무와 동일한 보호를 부여
하기 때문에 형법의 벌칙(공문서 위조, 공무상 비리, 공무집행방해 등) 적용
에 있어서는 공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5) 주무대신의 감독
주무대신은 법률의 시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수법인의 업무에
대해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법인에 보고를 요구
하고, 사전 검사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직무상 업무위반 등이 있
는 경우에 주무대신은 해당 사무에 대한 집행책임을 지고 있는 임원을 해임
하는 것이 가능하다(田中一昭 2006, p. 98).

6) 수평적인 통제와 조정
특수법인에 대한 감독은 일차적으로 주무대신이 수행하지만, 통일적․수평
적 관점에서 제도, 인사, 재무 등에 대해서는 내각관방, 재무성, 총무성 등에
의한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내각관방은 특수법인 임원의 인사와 보수․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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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금 등에 관여하고 있고, 총무성은 특수법인의 신설과 제도의 개정․폐지에
대한 심사, 특수법인의 평가 등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재무성은 법인의 예
산 등 재정에 대한 조정을 담당하고 있고, 회계검사원은 국가가 자본금의
1/2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등에 대한 회계검사(회계검사원법 제22조
제5호 및 제6호)를 실시하고 있다(田中一昭 2006, p. 98).

3. 특수법인 등의 정비 및 민영화 추진
가. 특수법인 개혁의 배경과 필요성
1973년의 제1차 오일쇼크 이후 일본경제가 고도경제성장기에서 안정성장
기로 이행하고, 사회경제의 급격한 변화와 구조적인 재정 사정의 악화라는
상황이 전개되면서 정부의 역할 자체에 대한 수정이 요구되었다. 그 일환으
로 제2차 임시행정조사회 등에서 특수법인 개혁이 제안되었고, 이에 근거하
여 특수법인의 합리화 및 민영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사실상 일본에서는 1965년을 전후하여 특수법인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
점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설립 억제와 정리합리화 노력을 전개하게 되
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법인 수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팽창하였다.
1946년에 21개였던 특수법인 수가 1975년에는 최대 113개까지로 늘어났다.
이처럼 특수법인의 규모가 팽창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특수법인 정비 노력
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田中一昭 2006, p. 114).
다양한 분야에서 설립된 특수법인은 행정 수요의 다양화․고도화에 대응
하고, 공공사업, 정책금융, 연구개발 등 폭넓은 분야에서 각 성청 등과의 긴
밀한 제휴 아래 다양한 정책실시 기능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특수법인 중
일부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설립 당시의 사회적 수요를 대체적으로 달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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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의 변화와 함께 그 역할이 변질․저하되었다. 또한 민간사업자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국가 관여의 필요성이 저하되는 등 특수법인 존립의
타당성과 정당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개혁 활동
이 수차에 걸쳐 전개되어 왔다(並河信乃 2002, pp. 33～49).
또한 특수법인은 공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을 경영이념으로
설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효율성이 높지 않았고, 경영손실이 누적되
면서 재정위기를 초래하는 특수법인도 존재하였다. 또한 특수법인의 임원은
국가공무원 퇴직자의 ‘낙하산’ 인사 대상으로 활용되는 문제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수법인이 안고 있는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점과 관련하여 1997년 12월
에 정리된 행정개혁회의 최종보고에서는 ① 경영책임의 불명확성, ② 사업운
영의 비효율성․불투명성, ③ 조직․사무의 자기증식성, ④ 경영의 자율성
결여 등을 제시하였다.61)
한편 특수법인 등에 대해서는 2001년도 예산기준으로 약 5조 2,800억 엔
(국공채부담금 등은 제외)의 보조금 등이 지원되고 있고, 약 24조 4,100억
엔의 재정투융자 자금을 받는 등 정부로부터 대규모의 재정지출․차입 등이
이루어지고 있어 중장기적인 재정지출의 감축 및 효율화나 재정투융자 개혁
등과 관련해서도 근본적인 재검토가 요구되었다.
따라서 특수법인 등(특수법인 외에 인가법인이 포함됨)의 개혁은 특수법인
등이 안고 있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에 근거하여 중요한 국가기능을 유효
하게 수행하기에 적합한 ‘간소하고 효율적이고 투명한 정부’를 실현하기 위
한 행정구조 개혁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61) 오승은(2004, pp. 141~143)은 특수법인 개혁의 필요성을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경영책임의 불명확성, 경영자
율성의 결여, 보편성․명확성의 확보, 조직․업무의 자기증식성 등으로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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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특수법인 등의 합리화 민영화 추진 활동
1) 2001년 이전의 특수법인 개혁
일본에서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특수법인의 정리 및 합리화 활동이 시작된
것은 1960년대 이후이다. 1960년대 이후 특수법인 개혁을 위한 주요 활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並河信乃 2002, pp. 50～62; 田中一昭 2006, pp. 115～
118).
첫째, 제1차 임시행정조사회(1964년): 공사․공단 등 특수법인의 남설 경
향과 운영의 비효율성을 비판하면서 특수법인의 기준 수립과 해당 기준에
기초하여 정리합리화 방안이 제안되었다. 그 결과 19개 법인의 폐지, 통합,
민간법인 등의 개혁이 이루어졌다.
둘째, 1980~81년의 행정개혁: 1980~81년에 행해졌던 행정개혁은 일본철
도건설공단과 KDD(국제전신전화주식회사)에서 부조리 발생 등을 배경으로
일률적 감축 방식에 의한 법인의 통폐합 방안이 제안되었다. 즉, 소관 법인
이 10개까지인 성청에서는 1개 법인, 11개 이상의 성청에서는 2개 법인 이
상의 감축을 목적으로 하여 통폐합계획을 입안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10개
성청의 18개 법인이 감축되었다. 이 외에 법인 임직원의 인사, 급여 등의 적
정화, 특수법인에서의 국고 납부 등이 도모되었다.
셋째, 제2차 임시행정조사회(1981년 3월~1983년 3월): 국철 등 3공사의
개혁을 시작으로 하는 특수법인 등에 관한 개혁방안이 채택되었고, 수차에
걸쳐 답신이 제출되었다. 공사 개혁에 대해서는 3공사의 민영화, 합리화를
제언하였고, 특수법인 등 개혁에 대해서는 7개 법인의 통폐합, 20개 법인의
민간 법인화, 44개 법인의 사업 축소 등이 제언되었다.
넷째, 1995년의 특수법인 등 정리 합리화: 여당에서 특수법인 개혁의 논
의를 근거로 하여, 모든 특수법인에 대해서 사업의 역할을 재평가하고, 조직
형태에 대해서 통폐합, 민영화와 사업감축을 포함한 사업의 합리화․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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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한 ‘특수법인 등의 정리합리화 계획’이 1995년 2월 24일에 각의 결정
되었다. 이 각의 결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통폐합, 민영화 등의 조직형
태 개혁이 추진되었다.
￭ 신기술사업단과 일본과학기술정보센터의 통합(1996년 10월 1일 시행)
￭ 소금전매제의 폐지와 일본담배산업주식회사 소금전매사업의 민영화
(1997년 4월 1일 시행)
￭ 사립학교교직원공제조합과 일본사학진흥재단의 통합(1998년 1월 1일 시행)
￭ 사회보장연구소의 폐지(기능은 후생성의 시험연구기관으로 이관됨)
￭ 축산사업단과 사탕류가격안정사업단의 통합(1996년 10월 1일 시행)
￭ 석탄공해사업단과 신에너지․사업기술종합 개발기구(NEDO)의 통합
(1996년 10월 1일 시행)
￭ 아시아경제연구소와 일본무역진흥회(JETRO)의 통합(1998년 7월 1일 시행)
￭ 철도정비기금과 선박정비공단의 통합(1997년 10월 1일 시행)
￭ 중소기업퇴직금 공제사업단과 건설업․청주제조업․임업퇴직금 공제조
합의 통합(1998년 4월 1일 시행)
￭ 소방단원 등 공무재해보상 등 공제기금의 민간법인화(1997년 4월 1일 시행)
￭ 이 외에 일본전신전화주식회사(NTT)의 재편(1999년 7월 1일 시행),
국제전신전화주식회사(KDD)의 완전민영화(1998년 7월 30일 시행),
일본국유철도청산사업단의 폐지(1998년 10월 22일) 등이 행해졌다.
한편 일본수출입은행과 해외경제협력기금의 통합에 대해서도 1995년 3월
31일에 각의 결정되었고(1999년 10월 1일 시행), 특수법인의 재무정보 등의
공개를 추진하고, 투명성 확보를 위한 ‘특수법인의 공시제도’가 각의 결정되
었다(1995년 12월 19일).
1995년에 각의 결정된 ‘특수법인 등 정리 합리화방침’의 경우에는 같은 해
말의 행정개혁대강과 1996년 12월 25일에 각의 결정된 ‘행정개혁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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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구체적인 개혁실시 시기가 정해지는 등 충실한 추진이 도모되었다.
다섯째, 1997년의 특수법인 등 정리 합리화: 1997년에는 여당에서 특수법
인 개혁의 의논을 근거로 하여, 특수법인의 정리․합리화에 대해서 3차에 걸
친 각의 결정이 행해지고, 법인의 폐지, 통합, 민간법인화가 결정되었다.
￭ 1997년 6월 6일에 각의 결정된 ‘특수법인 등 정리합리화계획’에서는
국립교육회관, 연금복지사업단, 농지정비공단, 고용촉진사업단, 주택․
도시정비공단의 폐지, 전원개발주식회의 민영화 등의 방침이 결정되었
다. 또한 인가법인에 대해서는 농업공제기금, 섬유산업구조개선사업협
회, 조선업기반정비사업협회의 폐지, 중앙노동재해방지협회, 중앙직업
능력개발협회의 민간법인화 등의 조치가 포함되었다.
￭ 1997년 9월 24일에 각의 결정된 ‘특수법인 등 정리합리화계획’에서는
일본개발은행, 훗카이도동북개발공고의 폐지, 일본수출입은행과 해외경
제협력기금의 통합(1995년 3월 각의 결정의 확인), 국민금융공고와 환
경위생금융공고의 통합, 중소기업신용보험공고와 중소기업사업단의 통
합, 상공조합 중앙금고의 자립화 등의 방침이 결정되었다.
￭ 1997년 12월 26일에 각의 결정된 ‘특수법인 등 정리합리화계획’은 지
금까지 여당에서 추진한 특수법인 개혁을 집대성한 것에 근거하여 결
정된 것이고, 공통사항과 개별법인의 정리합리화 사항의 2부로 구성하
여 개혁의 방침을 제시하였다.

2) 2001년의 특수법인 등 정리합리화계획의 추진
일본에서 특수법인 등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개혁은 2000년 각의 결정에
의해 확정된 ‘행정개혁대강’에서 개혁의 주요 대상으로 설정하였던 특수법인
등의 개혁을 위하여 2001년에 각의 결정된 ‘특수법인 등의 정리합리화계획’
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 계획에 의거하여 163개의 특수법인 등에 대하여 원
점(zero-base)에서 사업을 철저히 재검토하여 폐지, 민영화, 독립행정법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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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되었다. ‘특수법인 등의 정리합리화계획’에서는 특
수법인의 개혁을 위해서 취해야 할 조치의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
였다(곽채기 2009, p. 250).
첫째, 특수법인 등(인가법인 포함)은 폐지되는 기관 이외에는 조직 형태를
재검토하여 민영화(특수회사화, 민간법인화, 완전민영화), 독립행정법인화 등
을 취한다. 또한 법인사업의 성격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취급할 수 있다.
둘째, 특수법인 등의 민영화, 독립행정법인화 등을 실시하는 경우, 어느
형태에 대해서도 특수법인 등에 대해 지적되고 있는 폐해(경영책임의 불명확
성, 사업 운영의 비효율성, 조직․업무의 자기증식성, 경영자율성의 결여 등)
를 가능한 한 극복할 수 있도록 제도설계 및 운용에 유의하여야 한다.
셋째, 현재의 특수법인 등에 대한 공무원의 재취직과 관련해서는 예를 들
어 퇴직금이 너무 높은 것은 아닌지, 각 부성 OB 인사 관리의 일환으로 취
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 국민의 엄격한 비판에 직면해 있다. 공무원의
재취직에 관한 기본적인 관점은 공무원제도 개혁에 관한 종합적 관점으로부
터 결론이 나야 할 문제이지만, 이번 특수법인 등 개혁과 관련해서도 국민의
엄격한 비판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한다.
이러한 기본방침에 따라 개별 기관별 개혁 활동을 전개한 결과 2009년 4
월 현재 기준으로 개혁 대상인 특수법인ㆍ인가법인의 총 163개 법인 중 148
개 법인에 대한 법률개정 등의 조치가 완료되면서 조직 형태가 정비되었다.
이 중 특수법인의 경우, 77개 법인에 대해 법률개정을 통해 9개 법인이 폐
지되었으며 4개 법인은 통합, 31개 법인은 민영화되었고 30개 법인은 독립
행정법인으로 전환되었다. 특수법인과 인가법인에 대한 조치는 다음과 같다
(한국조세연구원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 2010, p. 232).
- 폐지: 17법인(석유공단, 간이보험복지사업단, 일본육영회 등)
- 통합: 4법인(국민공고, 농림공고, 중소공고, 국제협력은행)
- 민영화: 43법인(동경지하철(주), 나리타국제공항(주), 도로관계4공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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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행정법인화: 39법인(국제협력기구, 수자원기구, 농축산업진흥기구 등)
- 공제조합: 45법인(일본담배산업공제조합 등)
이와 같이 2001년 이후 특수법인 등 정리합리화계획에 따른 개혁으로
2008년까지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약 2조 엔의 재정지출을 삭감하는 효과를
창출하였다.

❚ 표 4-7. 특수법인 등 정리합리화계획에 따른 재정지출의 삭감 ❚
(단위: 조 엔)
2001년

△1.12

2002년

2003년

△0.24

2004년

△0.04

2005년

△0.06

2006년

△0.30

2007년

△0.14

2008년

△0.07

자료: 한국조세연구원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2010), p. 233.

한편 낙하산 인사문제는 특수법인 등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제
기되어 왔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1
년에 각의 결정된 공무원제도 개혁 대강에 의하여 관리직 공무원(일반직과
특별직)이 퇴직 후 2년 이내에 특수법인, 인가법인 등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는 내각총리대신에게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국가공무원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재취업 등 감시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眞溯勝 2009, pp. 68～69).

3) 2001년의 특수법인 등 정리합리화계획에 따른 주요 민영화 추진 사례
가) 도로공단 민영화
일본도로공단 등 도로관계 4공단62)은 2005년 10월 1일 6개의 고속도로

62) 도로관계 4공단이란 일본도로공단, 수도고속도로공단, 한신고속도로공단, 혼슈시코쿠연락교공단 등의 4공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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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와 공단의 자산ㆍ채무를 인수받은 독립행정법인인 일본고속도로 보
유ㆍ채무변제기구로 재편되어 ‘민영화’되었다. 도로공단의 민영화는 2001년
의 특수법인 등 정리합리화계획에 따른 민영화 추진 활동의 주요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특수법인 등 정리합리화계획에서는 사업의 채산성이 높고, 국가
가 관여할 필요성이 낮은 법인, 기업적 경영을 통해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인, 민간으로 이양되어도 동종의 사업이 가능한 법인은 원
칙적으로 민영화를 실시하는 것으로 개혁방향을 설정하였다(곽채기 2009, p.
250).
일본은 2001년 12월 19일 각의에서 결정된 ‘특수법인 등 정리합리화계획’
에 기초하여 일본도로공단, 수도고속도로공단, 한신고속도로공단, 혼슈시코쿠
연락교공단의 민영화를 위해 2002년 6월 17일에 도로관계 4공단 민영화추
진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이 추진위원회는 ‘의견서’의 제출까지 약 반 년 동
안 35회에 달하는 심의를 거듭하고, 추진위원회의 검토결과는 2002년 12월
6일에 ‘의견서’로서 내각총리대신에게 제출되었다. 이 ‘의견서’에 기초하여
일본정부는 2004년 3월 9일에 ‘도로관계 4공단 민영화관계 4법안’을 각의에
서 결정하였다. 이 법안은 그 후 국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되어 공포되었고
2005년 10월 1일에 시행되었다(石井陽一 2007, pp. 42～58).
그러나 고속도로정비계획의 전 노선 건설이 가능하게 된 민영화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민영화’라는 껍데기는 고이즈미 수상이 취했지만 ‘고속도로
건설’이라는 알맹이는 자민당 도로족이 취하는 결과를 낳았다. “불필요한 고
속도로는 앞으로 만들지 못하게 하겠다. 약 40조 엔으로 늘어난 빚을 조기
에 변제한다.” 이것이 도로관계 4공단 민영화 논의 시작의 주목적이었다. 그
러나 계획되었던 약 9천km의 고속도로가 모두 건설되고, 주식회사 뒤에는
정부가 존재하는 구도로 변질되었다. 신회사가 신규 노선을 자주적으로 건설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표면적인 것이고, 최종적인 결정권은
국토건설성의 심의회가 잡고 있다. 정부는 주식의 1/3 이상을 보유하고, 대

165

제4장 일본의 공기업 개혁정책의 변천과 성과 │

표이사의 선임에 간섭할 수 있다. 자금조달수단이 되는 사채에는 정부의 보
증까지 존재한다(현대일본학회 2008, p. 432).
이처럼 도로공단 개혁 과정과 그 결과를 분석해 보면 국토교통성과 도로
족, 지방자치단체의 연합전선에 의해 개혁 추진이 왜곡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은 성청, 족위원, 관련단체의 삼자로 구성되는 ‘하위정부(subgovernment)’
의 이익을 해치는 개혁의 경우에는 관료가 수상의 의향에 반하여 족의원이
나 관련단체와 연계하여 저항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현대일본학회
2008, p. 432).

나) 우정공사 민영화
일본은 우정사업을 현업 또는 정부관계기업으로 운영하여 왔으며, 2001년
중앙정부 조직개편 과정에서 총무성 산하의 우정사업청(2001. 1)으로 분리하
였다. 2년간 운영되던 우정사업청은 2003년 4월에 우정공사로 전환되었다.
1969년 우정심의회에서 우정사업의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영에서 공사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 처음 제기된 이후 30여 년이 경과한 다음에
우정공사화 방안이 실현되었다.
그러나 2001년에 취임한 고이즈미 정부는 우정사업이 민간의 자금을 과잉
흡수함으로써 민간부문의 활력을 떨어뜨린다는 기본 논지를 바탕으로 우정사
업 민영화를 강력히 추진하였다. 우정사업 민영화를 메이지 이래의 대개혁이자
구조개혁의 핵심으로 설정한 고이즈미 내각은 2005년 8월 8일 참의원에서 부
결된 우정민영화 관련법안을 9.11 총선의 자민당 압승을 배경으로 재상정시켰
고, 결국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일본우정공
사는 준비단계, 이행단계를 거쳐 2017년까지 완전민영화할 계획이다.
일본에서 우정사업 민영화가 단행된 데는 고이즈미 총리의 리더십, 미국․
WTO 등 해외의 개방 압력, 일본 내 민간부문의 민영화 압력, 파벌정치 및
족의원의 퇴조 등 국내 정치적 요인이 작용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고이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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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의 리더십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전황수 2008, p. 133).
우정민영화 관련 법률에 따라 민영화 준비과정(법률공포-2007. 9)을 거쳐
2007년 10월에 법적으로 민영화된 일본우정공사는 정부가 100% 지분을 보
유한 지주회사인 일본우정주식회사(JP)가 4개의 사업별 자회사(우체국회사,
우편사업회사, 우편저금은행, 우편보험회사)를 거느리고 있다.
앞으로 2017년 9월까지 이행단계를 거쳐 2017년 10월에 완료단계에 도
달하기까지 정부가 추진해야 할 민영화 계획은 다음과 같다. 이행단계에서
우편사업회사와 우편국회사의 주식은 지주회사가 전액 보유하지만, 우편저금
회사와 우편보험회사에 대해서는 2017년 9월까지 단계적으로 완전 처분하여
민영화를 실현한다. 또한 정부는 이행기간 동안 지주회사의 주식 매각을 시
작하되, 발행한 총 주식 수의 1/3이 넘는 주식은 보유한다. 이 기간 동안 일
본우정공사에 근무하던 임직원은 현행 공무원에서 일반인 신분으로 전환된다.
2017년 이후의 민영화 완료 단계에서는 정부가 지주회사의 지분 1/3을
초과해 보유하고, 지주회사는 우편사업회사, 우편국회사를 100% 자회사로
보유한 형태가 된다. 또한 민영화 완료 시점에서는 4개의 운영회사 간 상호
출자를 인정하게 되어 정부에 의한 우편저금은행과 우편보험회사의 지배가
허용된다. 우정민영화 관련 법률에 명시된 대로 채산성이 낮은 지방우체국
운영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하여 지주회사는 주식매각이익과 배당수입 일부를
재원으로 보전금을 마련하여 지방우체국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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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3. 일본우정공사의 민영화 과정 ❚

자료: 行政管理硏究セソタ-(2007). p.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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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은 단계별 민영화 추진 과정에서 민영화 진척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보고할 수 있는 관리․감독기구의 설치가 민영화법안에 의해 의무화되
어 있다. 10년에 걸친 민영화 과정에서 총무성 외에 우정민영화위원회, 민영
화추진위원회본부, 민영화위원회 등 세 개의 위원회는 민영화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수행하고, 신규 사업 진출건에 대한 자문 및 승인 기능을 수행
한다. 우정사업 민영화에 대한 전반적인 감독을 수행하게 될 4개 기관의 구
성 및 역할은 [표 4-8]과 같다.
이와 같이 일본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은 우정공사 민영화는 2007년 10
월 일본 우정주식회사가 지주회사로서 그 산하에 우편사업주식회사, 우편국

❚ 표 4-8. 일본우정공사 민영화 감독기구 ❚
우정민영화위원회

총무성

민영화추진
위원회본부

민영화위원회

대표

다나카 나오키

장관

총리

-

규모

5명

-

모든 각료

-

역할

신규사업 진출에
대한 내용을
보고받아 의견서
작성 후 총무성에
제출

-신규사업진출에
대한 승인
-승인은 총리 및
민영화추진위원회
에 의해 검토

민영화 과정을
총괄적으로 관리

보고
체계

-민간부문에 해가
될 수 있는 신규
진출건에 대한
자문을 총무성에
제공
-3년마다 민영화
진척 상황 검토

-우편민영화위원회
로부터 신규 사업
진출건에 대한
의견을 보고받음

민영화 후에
전문가로 구성된
감독그룹을
구성하여 민영화
이후의 성과를
측정하고 자문할 수
있도록 함

민영화
이후의
역할

2017년 3월 이후
해산

2017년 3월
이후에도 내각에서
활동

2017년 3월 이후
해산

민영화추진위원회
보좌

-

2017년 3월
이후 해산

자료: 박재석․문성철(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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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주식회사우정은행, 주식회사간보생명보험을 두고 그룹영업을 개시
함으로써 종결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고이즈미 정부 구조개혁의 최대 성과로
서 높이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정권 교체가 일어난 후, 2010년 현재 민주당 정부에 의해
기존의 우정 민영화 방안이 수정되고 있다. 즉, 2009년 민주당의 정권 교체
를 계기로 기존의 완전민영화 계획을 수정하고, 우정그룹에 대한 정부 지분
보유비중을 확대시키는 것으로 개혁의 형태를 전환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09년 12월 우편저금은행과 우편보험회사의 지분을 당분간 매각할 수 없도
록 하는 ‘우정주식매각동결법’을 가결하였고, 2010년 3월 현재 금융우정상인
가메이 시즈카가 우정개혁의 수정안을 발표하였다(한국조세연구원 공공기관
정책연구센터 2010, p. 239).
이러한 우정개혁의 되돌리기는 경제위기로 인한 국가경제 위축, 우정사업
을 둘러싼 이권구조 문제 등에 원인이 있다. 우선 주가 하락으로 인해 우정
그룹의 지분을 헐값으로 매각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따라 민영화 회의
론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금융위기 이후, 국가 고용 위축 문제를 타결하는
것이 정책 입안자들의 과제가 되었다. 이에 따라 우정민영화를 중지함으로써
민영화 추진 이후 21만 3,000여 명까지 증가한 우정그룹의 비정규직을 정규
직으로 전환시키려 하고 있다. 그리고 우정그룹으로 유입되는 자금은 예산ㆍ
정부채 매도를 활용하지 않고 정책자금을 손쉽게 동원할 수 있는 통로이다.
이때문에 이를 경제위기에 어려움을 겪는 산업 등에 대한 정책자금 제공으
로 사용하려 하고 있다. 우정그룹의 자금으로 여태까지 쉽게 투자를 확보하
였던 특수법인ㆍ지방공기업 등 정부 내외 주체들이 민영화에 반대하고 있다
(한국조세연구원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 2010, p.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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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책금융개혁과 특수법인의 통폐합 및 민영화
가. 정책금융기관 개혁의 의의와 필요성
일본의 정책금융기관은 정책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 각 부처에서 설
립한 금융기관으로 주택금융지원기관, 중소기업지원기관 및 특정사업지원기
관 등으로 구분된다.
일본은 관 주도의 경제구조로 인해 금융산업에서 정부계 금융기관이 차지
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금융환경의 변화, 글로벌화의 진전 등으로
정책금융기관의 구조 개혁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1980년대 후반부터 정책금
융기관 예산규모의 비대화, 비효율성, 민간금융기관에 대한 구축효과 등에 대
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정책금융의 개혁 논의가 수차례에 걸쳐 제기되었으며,
1990년대 후반 이후 본격적인 개편작업이 시작되었다(김세종 2009, p. 87).
또한 일본에서 정책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은 정책자금의 조달(입구)과 운용
(출구)을 관리하는 재정투융자제도 중에서 공적자금의 운용 또는 출구를 개
혁하는 과제와 연계되어 있다. 재정투융자는 재정투융자채(財投債)의 발행
등 중앙정부의 신용으로 조달한 각종 공적자금을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
여 각종의 공공기관에 투자(출자)하거나 융자(대부)하는 활동을 말한다. 즉
정책적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민간금융으로는 곤란한 장기자금을 공급하거나
대규모․초장기사업의 실시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의 특별회계(사회
자본정비사업특별회계 등), 정책금융기관((주)일본정책금융공고 등), 독립행정
법인(도시재생기구 등), 특수회사((주)일본정책투자은행 등), 지방자치단체 등
에 대하여 자금을 대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迫田英典 2010, p. 265).
그런데 이러한 현재의 재정투융자제도는 2001년에 단행된 재정투융자 자금
조달방법에 대한 개혁과 2001년에 각의 결정된 특수법인 등 정리합리화계획
에 의한 재정투융자 대상사업 및 재투기관(163개 특수법인 및 인가법인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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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재투대상기관은 38개 법인)에 대한 대규모 개혁의 결과로 형성되었다.
2001년에 재정투융자제도를 개혁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眞溯勝
2009, pp. 238～239). 첫째, 재정투융자는 민간금융시장의 발전을 저해했을
가능성이 있다. 회사채 발행이 용이한 우량기업에 대해서도 일본정책투자은
행 등이 융자를 해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채시장의 확대를 지연시켜 왔
을 가능성이 높다. 둘째, 대규모의 자금이 시장을 통하지 않고 배분되어 왔
다는 점이다. 그 결과 풍부한 자금을 배경으로 역사적 사명이 끝난 특수법인
이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여 존속을 도모해 왔다. 또한 특수법인 중에는 재정
투융자 자금을 활용하여 정보공개를 하지 않은 채 자회사나 손자회사를 설
립하고, 낙하산 인사의 대상으로 활용하였다. 한마디로 말해서 재정투융자제
도는 특수법인의 생명유지의 장치로서 기능하여 왔다. 셋째, 재정투융자 규
모의 비대화 문제가 있었다. 우편저금, 공적연금의 적립금 등 중앙정부의 제
도와 신용에 의해 조달된 자금은 대장성 자금운용부로 전액 예탁의무가 부
과되어 자금운용부에서 관리․운용되어 왔다. 이러한 자금운용방법은 재정투
융자 규모의 비대화를 초래하였고, 자금조달의 확장과 재정투융자 출구의 확
장 간에 직접적인 관계는 없더라도 자금이 풍부하면 재정투융자의 대상이
되는 특수법인 등은 쉽게 자금을 요구하고 심사도 느슨하여 재정규율이 약
화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입구가 확대되면 거의 자동적으로 출구도 확장되
는 상황이 전개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1년에 재정투융자개혁을 단행하여
대장성 자금운용부를 폐지하였고, 우편저금과 연금적립금을 자금운용부에 예
탁하는 의무가 폐지되어 금융시장을 통해 자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 시장체
제로 전환되었다.63) 그 결과 종전 자금운용부로부터 자동적으로 자금을 지

63) 2001년 재정투융자제도 개편 이전에 재정투융자의 자금원은 일반회계, 산업투자특별회계, 자금운용부자금, 간이
보험자금, 정부보증채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중에서도 우편저금, 후생연금․국민연금 등으로 조성되는 대
장성의 자금운용부 자금이 전체 자금의 80% 전후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이정만 2008, p.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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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받던 특수법인은 자주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게 되었다.64) 이처럼 재정투융
자제도의 입구와 출구 사이에 거리가 발생함에 따라 재정투융자자금의 보조
금적 성격이 약화됨에 따라 투융자자금 운용기관은 민간기관과 크게 다르지
않게 되어 민영화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거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나. 정책금융기관 구조 개혁의 과정과 결과
정책금융개혁의 큰 줄기는 2000년 12월에 발표한 행정개혁대강, 2001년
12월에 결정된 특수법인 등 정리합리화계획 등을 통해 마련되었다. 즉, 특수
법인 등 정리합리화계획에 의거하여 주택금융공고는 융자업무를 축소하고 증
권화업무를 중심으로 독립행정법인화를 추진하였다. 그리고 국민생활금융공
고, 중소기업금융공고, 농림어업금융공고, 오키나와진흥개발금융공고, 국제협
력은행, 상공조합중앙금고, 일본정책투자은행, 공영기업금융공고 등 8개 정책
금융기관의 업무범위, 규모, 조직 등의 개혁방안에 대한 검토안은 총리산하
의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김세종 2009, pp. 88~91).
2002년 10월 7일 경제재정자문회는 ‘정책금융의 근본적인 개혁에 관한
기본방침’을 확정하였다. 이 방침에 의하면 공익성이 높고 리스크 평가가 어
려운 영역으로 정책금융의 업무영역을 제한하는 기준이 마련되었으며, 정책
금융기관의 폐지 및 민영화를 포함한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대출 잔액
의 대폭적인 삭감 목표 등 구체적인 논점을 정리하였다. 그러나 심각한 디플
레이션 불황 및 불량채권의 처리과정에서 민간금융기관의 대출거부 문제가
표면화되자 경제재정자문회의는 2002년 12월 13일 ‘정책금융개혁에 관하여’
를 통해 2004년 말까지 정책금융기관을 활용한 불량채권 집중처리기간으로

64) 2001년 재정투융자제도 개편 이후 특수법인은 자체 신용력을 바탕으로 재정투융자기관채를 발행하거나 정부
보증채의 발행을 인정받는 방법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였다. 이러한 자체 재원조달능력이 부족한 특수법인은
정부가 금융시장에서 재정투융자채를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으로부터 융자를 받게 되었다(眞溯勝 2009, p.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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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하고, 2005~07년까지를 정책금융기관의 개혁 검토 및 준비 기간, 2008
년 이후에는 새로운 정책금융체제로 이행한다는 대원칙을 공표하였다(김세종
2009, p. 91).
이러한 로드맵에 따라 2006년 5월 26일 제정된 ‘간소하고 효율적인 정부
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개혁추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특별회계 개혁, 총인건
비 개혁과 함께 정책금융개혁을 행정개혁의 중점분야로 설정하고 개혁의 기
본방침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정책금융기능을 크게 축소하고, 둘
째, 대출 잔액 대비 GDP 비율을 50% 삭감하며, 셋째, 정책금융기관을 1개
기관으로 통폐합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이 법률에 따라 국민생활금융공고,
농림어업금융공고, 중소기업금융공고, 오키나와진흥개발금융공고, 국제협력은
행 등 5개 기관의 조직과 기능이 재편되었다.
5개 정책금융기관을 하나로 통합한 새로운 정책금융기관은 (주)일본정책금
융공고로 2008년 10월에 출범하였다. 다만, 오키나와진흥개발금고와의 통합
은 2012년 이후에 추진하는 것으로 유예되었다. 또한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융자업무를 수행하는 일본정책투자은행과 기업재생 등 새로운 금융
기법을 제공하는 상공조합중앙금고의 경우에는 더 이상 정책금융으로서 역할
이 없다고 보고 민영화를 선택하게 되었다. 그 결과 2008년 10월에 각각
(주)일본정책투자은행과 (주)상공조합중앙금고로 개편되어 특수회사로 전환되
었다. 특수회사로 전환하는 민영화 이후에 5~7년 기간 동안 정부출자금 전
부를 처분하고 설립근거법을 폐지하여 완전민영화로 이행할 예정이다. 그리
고 국제협력은행의 해외경제협력에 관계되는 엔차관업무를 독립행정법인인
국제협력기구(JICA)로 통합하였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인수, 공동
발행 등의 업무를 수행해온 공영기업금융공고는 폐지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
로 이관하는 방안을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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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4. 2008년의 정책금융개혁에 따른 특수법인의 통폐합 및 민영화 ❚

자료: 行政管理硏究센センタ-(2009), p. 95에 의거하여 작성.

다. 정책금융기관 개혁의 성과
일본의 정책금융기관의 개혁은 재정투융자제도의 입구 문제와 더불어 출
구 문제를 해소하는 마지막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정책금융기관을 1개의
단일기관으로 통합하여 공적자금의 배분에 관한 의사결정을 투명하게 하고,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점은 정책금융시스템의 효율성 개선 및 재정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재정투융자에 의한 자
금흐름을 ‘관에서 민으로’ 전환하는 것은 작은 정부의 실현을 통해 정부부문
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정부지출을 삭감하려는 정부개혁 방향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기관통폐합 이후에도 기존의 정책금융사업이 계속 유지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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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모의 축소, 민간으로의 업무 이양, 인원․점포의 통폐합 등의 측면에
서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5. 특수법인 등의 민영화 완전민영화 민간법인화 추진
가. 특수법인 등의 민영화 완전민영화
일본에서 ‘민영화’라는 용어에 대한 법률상의 통일적인 정의는 없다. 그동
안 추진해 왔던 특수법인 등의 개혁에서는, 현재 국가와 독립행정법인, 특수
법인 등의 공적 섹터가 직접 실시하고 있는 사무와 사업을 민간 섹터에 위
임하는 방향으로 옮기고 있는 과정을 ‘민영화’라고 지칭하는 것이 대부분이
다. 이 경우 가장 광의에서는 공적 섹터의 사무․사업을 민간 섹터로 위탁
(민간위탁)하는 것을 민영화의 한 유형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지만, 통상
은 조직형태 또는 경영형태의 민간 섹터로의 이관 또는 그 방향성에의 이행
을 민영화로 지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동안 전개되어 왔던 행정개혁에서는 종래 국가와 특수법인 등의 공적
섹터가 담당하고 있던 사무․업무에 대해서, 조직․경영형태를 주식회사 형
태로 이행하는 것을 ‘민영화’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조직․경영형태를 민
법상의 공익법인 등으로 전환하는 경우와 민간법인화 하는 경우도 ‘민영화’
의 한 유형으로서 이해되고 있다(田中一昭 2006, p. 93).
예를 들어 국철과 전전공사의 민영화에 있어서는, 구 공사의 조직형태를
상법(회사법)상의 주식회사로 이행하는 것(주식회사화)을 민영화로 인식하였
다. 이 경우 새로운 회사에 대한 정부출자(주식보유)는 유지되고 있으며, 엄
밀한 의미에서 국철과 전전공사가 ‘민유․민영(民有․民營)’의 법인으로 이행
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일본의 특수법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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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행정개혁에서는 ‘민유․민영’의 조직으로 이행하는 것을 ‘민영화’라고
지칭하고 있다.
민영화를 단행한 이후에 일본공항, KDD, JR 3사(동일본, 서일본, 동해)와
같이 자립적인 경영기반이 확립되고, 정부가 보유하는 모든 주식을 매각하는
방침이 결정된 단계에서는 민영화된 특수법인의 설립근거법을 폐지하게 된
다. 이러한 경우를 ‘완전민영화’라고 말한다.
이와 같은 ‘민영화’와 ‘완전민영화’라는 관점에 의거하여 일본국철(특수법
인: 공사)과 여객회사(민영화된 기업) 간의 차이점, 그리고 전전공사(특수법
인: 공사)와 NTT(민영화된 법인) 간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면 [표 4-9] 및
[표 4-10]와 같다.

❚ 표 4-9. 일본국철과 JR 여객회사의 비교 ❚
구분

일본국철

여객회사

근거법

일본국유철도법
(소화 23년 법률 제256호)

여객철도회사 및
일본화물철도주식회사에 관한 법률
(소화 61년 법률 제88호)

법인격

공법인(정부조직과 거의 동일함)

특수회사(민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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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재 : 내각,
부총재․이사 : 인가)
▪국회에 의한 예산 결의
▪국회에 결산 제출
▪운임법정주의
(재정법, 일본국유철도운임법 등)
▪예정노선의 법정(철도부설법)
▪사업의 양수 : 허가
▪운영선의 양수 : 원칙 금지

▪신주발행, 사채모집, 차입금의 인가
▪대표이사 선임 및 해고 결의의 인가
▪사업계획의 허가(국철 사업법)
▪운임인가제
▪사업종별, 노선별 면허
▪사업의 양수․양도․허가

노동관계

공기업체 등 노동관계 법 등의 적용

노동조합법의 적용

자료: 石井陽一(2007), p.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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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10. 전전공사와 NTT의 비교 ❚
구분
근거법
법인격

사업의 범위

국가에 의한
규제

노동관계

전전공사
일본전신전화공사법(공사법)
공법인
▪공중전기통신사무
▪부대업무
▪목적달성 업무
▪수탁업무(한정적)

▪총재․부총재는 내각이 임명,
감사는 경영위원회가 임명
▪예산은 우정상을 거쳐 국회가 의결
▪결산은 우정상이 승인
▪중요한 전기통신시설의 양도는
국회가 의결
▪보편적 서비스 제공의 의무

공기업체 등 노동관계법 등의 적용

NTT
일본전신전화 주식회사법(NTT법)
특수회사(민법, 상법․회사법의 적용도 있음)
▪국내 전기통신사업
▪부대사무(성령)
▪목적달성 업무(우정상 인가). 그 밖에
주식회사로 인정되어 있는 업무는
가능(출자, 차입, 사채, 보증,
자금운용 등)
▪대표이사․감사의 임면은 총무상의
인가, 외국인은 배제
▪정부는 주식의 3분의 1 이상 보유,
외자는 3분의 1 미만
▪매 연도의 사업계획은 총무상의 인가
▪결산은 총무상에게 보고
▪중요한 전기통신 시설의 양도는
총무상이 인가
▪보편적 서비스 제공의 의무
노동 3법의 적용

자료: 石井陽一(2007), p. 114

이처럼 일본에서는 특수법인의 민영화가 특수회사 이외 특수법인의 경영
형태를 특수회사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1980년대 이후
민영화된 대부분의 특수법인들이 특수회사의 형태로 존치하며, 정부가 여전
히 지배적인 소유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표 4-11. 일본 중앙정부의 특수회사 지분소유 현황 ❚
주무
부처

총
무
성
(6)

정부소유 지분
세부 사항
재무대신 33.71%
그 외 시도 0. 04%

특수회사명

설립일

일본전신전화주식회사

1985. 4. 1

33.75%

동일본전신전화주식회사

1997. 7. 1

100%

일본전신전화주식회사 100%

비중

서일본전신전화주식회사

1999. 7. 1

100%

일본전신전화주식회사 100%

일본우정주식회사
우편사업주식회사
우편국주식회사

2007. 10. 1
2007. 10. 1
2007. 10. 1

100%
100%
100%

재무대신 100%
일본우정주식회사 100%
일본우정주식회사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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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11. 계속 ❚
주무
부처
재
무
성
(4)
경제
산업성
(2)

국
토
교
통
성
(13)

환경성
(1)

정부소유 지분
세부 사항
재무대신 50.01%
재무대신 100%
재무대신 100%

특수회사명

설립일

일본담배산업주식회사
주식회사일본정책금융공고
주식회사일본정책투자은행

1985. 5. 1
2008. 10. 1
2008. 10. 1

비중
50.1%
100%
100%

수출입항만관련정보센터주
식회사

2008. 10. 1

100%

재무대신 100%

일본알코올산업주식회사

2006. 4. 1

33.33%

재무대신 33.33%

상공조합중앙금고

2008. 10. 1

46.46%

재무대신 46.46%

간사이국제공항주식회사

1984. 10. 1

77.60%

국토교통대신 59.01%,
대판부 10.94%, 재무대신
7.65%

나리타국제공항주식회사

2005. 10. 1

100%

국토교통대신 90.01%,
재무대신 9.99%

훗카이도여객철도주식회사

1987. 4. 1

100%

독립행정법인철도건설ㆍ운수
시설정비지원기구 100%

시코쿠여객철도주식회사

1987. 4. 1

100%

독립행정법인철도건설ㆍ운수
시설정비지원기구 100%

규슈여객철도주식회사

1987. 4. 1

100%

독립행정법인철도건설ㆍ운수
시설정비지원기구 100%

일본화물철도주식회사

2004. 4. 1

100%

독립행정법인철도건설ㆍ운수
시설정비지원기구 100%

도쿄지하철주식회사

2004. 4. 1

100%

재무대신 53.42%, 도쿄도
46.58%

동일본고속도로주식회사

2005. 10. 1

100%

국토교통대신 99.6%,,
재무대신 0.04%

중일본고속도로주식회사

2005. 10. 1

100%

국토교통대신 99.95%,
재무대신 0.05%

서일본고속도로주식회사

2005. 10. 1

100%

국토교통대신 99.9%,
재무대신 0.01%

수도고속도로주식회사

2005. 10. 1

77.60%

국토교통대신 49.99%,
도쿄도 26.72%, 그 외 시도
23.29%

한신고속도로주식회사

2005. 10. 1

90%

국토교통대신 50%, 대판부
14.4%, 그 외 시도 11.2%

혼슈시코쿠연락고속도로주
식회사

2005. 10. 1

100%

국토교통대신 66.63%
그 외 시도 33.7%

일본환경안전사업주식회사

2004. 4. 1

100%

환경대신 100%

자료: 조세연구원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2010), 주요국의 공공기관 II: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독일 ,
한국조세연구원, p.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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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특수법인 등의 민간법인화
제2차 임시행정조사회의 최종답신에서는 특수법인 등 개혁의 한 방법으로
민간법인화를 제시하였다. 국가로부터의 출자를 폐하고, 업무운영에 대한 국
가의 관여도 필요최소한으로 하는 것에 의해 법인의 자립적인 운영으로 이
행시키는 것이고, 완전한 민영화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비슷한 효과를 얻도
록 하는 것이다.
제2차 임시행정조사회의 최종답신에 의하면, ‘자립화’는 특수법인 등이 정
부출자 등에 의존하는 체질에서 탈피하여 자립적으로 운영을 행하는 것이고,
‘민간화법인’은 그 사업이 제도적으로 독점되지 않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田中一昭 2006, p. 94).
첫째, 상법 또는 민법상의 법인으로 국가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의 출자가
제도상 및 실질적으로 없는 것.
둘째, 상법 또는 민법 이외의 법률에 기초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법률상
수가 한정되어 있지 않고, 국가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출자가 제도상 및
실질적으로 없는 것.
셋째, 첫째와 둘째 이외의 법인에서 다음의 모든 요건에 해당하는 것.
(a) 국가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의 출자가 제도상 및 실질적으로 없는 것
(b) 직원의 선임이 자주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
(c) 사업의 경상적 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사업 수입으로 확보되고, 국가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부터의 보조금 등에 의존하지 않는 것
민간법인화된 법인은 여전히 형식상으로는 특수법인 또는 인가법인의 요
건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위에서 제시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에 의해 자립화
를 도모하고, 실질적으로 민간법인으로의 전환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제2차 임시행정조사회의 답신에 의해 20개의 특수법인 등이 민간법인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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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이 중 17개의 법인이 민간법인화되었다.
그 이후 특수법인 등의 개혁에서도 이 민간법인화 방법이 활용되었으며,
2001년 특수법인 등 정리합리화계획에서는 민간법인화된 특수법인․인가법
인은 제2차 임시행정조사회 제5차 답신(1983년 3월 14일)에서 제시한 ‘자립
화의 원칙’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는 원칙 아래 ① 민상법에 기초하는 법인,
② 특별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법률상 수를 한정하지 않는 것, ③
특별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법률상 수를 한정하는 것 등의 순으로
민간법인화의 가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새로운 많은
법인이 민간법인화되었다. 또한 민간법인화된 특수법인과 인가법인에 대한
국가의 지도감독을 통일적․체계적으로 실시한다는 관점에 따라 특별법에 의
해 설립된 민간법인의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기준(2002년 4월 26일 각의 결
정)이 정해져 있다.

6. 소결
일본의 중앙정부 공기업 부문은 광의의 관점에서는 독립행정법인, 특수법
인, 인가법인 등이 포함될 뿐 아니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일부 사업도 실
질적인 공기업 부문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중앙정부 공기업, 국
가공기업의 핵심적인 법적형태는 특수법인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그동안 일
본의 공기업 개혁정책은 특수법인의 정비(통폐합, 법적형태의 전환)와 민영
화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그런데 일본의 특수법인은 통칙법에 의거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마련
되어 있지 않다. 총무성이 특수법인에 대한 신설개폐에 대한 심사업무를 담
당하고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주무대신에 의한 관리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특수법인 관리제도를 OECD에서는 분권화 모델(sector
model)로 지칭하고 있다. 이러한 분권화 모델은 개별 기관별 특수성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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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차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 측면에서는 장점을 발휘할 수 있으나, 주무관
청의 강력한 통제권으로 인해 경영자율성을 제약하고, 주무부와 산하 특수기
관 간 이해관계의 공유로 인해 근본적인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
는데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일본의 특수법인은 특별법에 의해 정부가 설립한 법인이라는 관점에
서 공기업의 한 형태로 분류되고 있으나, 특수법인의 범주에 포함되는 기관
의 성격을 분석해 보면 행정대행적 성격의 법인, 민간적 성격의 법인, 조합
적 성격의 법인 등이 혼재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통준칙에 따른 특수
법인 지배구조가 설계되어 있지 않아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책
임경영체제를 명확하게 구축하기 어려운 약점을 노정하고 있다.
그 결과 일본에서는 1960년대 중반 이후부터 특수법인과 민간법인을 대상
으로 한 행정개혁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왔으나, 특수법인의 운영 규
모를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2001년에 수립된 특수법인
등의 정리합리화계획과 2008년의 정책금융개혁 조치가 성공적으로 추진됨으
로써 1975년에 최대 113개까지 확대되었던 특수법인을 32개로 대폭 감축하
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 과정에서 임무를 완수한 특수법인의 폐지, 유사 중
복기능을 수행하는 특수법인의 통폐합, 독립행정법인으로의 전환, 특수법인의
민영화․완전민영화․민간법인화 등의 전략을 적절히 구사하였다.
이러한 특수법인 개혁전략 중에서 민영화와 완전민영화를 개념적으로 구
분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민영화는 공사․공단 형태의
특수법인을 특수회사 형태의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고, 완전민
영화는 민영화된 특수법인, 즉 특수회사에 대한 정부보유 주식을 완전히 매
각하고 특수법인의 설립근거법을 폐지하여 완전한 민간법인으로 전환하는 것
을 의미한다. 그런데 민영화된 특수법인의 경우에는 민영화 이전에 비해 경
영자율성이 상당한 정도로 확대되고, 경영성과 측면에서도 개선된 결과를 보
여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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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은 국가 혹은 지방정부 등 공공기관이 소유권을 지니는 기업의 형
태를 의미한다. 민간기업에 비교할 때, 공기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국가
등의 소유로 인해 피인수합병(takeover)이나 도산(bankruptcy)의 위협으로부
터 보호받는다는 점이다. 피인수합병과 도산의 위협에서 자유로움, 여기에
덧붙여 해당 산업 내 독점적 지위 등의 특징이 결합되면서 대부분의 공기업
은 시장에서 소비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선택을 받으며 기업의 존립근거를
확인받는 경쟁력 확인 과정을 생략하게 되고, 비효율(inefficiency)의 문제에
봉착하기 쉽다. 분명한 소유주의 부재 또는 상이한 목적을 추구하는 복수 소
유주의 존재 등으로 인한 주인-대리인 문제(principal-agent problem)로 인
해 공기업의 비효율 문제는 더욱 심화되기도 한다.
국가경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지만, 비효율의 문제를 언제나 내포하
고 있는 공기업을 혁신하려는 움직임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주기적으로 전면
에 등장한다. 영국의 경우 1970년대 후반 대처 정부의 등장과 함께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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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와 비슷한 시기 미국의 레이건 정부는
항공산업 등에 대한 규제를 해제하며, 전 세계적인 민영화의 추세를 분명히
하였다. 일본 역시 1970년대 정부의 재정적자를 겪으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
한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1980년대 초부터 공기업의 개혁이 현실적인
문제로 검토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와 1990년대는 정치적 지형에서의 보
수화 바람과 맞물려, 민영화의 흐름이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발견되는 시기였
다. 1990년 사회주의권의 몰락은 구 사회주의 국가에서 국영기업의 쇠퇴를
촉진하는 계기로 작용하였으며, 사회주의권의 몰락에서 비켜 있던 중국에서
조차 국영기업의 비효율 문제가 경제성장과 체제 유지의 심각한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국영기업에 대한 구조적인 조정에 돌입할 수밖에 없었다.
공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각국의 노력은 공기업 통제시스템의 변화,
다운사이징, 최고경영진의 성과측정과 성과평가 및 임명방식의 변화, 최고경
영진 이외의 지배구조의 변화, 경영관리에서의 혁신, 지분 또는 자회사의 매
각, 공기업 자체의 민영화, 유사사업영역에서의 통폐합 등 매우 다양한 형태
로 구체화되어 왔다.
제5장에서는 제2, 3, 4장에서 상세하게 설명된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
공기업 정책의 추진 과정과 성과를 비교하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고자
한다. 아울러 이러한 비교 과정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향후 공기업 개혁정책
에 활용될 수 있는 시사점을 발견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3국의 공기업 규모와 국가경제에서 역할 및 위상, 그리고 공기업의 정의 및
유형 분류를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공기업 정책의 흐름과 과정을 이해
하기 위해서는 각국에서 공기업이 차지하는 역할과 규모의 상이함을 우선적
으로 고려해야 기계적인 비교를 탈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라마다 상이한
공기업의 유형 분류 역시 각국의 특수한 공기업 정책을 이해하는 데 선행되
어야 할 내용이다.
공기업의 규모와 역할 및 유형 분류의 비교 이후에는 지배구조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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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정책의 배경과 목적 비교, 공기업 개혁의 내용, 공기업 개혁정책의 성과,
그리고 개혁 정책의 문제점 등 다섯 가지에 초점을 두어 비교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중국과 일본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향후 진행되는 공기업의
개혁정책을 위한 시사점을 발굴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이후의 각 절에서는 공기업의 정의 및 유형분류, 공기업 지배구조, 공기업
개혁 배경과 목적, 공기업 개혁의 시기별 내용 및 핵심 이슈, 공기업 개혁정
책의 성과와 문제점 등 주요 5개 부문에 대하여 3국을 비교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한국의 공기업 개혁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 한 중 일 3국 공기업 정책의 비교
가. 공기업의 규모와 위상
공기업은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2000
년대 초 국가의 전체 GDP 중에서 공기업이 담당하는 비중은 아프리카의 경
우 15%, 아시아의 경우 8%, 남미의 경우 6%에 달하였다 2005). 1990년대
초 사회주의로부터 자본주의로의 전환을 겪은 구사회주의 국가의 경우 공기
업이 2000년대 초 부가가치액의 20~40%, 전체 고용인구의 5% 이상을 점
할 정도로 공기업의 역할이 국가경제에서 지대하였다. 자본주의의 역사가 오
래된 서구선진국의 경우에는 에너지, 교통, 전화 및 텔레콤 등 인프라 부문
에 공기업이 한정된 경우가 많으나, 구사회주의 국가에 비해 상대적인 중요
성이 낮을 뿐 여전히 상당히 중요하다(OECD 2005).
한․중․일 3국에서 공기업의 규모를 살펴보고 아울러 국가경제에서 차지
하는 중요도와 위상을 살펴보는 것은 3국 공기업 정책의 비교 분석을 위해
필요하다. [표 5-1]에서 알 수 있듯이, 한․중․일 3국 중 국가경제에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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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는 공기업의 비중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 압도적으로 크다. 한국과
일본의 경우 공기업의 자산가치나 공기업의 고용규모만을 고려할 때, 일본의
공기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보다 큰 것으로 잘못 판단할 수 있
으나, 인구 격차(2.6배) 및 GDP 격차(5배)를 고려할 때, 국가경제에서 차지
하는 공기업의 비중은 한국에서 더욱 크다. 결국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공
기업의 비중은 “중국 > …… > 한국 > 일본”의 순서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
하다.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공기업의 위상 역시 중국과 다른 두 나라 사이에
서 차이가 발견된다. 세계 2위 또는 3위권의 경제선진국인 일본의 경우, 공
기업은 전신전화, 철도, 고속도로나 일부 금융업종 등 매우 제한적인 분야에
서만 존재한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비제조업, 특히 서비스업에서 공기업
의 위상이 상당한 편이며,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공기업의 비중이 높
은 편이다. 중국의 경우 제조업과 금융업 등 거의 모든 산업에서 국유기업이
업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며, 국가경제 및 경제성장에서 차지하는 국
유기업의 역할은 매우 지대하다. 이런 점에서 한․중․일 3국에서 공기업이
차지하는 역할이나 위상은 서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 표 5-1. 한․중․일 3국의 공기업 규모와 위상 비교 ❚

공기업의
규모

한국

중국

일본

․2008년 공기업 자산
가치 1,510억 달러
․2008년 약 18만 명
고용
․시장형 및 준시장형
공기업 24개 및
3개의 금융공기업

․ GDP의 18%
․ 12,000개에 달하는
광의의 국유기업
․ 제조업에서 민간
부문의 2배 이상의
자산총액을 국유
기업이 차지

․ 2008년 공기업 자산
가치 2,190억 달러
․ 2008년 약 34만 명
고용
․ 20개의 특수회사를
포함한 38개의
특수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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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1. 계속 ❚

공기업의
위상

한국

중국

․ 서비스업과 금융 등
비제조업 중심
․ OECD 선진국이나
일본과 비교할 때
공기업 비중 큼

․ 제조업과 금융 등
거의 모든 산업의
1위 기업을 망라함
․ 사회주의 경제 특성
으로 인한 공기업의
절대적 규모와 위상

일본
․ 전신전화, 철도,
고속도로 등 일부
산업에서만
제한적으로 발견됨
․ 국가경제에서
공기업의 비중이
매우 낮음

1) 한국
우리나라 공기업의 자산가치는 2008년 말 기준 1,510억 달러(2008년 말
환율 1,260원 기준 190조 원)로서, OECD 국가 중에서도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조세연구원 2010b). OECD 국가 중에서 공기
업 자산가치가 가장 높은 나라는 일본으로 공기업의 총 자산가치가 2,190억
달러이고, 세 번째는 1,160억 달러인 프랑스, 네 번째는 1,130억 달러인 이
탈리아인 것으로 보고된다. 반면에 영국과 미국의 공기업 자산가치는 각각
281억 달러와 134억 달러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영미권의 경제에서 공기
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은 반면, 일본과 우리나라의 공기업 자산가치
는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경제시스템의 특성 및 역사와 밀접
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경제규모를 감안하면, 일본보다 우리
나라 공기업의 자산가치 비중이 훨씬 더 높은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우리나
라의 경우 공기업 이외에도 지방공기업의 비중이 대략 공공기관 32만 5천
명의 19.4%, 예산 규모 기준으로 공공기관 예산 263조 원의 19%에 해당하
므로 일반적인 공기업 규모의 약 1/3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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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
2008년 중국의 전체 기업 수는 대략 426,113개이며, 이 중 중국 내부의
자본으로 이루어진 내자기업의 수가 348,266개(81.7%), 외자기업의 수는
77,847개(18.3%)이다(제3장 참고). 소유제 형태별로 다양하게 구분되는 내
자기업과 외자기업의 하위범주들 중에서 광의의 의미에서 국유기업에 해당하
는 범주들은 협의의 국유기업, 국유파트너십기업, 국유집체파트너십기업, 국
유독자기업 등을 들 수 있다(보다 상세한 내용은 제3장 참고).
협의의 국유기업 수가 약 9,700개, 국유독자기업 수가 약 1,400개, 그리
고 국유파트너십기업과 국유집체파트너십기업 수가 약 150개 및 480여 개
정도이므로, 광의의 국유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의 합은 12,000개에 약간 미달
하는 정도이다. 이는 전체 내자기업의 수인 35만여 개의 약 3.4% 정도이다.
약 12,000개의 광의의 국유기업은 2007년 말 현재 연간매출액이 5억 위안
(10억 원) 이상이다. 12,000개에 달하는 광의의 국유기업 수는 우리나라나
일본의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의 수와 비교하면 어머어마하게 많은 수임에
틀림이 없다. 그 결과 중국 공기업은 중국 전체 GDP의 18%를 점하고 있다
(OECD 2005).
중국의 국유기업은 크게 나누어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중앙국유기업과 지
방정부가 관리하는 지방국유기업으로 양분된다. 중앙국유기업은 산업의 중요
도가 큰 방위산업, 통신, 전력, 수도, 석유, 천연가스, 건설, 무역 등에 집중
되어 있으며, 이러한 산업의 중앙국유기업은 국자위에 의해 관리․감독된다.
그 외에 금융계 금융회사는 국자위가 아닌 재정부에 의해 관리․감독되며,
담배, 금, 철도, 항만, 출판, 방송 등과 관련된 중앙국유기업의 경우 국무원
의 다른 부처 등에 의해서 관리․감독된다. 전신전화, 철도, 고속도로 및 공
항 등 일부 산업에만 한정된 일본이나 비제조업에 한정된 우리나라에 비해
중국의 국유기업은 거의 모든 산업을 망라(부표 1 참고)하고 있으며, 주요
산업에서 가장 규모가 큰 기업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경제의 중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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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3) 일본
일본은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를 제치고, 공기업의 자산가치가 가
장 높은 나라로 손꼽힌다(한국조세연구원 2010b). 일본 공기업의 총 자산가
치는 2,190억 달러에 달한다. 2008년 말 현재 일본 공기업의 고용 규모는
33만 8천여 명 정도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공기업 고용규모인 18만 4천여
명에 비하면 두 배 이상의 규모이다. 2008년 말 현재 공기업의 고용규모가
가장 큰 나라는 미국으로 110만 명65)이고, 두 번째가 프랑스(89만 9천 명),
세 번째가 영국(39만 명), 다섯 번째가 이탈리아(28만 5천 명)의 순서였다.
OECD 국가 중 일본 공기업의 고용 규모는 네 번째로서 상당히 큰 규모임
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공기업의 자산가치와 고용 규모의 절대치는 나라별 인구 및 국가
경제의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절대적 비교에 불과하다. 일본의 인구가 우리
나라의 2.6배, 일본 전체 GDP가 우리의 약 5배에 달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일본 공기업이 일본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나라 경제에서 우리 공기
업의 비중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고 볼 수 있다.
2006년 4월 현재 가장 대표적인 공기업 범주라고 할 수 있는 특수법인의
수는 38개이며, 이를 상세하게 분류하여 보면 공사 1개(일본우편공사), 사업
단 1개(일본사립학교공제진흥사업단), 금융공고(公庫) 6개(주택금융공고 등),
특수은행 3개(국제협력은행, 일본정책투자은행, 상공조합금융금고), 20개의
특수회사, 그리고 기타 7개(일본방송협회 등)이다. 20개의 특수회사는 3개의
전신전화주식회사(일본, 동일본, 서일본), 4개의 철도주식회사(북해도, 큐슈,

65) 미국 공기업의 고용규모가 큰 것은 고용규모가 매우 큰 우정사업(UPS)이 공기업인 점, 그리고 2008년 경제
위기로 인해 초대형 자동차회사인 GM이 공기업으로 분류된 점에 기인한다(한국조세연구원 201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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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코쿠여객철도주식회사와 일본화물철도주식회사), 5개의 고속도로주식회사
(동일본, 서일본, 수도, 한신, 혼슈 4국), 2개의 국제공항주식회사(관서 및 나
리타), 기타 6개(일본우정주식회사, 일본담배산업주식회사, 동경지하철주식회
사, 일본알콜산업주식회사, 일본환경안전사업주식회사 및 기타)이다.
결국 2006년 현재 일본 특수법인은 우편공사, 금융 공고 및 은행 및 특수
회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수회사의 경우 철도, 고속도로, 공항, 기타
산업으로 매우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일본 공기업은 그 수가 적을
뿐 아니라 제한된 몇 개의 산업에 국한되어 있어 일본 국가경제에서 차지하
는 비중이 중국은 물론 우리나라에 비해서도 상당히 낮다.

나. 공기업의 유형분류
공기업의 분류와 관련하여 한국, 중국, 일본 3국간의 차이점은 중국의 분
류가 국가의 소유 정도에 따라 기본적으로 진행되는 반면, 한국과 일본의 경
우 예산이나 공공성 대비 상업성의 정도 차이 등을 우선시하여 구분된다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국에서도 정부의 지분율과 적용 법률의 특성에 따라
특수법인기업(정부전액투자, 특별법 적용), 국가독자공사(정부 전액투자, 회사
법 적용), 국유지분우위기업(정부 50% 이상 투자, 회사법 적용), 국유지분참
여기업(정부의 부분투자, 회사법 적용) 등으로 구분하는 방식이 있다(제3장
각주 23번 참고). 일본과 우리나라의 공기업 분류는 유사한 공기업에 적용되
는 법률이 상이할 수 있어 복잡한 체계를 지닌다는 특징을 보이고, 중국의
공기업 분류는 소유방식에 따라 세분화가 가능하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시장형 공기업, 일본의 특수회사, 중국의 중앙 국유기업이 각 나라에
서 가장 대표적인 공기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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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2. 한․중․일 3국의 공기업 유형 분류 ❚
한국

공기업
유형 분류

․ 정부기업(기업특별회계)
․ 기업형 책임운영기관
(정부기업)
․ 시장형 공기업
․ 준시장형 공기업

중국
․ 전민소유제 기업
․ 국유기업
․ 국유지분이 지배적
비중을 차지하는
파트너십

일본
․
․
․
․

정부관계기관
독립행정법인
인가법인
특수법인

1) 한국
한국의 국가공기업은 정부기업(기업특별회계), 기업형 책임운영기관(정부기
업), 공기업(시장형, 준시장형) 등으로 구분된다. 이 중 국가공기업의 핵심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
형 공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 중에서 상업성이 높은
기관은 ‘공기업’으로, 공공성이 높은 기관은 ‘준정부기관’으로 분류되고 있다.
즉, 해당 기관의 총수입 중에서 자체수입(강제성이 없는 자발적 소비에 따른
수입으로 출자, 출연, 보조 등 정부의 직접지원액 및 행정수수료 성격의 준
조세적 수입은 제외)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일 경우에는 공기업, 50%
미만일 경우에는 준정부기관으로 분류되고 있다. 특히 공기업 중에서도 자체
수입이 매우 높고(85% 이상), 자산규모가 2조 원 이상인 기업은 ‘시장형’으
로, 나머지 공기업들은 ‘준시장형’으로 분류하여 민영화 검토 시 우선적으로
고려할 대상을 구분하고 있다.

2) 중국
중국의 공기업은 국유기업을 나타내는데, 1993년 헌법 개정 때 ‘국영기업’
이라는 용어를 ‘국유기업’으로 바꾸었다. 그리고 국유기업에 대한 정의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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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 소유와 동시에 경영하는 기업’이라는 의미에서 ‘국가가 소유는 하되 경
영은 기업 자신이 자주적으로 하는 기업’이라는 의미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정의는 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경영자주권의 확대라는 의미에서 긍
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특별한 무리없이 사용되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의 국유기업은 ‘사회주의 공유제의 유일한 실현 형식으로서 국유경제의
미시경제 조직이며 기본 단위’이다. 국유기업의 소유권은 완전히 국가에 귀
속되는 경제조직이며 전민소유66)로 이해된다.
중국의 국유기업은 협의의 국유기업과 광의의 국유기업으로 구분되는데,
협의의 국유기업은 기업의 전 자산이 국가소유이며, ｢中華人民共和國 企業法
人登記管理條例｣의 규정에 의거하여 등록된 비공사제 경제조직(非公司制 經
濟組織)을 말한다. 광의의 국유기업은 협의의 국유기업, 국유파트너십, 국유
집체파트너십, 국유독자기업을 포함한 개념이다. 국유기업을 중앙정부가 관
리․감독하느냐, 지방정부가 관리․감독하느냐에 따라 중앙 국유기업과 지방
국유기업으로 분류된다.
중앙국유기업은 국무원 국자위에서 관리 감독하는 방위산업, 공공재를 생
산하고 공급하는 기업, 자연독점 품목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기업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금융 국유기업으로는 중국 은행감독위원회․보험감독위원회․
증권감독위원회에서 관리하는 기업으로 4대 상업은행, 4대 상업보험회사 등
이 있다. 이 외에도 국무원 기타 부처 또는 사회단체에서 관리하는 기업을
포함한다.
중국의 국유기업은 전민소유제에 입각하여 관리되므로 다음과 같은 특징
을 지닌다. 첫째, 국유기업은 국가의 계획경제를 위한 정책이 집행이 요구되
는 총체적인 국가경제 관리기능을 담당한다. 둘째, 국유기업에 대한 소유권
이 국가에 있더라도 반드시 관리와 경영 활동에 국가가 직접 관여하는 것은

66) 이런 의미에서 국유기업과 같은 의미로 전민소유제 기업이라는 용어도 사용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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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셋째, 국유기업은 사법인인 동시에 공법인의 특징을 갖고 있으며, 국
가의 투자에 따라 국가의 관리를 받게 되고, 국가관리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이러한 특징에 따라 중국의 국유기업은 특수기업인 동시에 특수한 특성을
지닌 법인으로 볼 수 있다.

3) 일본
일본의 중앙정부가 소유․지배하고 있는 공기업의 범위에는 정부예산의
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정부관계기관, 독립행정법인, 특수법인, 인가법인
등이 포함되어 있다.
우선 정부예산의 한 형태인 동시에 공기업의 범주에 포함되는 정부관계기관
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자본금을 전액 정부출자를 통해 조성한 기
관이다. 따라서 정부관계기관의 예산은 국회 의결 대상으로 설정되어 있다.
둘째로 일반정부 또는 공기업 부문으로 분류되고 있는 독립행정법인의 경
우에는 예산이나 중기계획 등에 대한 국회의 관여가 존재하지만 국회의 의
결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셋째로 공기업 부문의 핵심을 점하고 있는 정부관계기관 이외의 특수법인과
인가법인의 경우에는 그 예산이나 사업계획 등에 대해 국회가 관여하는 영역
(국회의 의결이 필요하지 않음)과 그렇지 않은 영역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넷째로 인가법인은 개별 설립법에 의해 설립되었다는 점에서는 특수법인
과 동일하지만 특별설립행위에 의해 정부가 강제로 설립한 것이 아니라 민
간으로부터 설립신청을 받아 주무대신이 인가한 법인이라는 점이 다르다. 그
러나 최근 설립된 인가법인 중에는 각 성청의 지시에 의해 민간이 설립 신
청을 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실질적으로는 특수법인과 별 차이가 없다.
이처럼 공기업 부문에 포함되는 정부관계기관, 그 외의 특수법인, 독립행
정법인, 인가법인 등의 기관 유형과 국가 예산의 관계를 도식화해서 나타내
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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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1. 일본 공기업 시스템: 기관 유형 및 예산관계 ❚
일반회계 예산
특별회계 예산
정부관계기관 예 산
예산이나 중기재정계획
등에 대해 국회가 관여함
(국회 의결은 불필요)

독립
행정
법인

인가
법인

정부관계
기
관
이외의
특수법인

예산이나 사업계획 등에
대해 국회가 관여함
(국회 의결은 불필요)
예산이나 사업계획 등에
대한 국회의 관여가 없음

주: 특수법인의 한 종류인 ‘일본방송협회’의 사업 수지예산에 대해서는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공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이러한 여러 형태의 기관들 중에서도 일본의
가장 전형적인 공기업제도는 특수법인이다. 일본에서 특수법인은 법률상 통
일적인 정의가 있는 용어는 아니다. 일반적인 광의로는 민법과 상법 이외의
특별법에 의거하여 제한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특수법인이라고 부른다. 그러
나 협의로는 법률에 의해 직접 설립된 법인 또는 특별법에 의거하여 특별한
설립행위를 통해 설립된 법인(총무성설치법)을 의미한다. 여기서 법률에 의
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 또는 법률에 의한 특별한 설립행위를 통해 설립된
법인이라는 의미는 그 법인의 신설, 설립목적과 업무범위의 변경, 그 밖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제도의 개정 또는 폐지에 대해서 총무성이 이를
심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특별법에 의해 특별한 설립행위를
통해 설립된 법인’은 해당 법인의 설립을 결정하고, 설립 근거법에 의해 정
부가 임명한 설립위원이 행하는 특별한 설립행위에 의해 설립된 법인을 의
미한다.
한편 ‘인가법인’은 특수법인 이외에 민․상법 이외의 특별법에 의해 설립
된 법인으로서 당해 특별법에 의해 설립 수가 제한되고, 국가에 의한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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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그 밖에 재정조치, 임원 임명에 관한 관여 등 정부의 관여 형태에
있어서 특수법인과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수법인과 함께 개혁의 검
토대상이 되어 왔다.

다. 지배구조의 특징
본 장의 한․중․일 공기업의 지배구조 비교 분석을 위해서, 지배구조에
대한 OECD(2005)의 분류 방식을 따르기로 한다. 2003~05년 사이 OECD
24개국에서 진행된 공기업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인 OECD(2005)에서는 공
기업의 형태를 정부 조직 내 소유권 행사를 기준으로 구분하면서, 집중형
(centralized model), 분산형(decentralized model or sector model), 그리
고 혼합형(mixed or dual model)의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이 세 가지
구분은 공기업을 통제하는 정부부처가 하나의 부처인가, 아니면 둘 이상의
부처인가라는 기준 및 공기업 통제를 하나의 부처에서 집중하여 전담하는가,
공기업의 사업영역별로 분산하여 통제하는가라는 기준을 적용하여 분류한다.
일부 국가의 경우 공기업에 따라 하나의 모델이 아닌 복수의 모델을 사용하
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정부에서 공기업 통제는 위의 세 가지 중 하나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분산형 모델은 공기업이 해당하는 산업부문(sector)을 관장하는 정부부처
가 소유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가장 전통적인 방식이다. 즉, 철도 관련 공
기업은 철도산업을 주관하는 정부부처가 관할하고, 전력 관련 공기업은 전력
관련 부처가 담당하는 방식이다. 1970년대 이전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채택되었던 모델이며 과거 사회주의권 국가에서도 가장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방식이다. 분산형 모델의 장점은 특정 공기업을 관장하는 정부부처가 공기업
이 존재하는 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아울러 적극적인 산업
정책을 수행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기업의 산업정책 수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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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역할이 축소되고 공기업의 부가가치 생산의 역할이 중요해질수록, 그리고
시장자유화의 흐름이 강조될수록 분산형 모델의 장점이 희석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공기업의 경영이 정부부처의 관료에 의해 좌우된다는 문제점도
최근 공기업의 혁신 과정에서 분산형 모델의 중요한 한계로 인식되어 왔다.
혼합형 모델은 두 개 이상의 부처가 공기업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행사하
는 방식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러한 혼합형 모델은 공기업의 사업
영역과 직접 관련되는 두 개의 부처가 소유권을 공유하는 방식일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해당 부처(sector ministries), 재무부와 같은 중앙부처
(central ministry)가 책임을 공유하는 방식을 뜻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
적으로는 재무부와 같은 중앙부처와 산업부문 부처가 결합하는 방식의 혼합
형이 가장 일반적이다. 우리나라의 기획재정부와 같은 중앙부처와 해당부처
로 소유권이 양분되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공기업에 대한 규제
적인 측면은 통일될 필요성이 큰 반면, 공기업의 사업 특수성과 산업정책적
특수성은 단일 부처로 통합되기 어렵고, 해당부처의 전문성과 직결되기 때문
이다. 이 경우 재무부와 같은 중앙부처가 실질적으로 보다 많은 권한을 보유
하는 경향이 있다. 숫자로 보면 세 가지 모델 중에서 혼합형 모델이 가장 일
반적인 모델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는 해당부처와 기획재정부
가 함께 책임을 공유하는 방식으로서 혼합형(dual model)에 해당한다.
집중형 모델(centralized model)은 재무부나 우리나라의 기획재정부 같은
하나의 부처가 공기업에 대한 모든 소유권을 행사하면서, 통제를 관장하는
방식이다. 벨기에 같은 나라에서는 아예 공기업부(Ministry of State-Owned
Enterprises and Participation)를 별도로 설치하여 공기업의 통제를 집중하
기도 한다.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는 정부부처와는 별도로 보다 자율적인 조직
을 설치하여 공기업 관리를 전담하게 하고, 이 조직으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재무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집중형 모델은 최근 들어 그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세 가지 모델 중에서 가장 혁신적인 모델로 간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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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를 대상으로 세 모델의 적용을 대입하면,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 멕시코, 스위스, 뉴질랜드, 터키와 우리나라가 혼합형에 해당한다. 반
면,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벨기에, 네덜란드, 스페인, 폴란드 등의 나라
가 집중형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OECD 국가는 아니지만 중국의 경우
2003년부터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를 통해 국영기업을 관리한다는 점에서
집중형 모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은 분산형 모델의 전형적인 특성
을 보이고 있으며, 독일도 분산형에 가까운 나라이다. 프랑스, 호주, 핀란드,
영국 등의 나라는 집중형이 아니었으나 최근 집중형으로 이동하였다(OECD
2005b).

❚ 표 5-3. 한․중․일 3국의 공기업 지배구조 특징 비교 ❚

공기업 지배구조의
특징

한국

중국

일본

Dual Model

Central Model

Sector Model

1) 한국
제1기(1948년 8월~1962년 7월): 정부투자기관의 설립법 외에는 정부투자
기관 통제와 관련된 법규가 없었다. 투자기관에 대한 예산은 주무부처 장관
의 승인으로 확정되었고, 물품구매나 공사계약도 투자기관에 일임되었으며
집중구매제도는 존재하지 않았다. 외부감사는 주무부와 심계원(현 감사원)이
담당했으며 투자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경영실적평가제도는 존재하지
않았다. 공기업에 대한 통제가 주무부처 장관에게 일임되었다는 점에서 이
시기의 공기업 지배구조는 순수한 분산형 모델(sector model)로 간주할 수
있다.
제2기(1962년 8월~1984년 2월):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과 ｢정부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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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관리법｣에 의해 정부 각 부처로부터 통제를 받았으며, 감사원법, 조달기
금법 및 해당 산업별 규제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통제를 받았다. 정부투자기
관의 사업계획과 예산운용은 경제기획원과 주무부로부터 통제, 인사관리는
주로 주무부로부터 통제, 물자구매, 업무감독, 감사부문 등에서는 주무부, 재
무부, 감사원, 조달청 등 여러 관련기관의 통제를 받았다(송대희 1998).
제3기(1984년 3월~1999년 1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해 정부
투자기관 경영자율원칙을 선언한 후(｢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3조), 자율
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사장의 집행간부임면권, 정부투자기관 자체
예산 편성권(｢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5조 및 제22조), 사장의 물자조달
및 시설공사 계약체결권(｢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7조)이 보장되고, 물
품관리의 자율화 및 외부감사의 축소(｢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8조 및
제29조)가 이루어졌다.
제4기(1999년 2월~2007년 3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 전면 개정
됨에 따라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운영위원회는 투자기관
비상임이사와 감사의 추천에 관한 심의의결을 담당했다. 또한 투자기관별로
기획예산처 장관이 임명하는 비상임이사와 주무부 장관이 임면하는 상임이사
로 구성된 이사회가 업무를 집행했다. 이 시기부터 우리나라 공기업의 지배
구조는 분산형(sector model)이 아닌 혼합형(dual model)이 분명하게 시작
되는 시기이다.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가 분리되어 있던 2000년대 초중반
의 경우에는 이 두 부처와 해당부처 등 3개의 부처가 지배구조에 관여하게
됨으로써 이중형(dual model)이 아닌 삼중 모델(trial model)로 분류되기도
하였다(OECD 2005).
제5기(2007년 4월~): 2007년 4월에 시행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률｣은 기존의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과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을 하나
의 법적 체계로 통합하여 공기업과 정부산하기관에 대한 통일된 관리체계를
구축하였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공기업 관리․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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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은 과거 김대중 정부에서 기획예산처 내에 있는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를
확대ㆍ개편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로 단일화되었으며, 이명박 정부 출범 이
후 현재까지는 기획재정부 산하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에도 한국의 공기업은 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을 적용받는 공기업과 ｢방송법｣을 적용받는 언론공기업, ｢은행법｣ 등을 적용
받는 금융공기업 등으로 구분되어 각각 별도의 관리체계와 지배구조를 형성
하게 된다. 이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기업
지배구조의 주요 내용은 [표 5-4]와 같다.

❚ 표 5-4. 시장형과 준시장형 공기업의 지배구조 ❚
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업무특성

상업성

준상업성

지배구조
설계방향

강한 기업원리
(OECD 모델)

기업원리+일부통제
(준 OECD 모델)

이사회 모델

이사회 중심모델

이사회 강화모델

경영감독기능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공공기관운영위원회

2) 중국
중국 공기업 지배구조는 중앙집권적인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OECD의
공기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에서 공기업에 대한 국가의 소유권 기능과 규제
및 산업정책 기능 분리를 바탕으로 공기업 지배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
하다는 권고를 받아들여 중국정부는 국자위를 통해 공기업을 소유하고 있다.
중국의 국유기업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의도 및 목표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국유기업 지배구조는 [그림 5-2]와 같이 국자위, 국유자산 경영회사,
국유기업의 세 단계로 계층화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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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2. 중국 국유기업 지배구조 ❚
국무원
↓산하부처
재정부 지방재정청

지방정부
↓직속특별기구
국무원 국자위
↓ 권한 위임

↓직속특별기구
지방 국자위
↓ 권한 위임

금융자산경영회사

국유자산경영회사

지방국유자산경영회사

↓

↓

↓

금융계 국유기업

중앙국유기업

지방국유기업

자료: 한국개발연구원(2007), p. 190; 한국조세연구원(2010a), p. 51을 수정 보완한 것임.

국자위는 상설기구로서 2003년 3월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
에서 설립되었으며, 국유기업의 경영활동에 직접 종사하지는 않고 산하의 자
산경영회사에 대한 수권경영계획 및 관리를 담당한다. 특히 국자위는 국무원
의 직속기구로서 관리․감독 대상 기구의 주요 경영자들을 임명하고, 국유기
업의 자산을 합병하거나 매각하며, 국유기업과 관련된 법안의 초안을 설정하
는 등 국유기업을 경영하는 책무를 갖고 있다.
국유자산 경영회사는 국유기업 관리의 법인체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소유
와 경영이 분리된 국유자산을 관리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국유자산 경영회사는 일종의 지주회사로서 국자위와 국유기업의 중간에 위치
하여 국유자산의 경영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국자위와 기업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3단계의 가장 아래에 위치한 국유기업은 중앙과 지방국유기업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중앙국유기업과 동부에 위치한 지방국유기업은 국자위나 국유자
산 경영회사를 통해 개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지방공기
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공기업의 장에 대한 임명권을 지니고,
이와 아울러 지방공기업의 해당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지방공기업에 대해 통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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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식이다. 이는 위에서 나타난 중국의 방식과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3) 일본
일본 특수법인의 범주에는 공사, 공단, 사업단, 공고, 은행, 금고, 영단, 특
수회사, 기금, 공제조합 등 다양한 경영형태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각 경
영형태별로 조직유형, 자본구성, 담당 사업영역, 대 정부관계 등의 측면에서
다양성을 띠고 있다.
그러나 특수법인은 국가가 출자하고, 설립근거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
무와 사업을 적절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권한, 세제상의 특례 등 우대조치
를 부여하고 있는 동시에 그 적정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해 설립근거법 등에
의거하여 정부의 감독, 국회 등의 통제를 받고 있다.

가) 예산과 결산
특수법인은 일반적으로 매년 예산, 사업계획, 자금계획을 작성하여 주무대
신(주무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또한 해당 인가와 관련하여 주
무대신은 재무대신에게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예산상 정부관계기
관으로 분류되고 있는 공고(公庫), 은행의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는 일정 범위에서 이용, 유용, 이월, 예비비의 사용
등에 대해서 주무대신의 인가를 요하지 않는 등 탄력적인 조치가 가능하다.
결산에 있어서는 재무제표(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를 작성하
여 주무대신의 승인을 받고, 주무대신에게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다.

나) 업무와 권한
특수법인 중에는 법률에 의해 독점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권한을 부여받
고 있는 기관도 있으며, 사업의 수행에 있어서 강제징수권, 토지수용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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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과 동일한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 기관도 있다. 한편 사업의 수행에
있어서는 업무수행방법에 관한 문건을 작성하여 주무대신의 인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특수법인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가격(요금 대부
금리 등)은 일반적으로 주무대신의 인가를 받아 결정된다. 그리고 업무수행
에 수반되는 세금과 관련해서는 법인세, 소득세, 사업세, 인지세, 등록면허세
등이 비과세되는 법인이 대부분이다.

다) 자금의 조달
특수법인에 필요한 자금조달의 경우 재정적 기초는 정부로부터 출자를 통
해 확보하는 경우가 많고,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민간으로부터 출자를 받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금은 요금 등의 사업수입, 재정투융자 자금
의 차입, 정부보증채의 발행 등을 통해 확보하고 있다. 국가로부터 보조금
등을 받는 법인도 많다. 자금의 차입, 채권발행에 대해서는 주무대신의 인가
를 받아야 한다.

라) 임직원의 임명 및 신분
특수법인의 임원은 주무대신이 임명하거나 주무대신의 인가를 받아 법인
의 장이 임명한다. 그리고 직원의 채용과 임명은 법인에 위임하고 있다. 특
수법인은 국가의 행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국가공무원의 신분을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종전 일본우
정공사의 경우 직원에게 국가공무원 신분을 부여하였으며, 일부 규정을 삭제
한 후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한 바 있다. 따라서 특수법인의 직원 채용은 법인
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고, 직원의 복무․신분에 있어서도 법령
상 비밀유지의 의무 등 최소한의 제약이 정해져 있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는 법인에 위임하고 있다. 또한 직원의 근무조건은 노사교섭에 의해 결정하
는 구조로 되어 있다. 다만, 급여의 경우 법인의 인건비에 관한 예산사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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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재무성과 협의가 요구되는 법인이 많다.
특수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업무 성격으로 인해 임직원에게 비밀유지의
의무를 과하고 있는 법인이 많은 것 외에도 법인의 임직원에게 공정하게 직
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그 직무에 대해서 국가의 업무와 동일한 보호를 부여
하기 때문에 형법의 벌칙(공문서 위조, 공무상 비리, 공무집행방해 등) 적용
에 있어서는 공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마) 주무대신의 감독
주무대신은 법률의 시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수법인의 업무에
대해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법인으로부터 보고
를 요구하고, 선행 검사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직무상 업무위반
등이 있는 경우에 주무대신은 해당 사무에 대한 집행책임을 지고 있는 임원
을 해임하는 것이 가능하다.

바) 수평적인 통제와 조정
특수법인에 대한 감독은 일차적으로 주무대신이 수행하지만, 통일적․수평
적 관점에서 제도, 인사, 재무 등에 대해서는 내각관방, 재무성, 총무성 등에
의한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내각관방은 특수법인 임원의 인사와 보수․퇴
직금 등에 관여하고 있고, 총무성은 특수법인의 신설과 제도의 개정․폐지에
대한 심사, 특수법인의 평가 등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재무성은 법인의 예
산 등 재정에 대한 조정을 담당하고 있고, 회계검사원은 국가가 자본금의 ½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등에 대한 회계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라. 3국의 공기업 개혁 배경 및 목적 비교
한․중․일 3국이 공기업 개혁정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여러 가지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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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국에서 공통적인 이유는 공기업에 내재된 경영의 비효율이다. 2006년
말 기준 중국의 경우 11만 9천 개의 국유기업과 9만 7천 개의 지방국유기
업 중 영업 적자를 낸 기업은 국유기업의 42.1%에 해당하는 5만여 곳으로
총 2.122억 원의 손실을 내 국유기업 이윤의 14.7%를 상쇄했다. 일부 기업
은 자금 운용 효율이 낮아 2006년 자산 순수익률과 영업 이윤이 1%도 되
지 않은 기업도 5만 2천 곳에 달했다.
공기업의 부실화로 인한 국가부채의 증가는 공기업 혁신의 또 다른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여왔다. 1970년대 일본에서는 재정적자 발생이 공기업 혁신
의 단초로 작용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최근 들어 정부부채 증가와
공기업 부채 증가가 공기업 혁신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우리나
라의 경우 2006년 결산기준으로 공기업 부문(정부기업과 언론공기업 제외)
의 부채 규모는 358조 5,486억 원을 기록하고 있다(제2장 참고).
일본이나 우리나라와는 달리 중국 공기업 개혁의 추가적인 원인으로 국제
경쟁력을 갖춘 대형기업 육성이라는 산업정책상의 필요성을 들 수 있다.
2000년대 들어 민간부문의 민영기업 수가 급증하였고, 자산 규모의 신장세
도 매우 높은 편이며, 민간기업의 자본생산성과 노동생산성이 국유기업의 그
것을 능가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 민영기업의 규모는 국영기업에 비해 영세
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대형기업의 출현이 매우 요구
되는 시기이지만, 민영기업이 아직 영세한 수준에 머물러 있어 자연스럽게
대형기업으로 성장하기에는 기나긴 시간이 경과해야 하며, 민영기업의 조속
한 대형화를 촉진할 정책적 수단도 마땅하지 않다. 중국정부는 이 점에서 고
심하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며 경제성장 동력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기
업으로 대형국유기업을 지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공기업이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역할을 수행했던 시기는 1960년대와 1970년대에 해당하는데, 중국
공기업의 역할이 이와 흡사하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일본과 우리나라의
경우 공기업은 더 이상 경제성장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없으나, 중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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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국유기업간의 흡수합병 등을 통한 대형국유기업 육성이 공기업 개혁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일본이나 우리나라와 구분되는 중국
공기업 개혁 배경의 특수성이다.

❚ 표 5-5. 한․중․일 3국의 공기업 개혁 배경 및 목적 비교 ❚
한국

공기업
개혁의
배경 및 목적

․공기업 경영의
비효율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정권 변화에 따른
시장 활동 영역 확대,
작은 정부 구현
․중앙 및 지방정부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 확산
․공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중국

․광범위한 공기업의
부실경영
․경제성장의 중심축
으로서 국유기업의
역할
․국유기업간의 흡수
합병을 통한 대형
국유기업 육성

일본

․특수법인 비대화
․재정적자폭 확대
․사업운영의
비효율성과 적자 누적
․경영의 자율성 결여

1) 한국
그동안 한국의 공기업 개혁은 공기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민영화 추진,
효율적인 지배구조 및 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목표로 추진되어 왔다. 특히,
1980년대 이후에는 민간주도 경제체제 구축, 공기업이 담당하고 있는 관련
산업의 경쟁력 제고, 시장개방 및 경쟁체제 구축 등을 위한 공기업 개혁활동
이 전개되어 왔다. 이 중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은 다음과 같
은 추진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첫째, ‘작은 정부, 큰 시장’으로 전환: 민간이 창의력을 발휘할 공간을 확
대하고, 활력 있는 시장경제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공공부문이 국민경제에
서 차지하는 비중을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금융 등 민간의 역량이 성숙한 분
야는 공공의 역할을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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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국민 편익 증대: 공공기관의 선진화를 통해 질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지원 절감으로 국민의 부담을 경감한다.
셋째, 사회적 비용 최소화: 우선 요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민 기본생활과
직결되고 요금인상의 우려가 있는 ‘전기, 가스, 수도, 의료보험’을 민영화 대
상에서 제외한다. 다음으로 고용안정을 위해 민영화 기관은 ‘고용승계’ 원칙
을 적용하고, 통폐합 등 인력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양한 대책을 강구
한다.
넷째, 기관별 특성에 맞는 선진화 방안을 투명하게 추진: 공개토론회 등
공론의 장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선진화 방
안을 마련한다. 또한 공공성, 경쟁성 등 공공기관 서비스 특성, 시장상황에
따른 합리적 기준을 제시, 대상기관에 적합한 선진화 방안을 마련한다.

2) 중국
중국의 국유기업은 중국경제가 전체적으로 빠른 속도의 발전을 보이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침체의 늪에 빠져 있다. 민영기업이나 외자기업 등 기타 유
형 기업의 생산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제까지 누려 왔던 국유기업의 지위
마저 위협받고 있다. 즉, 중국정부는 개혁․개방 이후 국유기업의 저효율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유기업을 개혁하고자 하였다. 그 방안으로 소유권과
경영권 분리, 기업제도 혁신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왔다. 1997년 조대방
소(抓大放小)를 천명하면서 국퇴민진 정책의 민영화 개혁을 추진하였다. 그
러나 민영화 과정에서 부패, 국유자산 유실, 대량 해고 등의 문제점이 드러
나면서 2004년 이후 중대형 국유기업의 발전이 적극 추진된 반면 민영기업
은 주요 산업에서 퇴출되는 국진민퇴 현상이 나타났다. 최근 들어 국유기업
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비롯한 민영화가 바람
직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중국정부는 민간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
(신 36조)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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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국유기업 개혁은 개방(1978년) 이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지
난 30여 년 동안 다음과 같은 원칙을 바탕으로 추진되어 왔다.67) 첫째, ‘선
(先)시범ㆍ후(後)확대’ 원칙으로 우선 소규모 지역이나 소수의 기업을 선정하
여 시범 실시한 후 그 성과를 보아가면서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원칙이다.
점진적인 개혁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러한 개혁은 전면적으로 개혁을 추진하
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개혁 추진이 가능하고, 성공확률도 높다는 장
점을 갖고 있다.
둘째, ‘선(先)실험ㆍ후(後)규범화’ 원칙으로 우선 다양한 방식으로 실험을
추진한 후 경험을 바탕으로 수정ㆍ보완된 정책이나 법규를 제정하여 실시한
다는 원칙이다.
셋째, ‘선(先)체제 외ㆍ후(後)체제 내’ 원칙으로 우선 국유경제체제 외부에
서 개혁의 돌파구를 찾아 국유경제체제 내부 개혁의 조건과 환경을 조성한
후, 여러 조건이 만족되면 다시 국유경제체제 내부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원칙이다. 다양한 방식의 비국유경제체제 발전을 장려하여 비국유경제(민영
기업)가 점차적으로 확대되면 국유기업에 커다란 도전이 되므로 국유기업 개
혁은 피할 수 없게 되어 자연스럽게 개혁환경이 조성된다는 것이다.
넷째, ‘선(先)소형ㆍ후(後)대형’ 원칙으로 민영기업이 발전하면 중소 국유
기업의 경영환경이 먼저 악화되지만, 이러한 기업들은 규모가 작고 지역적
특성이 강하므로 국유기업 개혁 시 사회적 파급효과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
다. 따라서 중소 국유기업의 개혁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전략은 체제 전환
과정에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대량의 자산 유실을 막을 수 있다는 장
점을 지니고 있다.
중국정부의 국유기업 개혁은 구소련이나 동유럽의 개혁과는 상이한 것으
로 평가된다. 구소련이나 동유럽의 개혁은 사회주의 기본제도나 국가체계를

67) 이 부분은 건흥리서치(2010), pp. 12~14를 참고하여 수정, 보완하여 수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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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으로 부정하였으나 중국의 개혁은 이러한 기본제도나 체계를 유지하면
서 경제운영 체계를 여러 원칙에 의거하여 개혁함으로써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개혁을 추진할 수 있었다.

3) 일본
일본에서는 1973년의 제1차 오일쇼크 이후 경제가 고도경제성장기에서
안정성장기로 이행하고, 사회경제의 급격한 변화와 구조적인 재정사정의 악
화라는 상황이 전개되면서 정부의 역할 자체에 대한 수정이 요구되었다. 그
일환으로서 제2차 임시행정조사회 등에서 특수법인의 개혁이 제안되었고, 이
에 근거하여 특수법인의 합리화 및 민영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사실상 일본에서는 1965년을 전후하여 특수법인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
점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설립 억제와 정리합리화 노력을 전개하게 되
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법인의 수가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팽창하였다.
1946년에 21개였던 특수법인 수는 1975년에 최대 113개까지 늘어났다. 이
처럼 특수법인의 규모가 팽창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정리합리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다양한 분야에서 설립된 특수법인은 행정 수요의 다양화․고도화에 대응
하고, 공공사업, 정책금융, 연구개발 등 폭넓은 분야에서 각 성청 등과 긴밀
한 제휴 아래 다양한 정책실시 기능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특수법인 중 일
부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설립 당시의 사회적 수요를 대체적으로 달성하여
시대의 변화와 함께 그 역할이 변질․저하되었다. 또한 민간사업자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국가 관여의 필요성이 저하되는 등 특수법인 존립의
타당성과 정당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개혁 활동
이 수차에 걸쳐 전개되어 왔다.
또한 특수법인은 공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을 경영이념으로
설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효율성이 높지 않았고, 경영손실이 누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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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재정위기를 초래하는 특수법인도 존재하였다. 또한 특수법인의 임원은
국가공무원 퇴직자의 ‘낙하산’ 인사 대상으로 활용되는 문제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수법인이 안고 있는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점과 관련하여 1997년 12월
에 정리된 행정개혁회의 최종보고에서는 ① 경영책임의 불명확성, ② 사업운
영의 비효율성․불투명성, ③ 조직․사무의 자기증식성, ④ 경영의 자율성
결여 등을 제시하였다.
한편 특수법인 등에 대해서는 2001년도 예산기준으로 약 5조 2,800억 엔
(국공채부담금 등은 제외)의 보조금 등이 지원되고 있고, 약 24조 4,100억
엔의 재정투융자금을 받는 등 정부로부터 대규모의 재정지출․차입 등이 이
루어지고 있어 중장기적인 재정지출의 감축․효율화나 재정투융자 개혁 등과
관련해서도 근본적인 재검토가 요구되었다.
따라서 특수법인 등(특수법인 외에 인가법인이 포함됨)의 개혁은 특수법인
등이 안고 있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에 근거하여 중요한 국가기능을 유효
하게 수행하기에 적합한 ‘간소하고 효율적이고 투명한 정부’를 실현하기 위
한 행정 구조개혁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마. 공기업 개혁정책의 내용 및 핵심 이슈
한․중․일 3국의 시기별 공기업 개혁의 주요 내용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
라와 일본의 경우에는 공기업의 민영화와 합리화가 공기업 개혁정책의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다. 보다 상세하게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IMF 체제라고
할 수 있는 김대중 정부에서 공기업의 민영화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노무현 정부의 경우 공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공기업 내부의 경영혁신이
주로 추진되었으며,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경영효율화가 추진되고 있다. 일
본과 비교하면, 1990년대 후반에 민영화가 활발하게 진행된 반면, 200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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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민영화나 공기업 규모 축소에서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일본
의 경우 지속적으로 민영화와 특수법인의 합리화가 진행되어 우리나라보다
지속성이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의 경우에는 1978년 개방 이래
기업의 자주권 확대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 왔다. 2000년경까지 현대적인
기업제도를 수립하는 것이 공기업 개혁정책의 초점이었으며, 2000년대를 넘
어서면서 국유자산의 관리체제 개혁이라는 보다 구체적인 과제로 전환하게
되었다. 중국의 경우 지난 30여 년의 짧은 시간 동안 사회주의기업의 형태
에서 현대적인 기업제도를 수립하는 방향으로 급격한 선회를 이루어야 했으
므로, 한국이나 일본에서의 개혁보다 훨씬 근본적인 전환을 겪어야 했다. 이
런 점에서 공기업 개혁정책은 보다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커다란 변화
를 보여왔다고 할 수 있다.

❚ 표 5-6. 한․중․일 3국의 공기업 개혁정책 내용 및 핵심 이슈 비교 ❚

공기업
개혁정책의
내용 및
핵심 이슈
(시기별)

한국

중국

일본

․김대중 정부: 공기업
민영화, 구조조정
(인력, 사업 등 슬림화)
․노무현 정부: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편, 경영
혁신 추진
․이명박 정부: 민영화,
기관통폐합, 기능조정,
경영효율화 추진

․1단계(1978∼84년):
기업 자주권 확대
․2단계(∼1992년):양권
분리 실행
․3단계(∼2002년):현대
기업제도 수립
․4단계(~현재): 국유
자산 관리체제 개혁

․2001년 이전: 3공사
민영화, 특수법인 등
정리합리화
․2001년 이후 특수
법인 등 163개
기관의
정리합리화계획 추진
․2005년 이후 정책
금융기관 개편 추진
․낙하산 인사 개혁

1) 한국
그동안 한국의 공기업 개혁활동은 민영화, 기관통폐합, 인력과 기능의 슬
림화, 지배구조 및 관리시스템 개선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이 중 김
대중 정부에서는 민영화와 구조조정(인력 감축, 기능 축소 조정) 추진에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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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두었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공기업 지배구조 개혁과 경영효율화를 중점
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리고 현재 이명박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선진화를 위한
민영화, 통폐합, 기능조정, 경영효율화를 다음과 같은 방향에 따라 추진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기관통폐합을 대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 표 5-7.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제1~6차)의 개요 ❚
계획별

발표일

계획의 핵심 내용

제1차

2008. 8. 11

27개 기관 민영화, 2개 기관을 1개 기관으로 통합, 12개
기관 기능조정

제2차

2008. 8. 26

1개 기관 민영화, 29개 기관을 13개 기관으로 통합, 3개
기관 폐지, 7개 기관 기능조정

제3차

2008. 10. 10

10개 기관 민영화, 7개 기관을 3개 기관으로 통합, 2개 기관
폐지, 1개 기관 기능조정

제4차

2008. 12. 22

69개 기관 경영효율화: 정원 19,383명 감축, 자산 8.5조
원(65건) 매각, 예산 1.7조 원 이상 절감

제5차

2009. 1. 13

273개 출자기관 중에서 113개 기관 지분매각, 17개 기관
청산․폐지, 2개 기관 모기업 흡수․통폐합

2009. 3. 31

60개 기관을 대상으로 효율성 10% 이상 향상을 목표로
기능 폐지․축소, 민간위탁 등을 통해 정원 2,981명(11.6%
수준) 감축, 자산매각 565억 원, 예산절감 1,300억 원 이상,
지속적인 효율화를 위한 운영시스템(연봉제, 임금피크제 등)
개선 등

제6차

첫째, 민영화: 민영화 검토 대상 공기업은 시장에 참여하여 민간과 경쟁하
고 있거나 경쟁 가능성이 높은 경우, 경쟁여건 조성, 국제경쟁력 확보 등 민
영화를 위한 여건조성이 선행되어야 하는 경우로 설정되어 있다.
둘째, 통폐합: 통폐합 검토 대상 공공기관은 동일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관이 양립하여 비효율성이 존재하는 경우와 동일분야에 유사기관이
존재하여 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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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로 설정되어 있다. 이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중복․유사기관은 통폐합하
여 단일 통합조직으로 재설계하고, 통합에 따라 관리조직, 비핵심사업 등은
슬림화하고, 고유 목적사업 중심으로 기능․인력을 재배치하도록 한다.
셋째, 기능조정: 기능조정 검토 대상 기관은 민간 활성화, 설립목적 달성
등으로 더 이상 공공부문에 존치할 필요가 없거나 역할이 축소된 기관, 비관
련 사업비중이 과다한 기관, 기관간 역할분담 재검토를 통해 효율성 제고,
이용 편의성 증대가 가능한 경우 등으로 그 범위가 설정되어 있다. 이러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부문에 존치할 필요가 약화된 기능은 폐지, 기능 축소
또는 주된 기능 수행기관으로 이관하고, 기관간 기능 조정은 주된 기능 수행
기관으로 일원화하며, 기관 내 기능 조정은 고유 핵심역량 중심으로 인력․
예산을 재배치하도록 한다. 이때 급격한 인력감축보다는 강화될 기능에 인력
을 전환 배치하도록 한다.
넷째, 경영효율화: 공공기관으로 존치되는 모든 기관은 경영효율화 대상으
로 설정되어 있으며, 단계적 민영화 대상 기관도 완전민영화 시행 이전까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경영효율화 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 경영효율화 대상
기관은 ‘효율성 최소 10% 향상’을 목표로 하여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효율
화를 동시에 추진한다.

2) 중국
중국 국유기업의 개혁은 [그림 5-3]에서 보듯이 현재까지 4단계로 진척되
었는데, 각 단계의 개혁 내용 및 핵심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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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3. 중국 국유기업 개혁과정 ❚
2003년∼현재
국유자산관리체제 개혁

⇗
1993∼2002년
현대기업제도 수립

⇗
1985∼92년
양권분리 실행

⇗
1978∼84년
기업 자주권 확대
자료: 周淑 (2009), ｢ 有企 改革三十年的回

思考｣, 中外企 家 .

우선 1단계(1978∼84년)는 기업 경영자주권 부여 및 확대 단계인데, 주요
개혁 내용은 ‘경제책임제(經濟責任制: 경영자의 승진 또는 소득수준을 기업
의 경영목표 완성도와 링크시키는 제도)’와 ‘이개세 제도(利改稅制度: 국유기
업이 종전에는 자사의 이익금을 중앙 또는 지방정부에 납부하였는데 이 제
도 도입 후에는 이익금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바뀜)’ 등의 도입이며,
기업의 경영 자주권을 확대하기 위해 여러 조치가 시행되었다. 그러나 국유
기업의 자주경영과 스스로 손익에 책임을 지는 시스템 구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다음으로 2단계(1985∼92년)는 양권분리 실행 단계이며, 이 단계에서
추진된 주요 개혁 내용은 양권을 분리시키는 것이다. 즉, 기업의 자산소유권
은 계속 정부에 속하지만 자산의 경영권은 기업경영자에게 부여해준다는 것
이다. 양권분리로 기업 경영의 자주성이 일정한 수준까지 도달하기는 하였지
만 국유기업 경영의 저효율성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했다. 이 단계에
서 특기할 사항은 중국 최초로 1986년 7월에 랴오닝(遼寧)성 정부가 선양(沈
陽)시 폭발방지장치공장(沈陽市防爆機械廠)을 파산 처리하였다는 것이다.
3단계(1993∼2002년)에서 주요 개혁 조치는 현대기업제도의 수립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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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과 주요 이슈를 살펴보면 기업 자산권 분배를 명확히 하고, 권한과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였으며, 정부와 기업을 분리하고, 과학적으로 관리되는 국
유기업의 현대기업제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국유기업에 대한 국가 소
유권을 최종 소유권과 법인 자산권으로 구분한 이후부터 기업에 위임된 국
유재산은 다른 국가재산과 철저히 분리되어 관리되었으며, 손익에 대한 책임
역시 법인인 기업이 부담하게 되었다. 국가가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것도 주
주가 제한된 책임을 지는 것처럼 일부 특정 자산에만 지는 것이지 전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었다.
마지막으로 4단계(2003년~현재)에서 추진된 주요 개혁 조치는 국유기업자
산 관리체제의 개혁이다. 그 내용을 보면 국유자산 관리 체계에서 정부와 기
업, 정부와 자산 간에 관계가 너무 밀접하고, 자산권에 대한 책임 주체가 불
명확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권리 및 책임 소재가 불명확했다. 따
라서 국무원 국자위를 설립하고, 전국 시급 국유자산 관리기구를 설립하였으
며, 국유기업 개편과 재산권 양도 제도를 규범화하는 등 국유경제구조를 개
선하였다.

3) 일본
일본에서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특수법인의 정리 및 합리화 활동이 시작된
것은 1960년대부터다. 1960년대 이후 특수법인 개혁을 위한 주요 활동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1차 임시행정조사회에서는 공사․공단 등 특수법인의 남설(濫設)
경향과 운영의 비효율성을 비판하면서 특수법인의 기준 수립과 해당 기준에
기초한 정리합리화 방안이 제안되었다. 그 결과 19개 법인의 폐지, 통합, 민
간법인 등의 개혁이 이루어졌다.
둘째, 1980~81년에 행해졌던 행정개혁에서는 일본철도 건설공단과 KDD
(국제전신전화주식회사)에서 부조리 발생 등을 배경으로 일률적 삭감방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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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법인의 통폐합 방안이 제안되었다. 즉, 소관법인이 10개까지인 성청에
서는 1개 법인, 11개 법인 이상의 성청에서는 2개 법인 이상의 삭감을 목적
으로 통폐합계획을 입안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10개 성청의 18개 법인이
삭감되었다. 이 외에 법인 임직원의 인사, 급여 등의 적정화, 특수법인에서의
국고 납부 등이 도모되었다.
셋째, 제2차 임시행정조사회(1981년 3월~1983년 3월)에서는 국철 등 3공
사의 개혁을 시작으로 하는 특수법인 등에 관한 개혁방안이 채택되었고, 수
차에 걸쳐 답신이 제출되었다. 공사개혁에 대해서는 3공사의 민영화, 합리화
를 제언하였고, 특수법인 등 개혁에 대해서는 7개 법인의 통폐합, 20개 법인
의 민간 법인화, 44개 법인의 사업 축소 등이 제언되었다.
넷째, 1995년의 특수법인 등 정리 합리화에서는 여당에서 특수법인 개혁
논의를 근거로 하여 모든 특수법인에 대해서 사업의 역할을 재평가하고, 조
직형태에 대해서 통폐합, 민영화와 사업 감축을 포함한 사업의 합리화․효율
화를 위한 ‘특수법인 등의 정리합리화계획’이 1995년 2월 24일에 각의 결정
되었다. 또한 일본수출입은행과 해외경제협력기금의 통합에 대해서도 1995
년 3월 31일에 각의 결정되었고(1999년 10월 1일 시행), 특수법인의 재무내
용 등의 공개를 추진하고, 투명성 확보를 위한 ‘특수법인의 공시제도’가 각
의 결정되었다(1995년 12월 19일).
다섯째, 1997년의 특수법인 등 정리 합리화에서는 1997년 여당에서 특수
법인 개혁의 의논을 근거로 하여 특수법인의 정리 합리화에 대해서 3차에
걸친 각의 결정이 행해지고, 법인의 폐지, 통합, 민간법인화가 결정되었다.
먼저 1997년 6월 6일에 각의 결정된 ‘특수법인 등 정리합리화계획’에서는
국립교육회관, 연금복지사업단, 농지정비공단, 고용촉진사업단, 주택․도시정
비공단의 폐지, 전원개발주식회의 민영화 등의 방침이 결정되었다. 또한 인
가법인에 있어서는 농업공제기금, 섬유산업구조개선사업협회, 조선업기반정비
사업협회의 폐지, 중앙노동재해방지협회, 중앙직업능력개발협회의 민간법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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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조치가 포함되었다. 이후 1997년 9월 24일에 각의 결정된 ‘특수법인
등 정리합리화계획’에서는 일본개발은행, 북해도동북개발공고의 폐지, 일본수
출입은행과 해외경제협력기금의 통합(1995년 3월 각의 결정의 확인), 국민금
융공고와 환경위생금융공고의 통합, 중소기업신용보험공고와 중소기업사업단
의 통합, 상공조합 중앙금고의 자립화 등의 방침이 결정되었다. 마지막으로
1997년 12월 26일에 각의 결정된 ‘특수법인 등 정리합리화계획’은 지금까지
여당에서 추진한 특수법인 개혁의 집대성을 근거로 하여 결정된 것이고, 공
통사항과 개별법인의 정리합리화 사항의 2부로 구성하여 개혁 방침을 제시
하였다.
여섯째, 일본에서 특수법인 등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개혁은 2001년에 각
의 결정된 ‘특수법인 등의 정리합리화계획’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는 2000년
각의 결정에 의해 확정된 ‘행정개혁대강’에서 특수법인이 개혁의 주요 대상
으로 설정됨에 따른 것이다. 이 계획에 의거하여 2005년까지 개혁의 대상으
로 설정되었던 136개 법인에 대해 폐지, 민영화, 독립행정법인으로 전환 등
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2009년 4월 현재 기준으로 개혁 대상인 특수법인ㆍ
인가법인의 총 163개 법인 중 148개 법인에 대한 법률개정 등의 조치가 완
료되면서 조직형태가 정비되었다. 이 중 특수법인의 경우 77개 법인에 대해
법률개정을 통해 9개 법인이 폐지되었으며 4개 법인은 통합, 31개 법인은
민영화되었고, 30개 법인은 독립행정법인으로 전환되었다. 2001년 이후 특
수법인 등 정리합리화계획에 따른 개혁으로 2008년까지 집계한 결과에 따르
면 약 2조 엔의 재정지출을 삭감하는 효과를 창출하였다.
한편 낙하산 인사 문제는 특수법인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제기
되어 왔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였다. 특수법인의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는
관청 활성화이론, 임금보상이론, 능력활용이론, 네트워크이론, 영향력 평등화
이론 등의 관점에서 긍정적 효과를 일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법인의
경영합리화를 위해서는 이를 정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어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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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일본에서는 2001년에 각의 결정된 공무원
제도개혁대강에 의거하여 관리직 국가공무원(일반직과 특별직)이 퇴직 후 2
년 이내에 특수법인, 인가법인 등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내각총리대신에게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국가공무원법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재취업 등 감시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바. 공기업 개혁정책의 성과
3국의 공기업 개혁정책의 성과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은 공기업의
비중이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그 속도에서는 3국 사이에
다소의 차이가 발견된다. 일본의 경우 1975년 113개였던 특수법인 수가
2006년에 33개로 감소할 정도로 공기업 민영화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
다. 2000년대 중국의 경우에도 국유기업 수가 분명하게 감소하는 모습을 나
타낸 바 있다. 다만 일본의 경우 특수법인의 숫자상의 감소가 특수법인 간의
통합의 결과라고 볼 수 없으나, 중국의 경우 국유기업 수 감소의 이면에는
대형 국유기업 육성을 위한 국유기업 간의 활발한 통합이 자리 잡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공기업 수가 감소하는 현상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공기업 민영화를 위한 정책이 활발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1998년부터 IMF 체제이던 김대중 정부에서 공기업 민영
화가 뚜렷하게 발생하였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경영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
서 우수혁신사례 전파에 주력하였으며, 현재인 이명박 정부에서는 공기업 선
진화의 맥락에서 공기업 간의 기능조정과 통폐합, 그리고 공기업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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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8. 한․중․일 3국 공기업 정책의 성과 비교 ❚

공기업
개혁정책의
성과

한국

중국

일본

․경영평가제도 등으로
인한 경영효율성의 제고
․토지공사와 주택 공사
의 통합
․기능조정과 통폐합의
활성화
․인력생산성 등 경영
효율성 제고

․협의 및 광의 국유 기
업의 급격한 감소
․국자위 산하 중앙국유
기업의 점진적인 축소
․경제성장전략에 걸맞은
중앙국유기업의 대형화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
회의 정착
․<구 36조> 및 <신 36
조>를 통한 국유 및
민간부문 간의 균형 모색

․1975년 113개의 특수
법인 수가 2006년 33
개로 감소
․도로공단과 우정공사
민영화
․정책금융기관 개혁
․20개의 특수회사는 전
신전화, 철도, 고속도
로, 공항 등 제한된
산업에서만 잔존

1) 한국
1998년 IMF 체제에서 김대중 정부의 다양한 공기업 민영화 이후 노무현
정부의 공기업 정책은 공기업 경영 소프트웨어적인 효율성의 제고에 주안점
을 두었다. 2004년과 2005년 공기업의 고객만족도조사와 경영평가를 통해
경영시스템의 효율성 제고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아울러 우수혁신사례를
통해 혁신 확산에 긍정적인 공기업 분위기 조성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
다. 물론 우수혁신사례의 전파는 공기업 사이의 차이를 무시하고 동일한 경
영방식을 이식시킨다는 비판도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노무현 정부 당시보다 광범위한 공기업 개혁을
도모하였고,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공공기관의 통폐합과 기능조정이 활발
하게 전개되었으며, 그중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합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
이다. 아울러 경영효율화를 제고하기 위해 최소 10% 이상의 효율성 제고라
는 구체적인 수치를 적시하여, 인력생산성 제고에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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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
연도별로 보면 2000년대에 광의의 국유기업 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상세 내용은 제3장 참고). 협의의 국유기업 수는 2002년
29,449개에서 2008년 9,682개로 2002년의 1/3 수준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지방정부 소유인 집체기업 수 역시 2002년 27,477개에서 2008년 11,737개
로 감소하였으며, 2002년의 절반 이하(42.7%)로 줄어들었다. 국유파트너십
기업과 국유집체파트너십기업을 포함하는 범주인 조합형기업의 수 역시
2002년에 비해 절반 이하로 급격하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총 내수기업
수가 2002년의 147,091개에 비해 2008년 347,266개로 급증한 상황에서 광
의의 국영기업 수가 각 항목별로 절반 이하로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국영기
업의 수를 축소하려는 중국정부의 정책이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003년 국자위 설립 초기, 국자위에서 관리하는 중앙국유기업 수는 196
개이었다. 이후 국자위는 국유자본을 주요 업종과 핵심 분야에 집중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도의견을 발표하고, 2010년까지 중앙국유기업 수도 80
∼100개 수준으로 감소시키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유기업의 축
소는 현실적으로 실현되지 못하였다. 2010년 10월 현재 중앙국유기업 수는
123개68)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자위의 청사진이 중앙국유기업의 비중을 줄
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2007년부터 국진민퇴(國進民退) 현
상이 가속화되면서, 지방국유기업의 구조조정에 중앙국유기업이 개입하고, 지
방국유기업이 중앙국유기업에 매각되는 현상이 강화되었다. 지방국유기업 7
개를 인수한 중강집단(中鋼集團, Sinosteel)의 경우가 대표적이며, 이
‘Sinosteel’의 예는 주력산업에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구비한 대형그룹을 육
성하겠다는 중국정부의 청사진과 부합하는 것이어서, 다른 중앙국유기업에서

68) 중앙국유기업 명단은 [부표 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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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이를 벤치마킹하였으며, 이러한 흐름은 지방국유기업이 중앙국유기업에
인수 합병되는 현상이 계속 발생할 것임을 시사한다.
2000년 이후 제조업 기업의 소유제 형태별로 살펴보면 위에서 언급한 광
의의 국유기업에 집체기업 수를 포함하여 계산된 광의의 국유기업(Stateowned and State-holding Industrial Enterprises)은 2000년 53,489개에서
60%가 줄어들어 8년 후인 2008년에는 21,313개이다. 자산총액 기준으로
볼 때, 광의의 국유기업의 경우 2000년 8.4조 위안에서 2008년 18.9조 위
안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민영기업은 3,874억 위안에서 무려 20배가량
증가한 7조 6천억 위안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중국 제조업 부문
의 자산총액이 2000년 12.6조 위안에서 2008년 43조 위안으로 3.4배 이상
증가하였다.
2008년의 경우 21,313개에 불과한 광의의 국유기업의 총 자산총액은
18.9조 위안인 반면, 245,850개에 달하는 (협의의) 민영기업의 총 자산총액
은 7조 6천억 위안에 불과하다. 2000년 대비 2008년의 경우 민영기업의 자
산총액은 엄청난 신장세를 보였으나 국영기업의 자산총액과 비교하면 여전히
적은 수준이며, 약 40.2%에 머물고 있는 형편이다. 중국 제조업 전체 기업
의 부채는 2000년 7.7조 위안에서 2008년 24.9조 위안으로 3.2배 이상 증
가하였다. 종업원 수는 국유기업의 경우 2000년 약 3천만 명에서 2008년
1,794만 명으로 줄어든 반면에 민영기업은 346만 명에서 2,872만 명으로
8.3배 이상 증가하였다.
국진민퇴와 국퇴민진의 논란 속에서 중국의 공기업은 여전히 국민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우리나라나 일본에 비해 공기업의 비중이나
중요도가 훨씬 더 뚜렷하다. 국유기업의 축소와 민영화라는 명제보다 국제경
쟁력을 지닌 대형그룹의 창출이 우선적인 경제목표로 설정되면서, 당분간 중
국경제에서 공기업이 차지하는 역할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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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
2006년 4월 현재 일본 특수법인의 수는 총 38개이며, 이 중 공기업에 가
장 부합하는 특수회사 수는 20개이다. 일본의 특수법인 수는 1975년 113개
로 정점에 이른 후 점진적인 감소추세를 보여 1995년에 경우 92개, 2000년
에는 77개였다. 2000년 77개이던 특수회사 수가 2006년에는 38개로 감소하
였으므로, 그 감소 속도가 대단히 빠른 편이다. 특수법인의 감소뿐만 아니라
도로공단과 우정공사의 민영화와 정책금융기관의 개혁 등도 다양한 이견과
반대가 존재하지만 공기업 개혁정책의 가시적인 성과로 간주된다.
종합하면, 지난 30년간 일본의 공기업 정책으로 인해 공기업 수가 지속적
으로 감소하였으며, 현재 존재하는 공기업의 경우 제조업에 해당하는 공기업
은 존재하지 않으며, 매우 제한된 산업 영역에서만 부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경영효율성 제고와 지속적인 민영화 노력을 고려하
면 공기업 정책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 공기업 개혁정책의 문제점
한․중․일 3국이 공기업 개혁정책을 추진하는 데 나타난 문제점을 비교
해 보면 3국의 공통점으로 공기업 개혁정책이 계속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
고, 국가지배적인 요소가 온존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주식회사
의 형태로 전환되었어도, 실상 국가의존적인 조직으로 유지되고 있는 중국의
공기업이나 형식적인 완전민영화 이후에도 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낙하산 인
사 등으로 표현되는 우리나라나와 일본의 경우 모두에서 나타난다. 지난 30
여 년간 자본주의적 기업 형태 구축과 공기업 개혁을 동시에 진행해야 했던
중국의 경우 통상적인 공기업 개혁의 문제점 이외에 심각한 수준의 국부 유
출이 지속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왔다. 이는 국유자산이 민영화나 매각과정에
서 개인자산으로 변질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공기업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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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추진함에 있어서 5년 정부임기에 국한된 공기업 개혁이 일반적이었다는
문제점이 두드러진다. 이로 인해 장기적인 공기업 개혁을 시도하지 못하고,
부분적인 개혁에 머무르는 경향을 보여왔다. 이는 ‘정부기업’ 개혁의 부진,
민영화의 낮은 속도 등으로 가시화되었다.

❚ 표 5-9. 한․중․일 3국의 공기업 정책 추진상의 문제점 비교 ❚

공기업
개혁정책
추진상의
문제점

한국

중국

일본

․중장기적, 종합적 전략
미흡
․‘정부기업’ 개혁 논의
소홀
․PPP형 민영화 추진
기반 미흡
․민영화 추진체계 미흡
․민영화 이후 효율적
기업지배구조 형성전략
미흡

․현대적 기업제도 추진
미흡
․국부 유출
․독과점 기업 개혁의
어려움
․국유기업 혁신능력
미흡
․국유자산관리체제 개선
필요

․Sector Model로 인한
주무부의 저항
․완전민영화 이행에
장기간 소요
․민영화 이후에도
국가지배적 요소 지속
․제한적인 낙하산 인사
개혁 효과

1) 한국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통해 제시된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전
략 및 개혁방안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다.
첫째, 공공기관의 구조조정 문제를 정권 단위의 개혁과제로 인식하고, 5년
단위의 개혁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장
기적 관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 개발이 요구되는 대형 공기업의
민영화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
둘째, 공기업 개혁방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우리나라 공기업 부문을 구성하
고 있는 ‘정부기업’이 개혁방안 작성의 논의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고
있다.
셋째, 공기업 민영화 추진 방법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적 성격을 띤 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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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소유이전형 민영화 방법 외에 유
지관리계약, 리스계약, 컨세션 등 PPP형 민영화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기존 공기업의 시설․사업을 대상으로 한
PPP형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
넷째, 민영화를 포함한 공공기관 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투명하고 강력한 추진력을 갖춘 공공기관 민영화 추진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
다섯째, 공기업 민영화 이후의 효율적인 기업지배구조 형성 등의 정책목표
를 고려한 효과적인 주식매각방법의 개발, 민영화 이후 공공성 확보를 위한
민영화 전략 개발 등이 체계적으로 모색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명박 정부 들어서 공기업 수의 가시적인 축소는 나타
나지 않았으며, 매우 부분적인 성과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차이의
원인으로는 일본의 경우 1960년대부터 지속적인 공기업 혁신 계획이 주기적
으로 검토되고 정부 및 공기업 사이에서 공유되었던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공기업에 대한 혁신 필요성의 역사가 일천하고, 그 혁신의 방향에 대해 대통
령 5년 단임제 및 정권교체 등으로 인해 공기업 혁신 방향에 대한 심도 있
는 논의와 계획 수립, 그리고 그 계획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이르지 못하였
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

2) 중국
중국의 국유기업은 중공업 우선 성장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필요에 따라
발전해 왔다. 중국정부는 국유기업 중에서도 중대형 국유기업을 전통적인 발
전전략목표를 추진하는 데 필요불가결한 역량으로 간주하여 왔다. 경제 개혁
과정에서 소형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은 점차적으로 시장경제에 진입시켜 경쟁
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진행한 반면에 중대형 국유기업은 개혁을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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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적으로 진행하였다. 중국정부는 대형기업이나 독점기업은 국유기업 형태를
유지하면서 중소형 기업의 개혁을 통해 기업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노력
하였으나 개혁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표출되었다.
첫째, 현대적 기업 제도 추진이 미흡한 상태로, 일부 국유기업은 아직까지
‘회사법’에 따라 회사제, 주식제로 전환하지 않았으며, 형식적인 체제 개혁에
그친 기업도 있다. 중앙기업 개혁은 대부분이 자회사의 개혁이었으므로 만약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주주가 개편을 거부한다면 이미 체제개혁을
한 자회사도 현대적 기업제도에 따라 일을 처리하기가 쉽지 않다. 법인 통치
구조상의 문제나 내부 통제력의 부족은 매우 보편적인 문제점이며 ‘회사법’
에 따라 등록한 대다수의 국유독자기업도 이사회 멤버와 경영진 사이의 관
계가 밀접해 이사회의 결정권과 경영진의 집행권 간의 경계가 모호해진 경
우가 많다.
둘째, 불합리한 국유경제 배치 구조로, 여러 번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아직
까지 많은 영세 국유기업이 존재한다. 적자를 기록하거나 자금 운용 효율이
낮은 기업이 많으며, 사업을 확장하다가 채무 위기에 빠진 기업도 있다. 중
앙기업은 관리자가 너무 많고 자본 회수가 너무 길며 2, 3급 기업의 경우
전문성이 약하고 업무가 중복되는 경우도 많아 국유기업의 구조조정이 필요
한 실정이다.
셋째, 험난한 독과점 기업 개혁으로서 독점산업은 중국 국유경제 중 통제
력이 가장 강한 영역이다. 독점산업의 기업은 대부분이 국유중앙기업인데,
독점산업 개혁은 경제체제 개혁보다 더디게 진행되었다. 또한 지금의 개혁은
다소 기존 기업의 재편에만 치중되어 공정한 시장 진입 환경 조성이나 새로
운 기업 설립 등 상호경쟁이 있는 시장구조 형성은 제대로 이루어내지 못했
다. 재산권 개혁과 관리․감독 개혁이 지체된 탓에 독점기업이 독점지위를
남용하는 것도 억제하지 못했다. 자연적 독점과 행정적 독점이 뒤섞여 기술
발전과 혁신을 저해했고 높은 진입 비용 탓에 외부 자본이 유입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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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필연적으로 자원 분배의 왜곡과 해당 사업의 낮은 효율로 귀착되었다.
넷째, 미흡한 국유기업 혁신 능력으로서 국유기업, 특히 중앙기업은 다른
기업에 비해 손쉽게 과학기술 자원과 인재를 확보할 수 있다. 지난 몇 년간
국유기업은 혁신을 위해 노력했지만 아직까지는 비국유기업 수준에 못 미치
는 상황이다. 국유기업은 비국유기업에 비해 더 많은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있고 영업수익과 순이익도 몇 년간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그럼에도 연구개발
에 대한 투자나 신상품의 성적표가 비국유기업보다 초라한 것은 국유기업의
혁신 능력이 많이 미흡한 탓이다. 일부 국유기업은 경영관리가 허술하고 재
무자금 관리가 원활하지 않으며 회계보고서에 대한 정확한 감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정보관리와 리스크 대처 능력도 선진국 대기업에 비해 현저하
게 뒤떨어진다.
다섯째, 국유기업 개혁으로 신분이 바뀐 직원에게 합리적인 경제 보상이
되지 않았으며, 일부 기업은 국유기업 개혁 이후 회사 사정이 더 악화되었다.
그리고 2003년 정부기구 개혁 중 분야별로 설립한 산업관리기구가 대부분
사라졌다.
중국정부는 이러한 국유기업 개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구 36조’와 ‘신
36조’를 공표하였다. 2010년의 ‘신 36조’를 보면, 공유제를 근간으로 하되
비공유제를 보완재로 간주하는 듯한 ‘구 36조’와는 달리 비공유제 경제와 공
유제 경제의 공정경쟁에 보다 강조점을 두는 방향으로 선회하였다. “각종 소
유제 경제의 공평한 경쟁”(신 36조 전문)이라는 표현과 “혼합 소유제 경제”
(신 36조 전문)라는 표현 등이 대표적인 근거로 판단된다. 또한 2010년의
‘신 36조’는 법률에 의해 국영기업 등에만 제한된 영역이 아닌 영역을 대상
으로 민간부문의 시장 참여를 허용하는 것으로 ‘구 36조’의 선택적 허용보다
진일보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3장에서 상세하게 설명되고 있듯이, 교통운송,
전력, 금융서비스, 교육, 사회보장서비스 등의 산업에서 민간부문의 참여를
원론적인 수준에서 허용하던 ‘구 36조’와는 달리 ‘신 36조’에서는 시장을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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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문에 개방할 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 법률적으로 적극 지원하겠다는 내
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구 36조’ 발표와 세계경제의 위기 이후
민간부문의 상대적 부진이 중국경제 전체의 발전에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정
책적인 판단에 힘입어 민간부문 활성화에 대한 정책 당국의 의지는 보다 분
명한 것으로 보인다.
2010년의 ‘신 36조’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다면, 여러 산업부문에서 민
간기업의 진출 확대, 민간부문에 대한 국가 지분의 매각 확대, 국자위 산하
의 국영기업 수 축소 등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이러한 방향으로
경제구조 변화가 실행될 것인지, 아니면 2005년 ‘구 36조’ 실패를 반복할
것인지 가늠하기 어렵다.
민간기업의 주요 산업에 대한 접근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신 36
조’의 내용과는 별도로 중요한 사항 중 하나는 국영기업의 지속적인 혁신과
구조조정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책적 기조가 분명하지 않다는 점에서 중
국의 ‘구 36조’와 ‘신 36조’의 내용은 공기업의 혁신을 위한 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일본
우선 일본 특수법인의 경우에는 통칙법에 의거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총무성이 특수법인에 대한 신설개폐에 대한 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주무대신에 의한 관리방식을 적용하
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특수법인 관리제도를 OECD에서는 분권화 모델로
지칭하고 있다. 이러한 분권화 모델은 개별 기관별 특수성을 고려한 차별적
인 관리시스템 구축 측면에서는 장점을 발휘할 수 있으나 주무부와 산하 특
수기관 간 이해관계의 공유로 인해 경영자율성을 제약하고, 근본적인 구조조
정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데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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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 일본에서 ‘민영화’라는 용어에 법률상의 통일적인 정의는 없다. 종
래의 특수법인 등의 개혁에서는 현재 국가와 독립행정법인, 특수법인 등의
공적 섹터가 직접 실시하고 있는 사무와 사업을 민간 섹터에 위임하는 방향
으로 옮기는 과정을 ‘민영화’라고 지칭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 경우 가장
광의에서는 공적 섹터의 사무․사업을 민간 섹터로 위탁(민간위탁)하는 것을
민영화의 한 유형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지만, 통상은 조직형태 또는 경영
형태의 민간 섹터로의 이관 또는 그 방향으로의 이행을 민영화로 지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동안 전개되어 왔던 행정개혁에서는 종래 국가와 특수법
인 등의 공적 섹터가 담당하고 있던 사무․업무에 대해서 조직․경영형태를
주식회사 형태로 이행하는 것을 ‘민영화’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조직․경영
형태를 민법상의 공익법인 등으로 전환하는 경우와 민간법인화하는 경우도
‘민영화’의 한 유형으로 이해되고 있다.
예를 들어 국철과 전전공사의 민영화는 구 공사의 조직형태를 상법(회사
법)상의 주식회사로 이행하는 것(주식회사화)을 민영화로 인식하였다. 이 경
우 새로운 회사에 대한 정부출자(주식보유)는 유지되고 있으며, 엄밀한 의미
에서 국철과 전전공사가 ‘민유민영’의 법인으로 이행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일본의 특수법인에 대한 행정개혁에서는 ‘민
유민영’의 조직으로 이행하는 것을 ‘민영화’라고 지칭하고 있다.
민영화를 단행한 후 일본공항, KDD, JR 3사(동일본, 서일본, 동해)와 같
은 자립적인 경영기반이 확립되고, 정부가 보유하는 모든 주식을 매각하는
방침이 결정된 단계에서는 민영화된 특수법인의 설립근거법을 폐지하게 된
다. 이러한 경우를 ‘완전민영화’라고 한다.
이처럼 일본에서는 특수법인의 민영화가 특수회사 이외 특수법인의 경영
형태를 특수회사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1980년대 이후
민영화된 대부분의 특수법인들이 특수회사의 형태로 존치하고 있으며, 정부
가 여전히 지배적인 소유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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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로 일본에서는 2001년의 공무원제도개혁대강에 의거하여 낙하산 인사
를 통제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실시한 이후에도 특수법인에 대한 낙하산 인
사가 그렇게 크게 감소하지는 않은 것으로는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매년 국가공무원법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관리직 국가공무원의 재취업
현황을 공표함으로써 투명성 제고 측면에서는 일정한 효과를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아. 한 중 일 3국 공기업 개혁정책의 종합 비교
지금까지 공기업의 규모와 위상, 공기업의 유형 분류, 공기업 개혁정책의
배경과 목적, 개혁정책의 내용 및 핵심 이슈, 개혁정책의 성과와 개혁 정책
의 문제점, 그리고 지방공기업 개혁정책과의 연계 등을 중심으로 한․중․일
공기업 개혁정책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의 요약은 [표
5-10]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 결과 첫 번째, 3국 공기업의 서로 상이한 규모와 위상을 나타내고 있
다. 즉, 세 나라 중에서 일본은 공기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
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본에 비하면 우리나라 공기업의 비중이 큰 것
을 알 수 있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의 경우 일본이나 우리나라의 공기업
규모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공기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기업의 위상도 상이하다. 일본의
경우 전신전화, 철도, 고속도로, 공항 등 일부 산업이나 업종에 제한적으로
공기업이 존재하여, 국가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매우 작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여러 비제조업, 특히 서비스업에서 공기업이 기능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경제시스템과 경제성장의 중심축으로 공기업이 자리매김
하고 있다.
두 번째로, 공기업의 분류와 관련하여 한국, 중국, 일본 3국간의 차이점은
중국의 분류가 국가의 소유 정도에 따라 기본적으로 진행되는 반면, 한국과

228│ 한․중․일 공기업 개혁정책의 변천과 성과

일본의 경우 예산이나 공공성 대비 상업성 정도 차이 등을 우선시하여 구분
된다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본과 우리나라의 공기업 분류는 유사한 공기
업에 적용되는 법률이 상이할 수 있어 복잡한 체계를 지닌다는 특징을 보이
고, 중국의 공기업 분류는 공기업의 방대함으로 인해 세분화가 복잡하고, 공
기업의 전체 규모 파악이 정확하지 않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시장
형 공기업, 일본의 특수회사, 중국의 중앙국유기업이 각각의 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공기업에 해당한다.
세 번째로, 한․중․일 3국 공기업 정책의 가장 큰 차이 중 하나는 공기
업 지배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국자위’를 중심으로 중앙에서 총괄
관리되는 집중화 모델, 일본은 각 특수법인이 주무대신(주무부처)에 의해 관
리되는 분권화 모델, 한국은 공기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와 각 공기업이
속해 있는 해당 부처가 관리하는 두 가지 요소가 공존하는 지배체계를 갖추
고 있다. 그리고 여타 3국 공기업 정책과 관련한 문제점 또한 이러한 지배체
계의 차이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 표 5-10. 한․중․일 공기업 정책의 종합비교 ❚
한국

공기업 규모

공기업 위상

중국

일본

․2008년 공기업 자산
가치 1,510억 달러
․2008년 약 18만 명
고용
․시장형 및 준시장형
공기업 24개 및
3개의 금융공기업

․GDP의 18%
․12,000개(약 1,800만
명 고용)에 달하는
광의의 국유기업
․제조업에서
민간부문의 2배
이상의 자산총액을
국유기업이 차지

․2008년 공기업 자산
가치 2,190억 달러
․2008년 약 34만 명
고용
․20개의 특수회사를
포함하는 38개의
특수법인

․서비스업과 금융 등
비제조업 중심
․OECD 선진국이나
일본과 비교할 때
공기업의 비중 큼

․제조업과 금융 등 거의
모든 산업의 1위 기업을
망라함
․사회주의 경제 특성
으로 인한 공기업의
절대적 규모와 위상

․전신전화, 철도,
고속도로 등 일부
산업에서만
제한적으로 발견됨
․국가경제에서 공기업의
비중이 매우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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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10. 계속 ❚
한국

중국

일본

공기업
유형 분류

․정부기업(기업특별회계)
․기업형 책임운영기관
(정부기업)
․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전민소유제 기업
․국유기업
․국유지분이 지배적
비중을 차지하는
파트너십

․정부관계기관
․독립행정법인
․특수법인
․인가법인

공기업
지배구조의
특징

․Dual Model

․Central Model

․Sector Model

․공기업 경영의 비효율
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정권 변화에 따른 시장
활동 영역 확대, 작은
정부 구현
․중앙 및 지방정부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 확산
․공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김대중 정부: 공기업
민영화, 구조조정
(인력, 사업 등 슬림화)
․노무현 정부: 공공
기관 지배구조 개편,
경영혁신 추진
․이명박 정부: 민영화,
기관통폐합, 기능조정,
경영효율화 추진

․광범위한 공기업의
부실경영
․경제성장의 중심축
으로서 국유기업의
역할
․국유기업간 흡수합병을
통한 대형국유기업의
육성

․특수법인 비대화
․재정적자폭의 확대
․사업운영의 비효율성
과 적자 누적
․경영의 자율성 결여

․1단계(1978∼84):
기업 자주권 확대
․2단계(∼1992년):양권
분리 실행
․3단계(∼2002년):
현대기업제도 수립
․4단계(~현재): 국유
자산 관리체제 개혁

․2001년 이전: 3공사
민영화, 특수법인 등
정리합리화
․2001년 이후 특수
법인 등 163개 기관의
정리합리화계획 추진
․2005년 이후 정책
금융기관 개편 추진
․낙하산 인사 개혁

․협의 및 광의 국유
기업의 급격한 감소
․국자위 산하 중앙국유
기업의 점진적인 축소
․경제성장전략에
걸맞은 중앙국유
기업의 대형화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
회의 정착
․‘구 36조’ 및 ‘신 36조’
를 통한 국유 및 민간
부문 간의 균형 모색

․1975년 113개의
특수법인 수가
2006년 33개로 감소
․도로공단과 우정공사
민영화
․정책금융기관 개혁
․20개의 특수회사는
전신전화, 철도, 고속
도로, 공항 등 제한된
산업에서만 잔존

공기업
개혁의
배경 및
목적

공기업
개혁의
내용 및
핵심 이슈
(시기별)

공기업
개혁정책
추진성과

․경영평가제도 등으로
인한 경영효율성의
제고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합
․기능조정과 통폐합의
활성화
․인력생산성 등
경영효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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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10. 계속 ❚

공기업
개혁정책
추진상의
문제점

한국

중국

일본

․중장기적, 종합적
전략 미흡
․‘정부기업’ 개혁 논의
소홀
․PPP형 민영화 추진
기반 미흡
․민영화 추진체계 미흡
․민영화 이후 효율적
기업지배구조 형성
전략 미흡

․현대적 기업제도 추진
미흡
․국유경제 배치구조
불합리
․독과점 기업 개혁의
어려움
․국유기업 혁신능력
미흡
․국유자산관리체제
개선 필요

․Sector Model로 인한
주무부의 저항
․완전민영화 이행에
장기간 소요
․민영화 이후에도 국가
지배적 요소 지속
․제한적인 낙하산 인사
개혁 효과

네 번째로, 한․중․일 3국이 공기업 개혁정책을 추진하게 된 공통적인
배경은 무엇보다 공기업에 내재한 경영의 비효율이다. IMF 체제 당시 및 최
근 우리나라 공기업의 적자경영에 대한 우려, 중국 공기업의 부실경영 등이
대표적인 예다. 공기업의 부실화로 인한 국가 부채 증가는 공기업 혁신의 또
다른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여 왔다. 1970년대 일본의 재정적자 발생, 최근
1~2년 사이 정부부채의 증가와 공기업 부채 증가에 대한 우리나라 내부에서
의 우려는 공기업 혁신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일본이나 우리나
라와는 달리 중국 공기업 개혁의 추가적인 원인으로 국제경쟁력을 갖춘 대
형기업의 육성이라는 산업정책상의 필요성을 들 수 있다.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대형 기업의 출현이 매우 요청되는 시기이지만, 민영기업이 아직 영세
한 수준에 머물러 있어 자연스럽게 대형기업으로 성장하기에는 기나긴 시간
이 경과해야 하며, 대형국유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는 일본이나 우리나라와 구분되
는 중국 공기업 개혁배경의 특수성이다.
다섯 번째로, 한․중․일 3국의 시기별 공기업 개혁의 주요 내용을 비교
해 보면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에는 공기업의 민영화와 합리화가 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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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정책의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다. 보다 상세하게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IMF 체제라고 할 수 있는 김대중 정부에서 공기업의 민영화가 가장 활발하
게 진행되었다. 노무현 정부의 경우 공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공기업 내부
의 경영혁신이 주로 추진되었으며,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경영효율화가 추진
되고 있다. 일본과 비교하면, 1990년대 후반에 민영화가 활발하게 진행된 반
면, 2000년대에는 민영화나 공기업 규모의 축소에서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일본의 경우 지속적으로 민영화와 특수법인의 합리화가 진행되어
우리나라보다 지속성이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의 경우에는 1978년
개방 이래 기업의 자주권 확대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 왔다. 2000년경까지
현대적인 기업제도를 수립하는 것이 공기업 개혁정책의 초점이었으며, 2000
년대를 넘어서면서 국유자산의 관리체제 개혁이라는 보다 구체적인 과제로
전환하게 되었다. 중국의 경우 지난 30여 년의 짧은 시간 동안 사회주의 기
업의 형태에서 현대적인 기업제도를 수립하는 방향으로 급격한 선회를 이루
어야 했으므로, 한국이나 일본의 개혁보다 훨씬 근본적인 전환을 겪어야 했
다. 이런 점에서 공기업 개혁정책은 보다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커다란
변화를 보여왔다고 할 수 있다.
여섯 번째로, 한․중․일 3국 공기업 정책의 성과를 보면, 공기업 비중 감
소의 속도에서 차이가 발견된다. 3국의 공기업 개혁정책 성과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은 공기업의 비중이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그 속도에서는 3국 사이에 다소의 차이가 발견된다. 일본의 경우 1975년
113개였던 특수법인 수가 2006년에 33개로 감소할 정도로 공기업의 민영화
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2000년대 중국의 경우에도 국유기업 수가
분명하게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낸 바 있다. 다만, 일본의 경우 특수법인의
숫자상 감소가 특수법인간 통합의 결과라고 볼 수 없으나 중국의 경우 국유
기업 수 감소의 이면에는 대형 국유기업 육성을 위한 국유기업 간의 활발한
통합이 자리 잡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공기업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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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공기업의 민
영화를 위한 정책이 활발하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
나, 다른 한편으로는 공기업의 규모 축소보다 공기업의 내부 경영효율성 제
고에 보다 초점을 두었던 정책의 결과로 해석할 수도 있다. 현재의 이명박
정부에서는 공기업 선진화의 맥락에서 공기업 간의 기능조정과 통폐합, 그리
고 공기업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일곱 번째로, 한․중․일 3국이 공기업 개혁정책을 추진하는 데 나타난
문제점을 비교해 보면 3국의 공통점으로 공기업 개혁정책이 계속 추진되었
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지배적인 요소가 온존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주식회사의 형태로 전환되었어도, 실상 국가의존적인 조직으로 유지되
고 있는 중국의 공기업이나 형식적인 완전민영화 이후에도 정부에 대한 의
존도가 낙하산 인사 등으로 표현되는 우리나라나 일본의 경우 모두에서 나
타난다. 지난 30여 년간 자본주의적 기업 형태를 구축하는 것과 공기업의
개혁을 동시에 진행해야 했던 중국의 경우 통상적인 공기업 개혁의 문제점
이외에 심각한 수준의 국부 유출이 지속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왔다. 이는 국
유자산이 민영화나 매각과정에서 개인자산으로 변질되는 것을 의미한다. 우
리나라의 경우에는 공기업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5년 정부임기에 국한된
공기업 개혁이 일반적이었다는 문제점이 두드러진다. 이로 인해 장기적인 공
기업 개혁을 시도하지 못하고, 부분적인 개혁에 머무르는 경향을 보여왔다.
이는 ‘정부기업’ 개혁의 부진, 민영화의 낮은 속도 등으로 가시화되었다.
마지막으로, 공기업 개혁정책은 지방공기업 개혁정책과 간접적인 연관성을
지니며, 공기업 정책을 보다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계기로 작용한다. 2000년
대 들어 지방공기업의 부실화에 대한 우려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처는 세 나라 사
이에서 차이가 발견된다. 첫 번째, 일본의 경우 지방공기업에 해당하는 지방
공영기업에 대한 혁신이 중국이나 우리나라에 비해 먼저 시작되었다. 그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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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점진적으로 지방공영기업의 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민영화 등의 성과도
2000년대에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는 국가 차원의 공기업 개
혁 성과가 지방공기업으로 이어지는 경우로 볼 수 있다. 일본과는 달리 우리
나라와 중국의 경우 2000년대 들어서 지방공기업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지방공기업의 부채도 급증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에도 2008년 경제불황 극
복을 위한 경기부양대출이 공기업에 집중되면서 부실화가 두드러지게 되었
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일본의 경우 지방공영기업에 대한 혁신이 2000년대
줄곧 진행되었으며, 이의 성과도 나타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와 중국의 경
우 지방공기업의 부실화와 부채증가에 대한 가시적인 혁신에 돌입하였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중국의 경우에는 지방공기업의 전면적인 혁신을
정책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공기업의 규모와 위상, 지배구조의 차이, 국가경제시스템 등을 고려하면,
중국의 공기업 정책은 과거 1960년대와 1970년대 우리나라 경제개발 당시
의 공기업 정책과 유사한 측면이 많다. 이런 점에서 중국의 공기업 정책은
우리나라 공기업 정책의 과거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나 일본의 공기업 역
사와 공기업 정책의 변화를 고려할 때, 향후 중국의 경제성장이 지속되고 민
간부문이 성장할수록 중국에서도 점진적으로 공기업의 역할과 비중이 감소하
고 공기업 정책이 변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중국이 사회주의
경제시스템을 표방하는 한, 공기업의 민영화를 핵심 목표로 설정하는 공기업
정책의 채택은 쉽지 않을 것이며 공기업의 위상과 역할의 급격한 변화는 발
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에서 중국의 공기업 정책은 사회주의 경
제시스템과 떼려야 뗄 수 없을 정도로 결합되어 있다.
1978년 개방정책 선언 이후 중국경제는 눈부신 속도로 성장하여 왔다. 그
과정에서 공기업의 심각한 자산 유출과, 저효율성, 현대기업제도로의 변화에
걸맞지 않은 정부와 지방정부의 지나친 개입 등의 문제점을 노출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경제에서 공기업이 차지하는 압도적인 비중과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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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려하면 최근 30여 년간 중국경제 성장에서 공기업이 차지하는 역할을
무조건 폄하하기 어렵다.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공기업 정책이
중국경제 성장에 기여한 순기능이 상당하다고 평가해야 한다. 특히 1990년
대까지 현대기업제도 정착에 집중하면서 일정한 성과를 낸 이후 2000년대
들어서 국무원 산하로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설립을 통해 방대한 공기업
체계에 통일성을 부여하고, 조직적인 관리를 실시하기 시작한 것은 매우 신
속하고 발빠른 대응이었다. 사회주의 경제시스템의 근간으로서 공기업, 경제
성장 핵심전략으로서 국제경쟁력을 구비한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해야 할
공기업을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적극적인 조치이다.
세계 2~3위권의 경제선진국인 일본에서 공기업은 한․중․일 3국 중에서
가장 낮은 비중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제한된 업종이나 산업에서 공기업
이 기능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 30~40년 동안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공기업
의 개혁과 민영화를 추진한 결과이다. 특히 2000년대 들어서 특수법인의 수
가 두드러지게 감소하고, 공기업 정책이 지방공기업 개혁에도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변화이다. 중국과 비교할 때, 일본과 우리
나라 공기업 정책은 많은 유사성을 공유하지만, 경제발전의 정도와 공기업의
위상, 공기업 개혁정책의 변천을 고려하면, 일본 공기업 정책은 우리나라 공
기업 정책보다 앞서 있다. 이런 점에서 일본의 공기업 정책은 우리나라 공기
업 정책의 가까운 미래라고 할 수 있다.
1998년부터 IMF 체제의 몇 년 동안 우리나라 공기업은 여러 공기업의
완전민영화와 부분민영화를 겪은 바 있다. 그 후로 공기업 지배구조의 변화
와 공기업 내부의 경영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여러 공기업 정책이 수행되어
왔다. 그 결과 공기업의 대외경쟁력이 개선되는 효과도 거두었다. 그러나 일
본과 중국의 변화에 비교하면 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 공기업의 변화는 상
대적으로 완만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보다 적극적인 공기업 정책이 필요함
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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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공기업 개혁정책에의 시사점
가. 중국 사례의 시사점
중국은 사회체제, 경제발전 수준과 문제발생 배경 등에서 한국과 일본의
공기업 정책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실제 공기업 개혁의 경험 또한
상대적으로 미흡한 중국의 사례를 통해 한국의 공기업 개혁정책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럼에도 양국이 공기업의 효율 개선,
재정부담 완화 등에서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서로 다른 형태
의 개혁정책 추진과정에서 실패 또는 성공의 경험 또한 의미 있는 참고자료
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국의 경우 우리나라의 최대 투자대상국이라는
점에서 제도적 벤치마킹 대상을 떠나 양국간 경제협력 차원에서도 국유기업
의 민영화 확대는 중요한 변화의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
할 때 중국 공기업 정책의 추진사례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1) OECD 지침에 따른 지배구조 및 경영자율권 개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 공기업 개혁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책의 방
향이 아니라 이를 구현하기 위한 기업 및 정부기관의 역량 부족으로 인하여
그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못한다는 데 있다. 그러나 중국은 2007년에
OECD에서 공기업 정책 가이드라인 소유권 관리 집중화 지침을 제시했을
때 한ㆍ중ㆍ일 3국 중 이를 가장 먼저 수용하는 등 국제적인 룰에 부합하는
개혁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OECD의 공기업 지배구조에 관한 지침에서는 공기업에 대한 국가의 소유
권 기능과 규제 및 산업정책기능의 분리를 바탕으로 공기업 지배구조를 설
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OECD의 공기업 지배구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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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지침에서 이러한 제안을 하고 있는 논거는 다음과 같다. 그동안 공기업
은 국가 산업정책의 주요 도구로 사용되어 왔고, 그 결과 많은 경우 각 주무
부처(sector ministries)의 책임하에 경영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은 때때로 산
업정책과 국가의 소유권 기능 사이에 혼돈을 초래하였고, 이러한 혼란은 소
유권 기능을 잠식하게 된다. 이 경우 공기업은 국가 산업정책을 위한 핵심
도구로만 인식될 뿐 소유자인 국가에 의해 그 가치를 보호하고 제고해야 하
는 자산으로는 인식되지 못한다. 또한 주무부처가 소유권 기능을 행사하게
되면 공기업의 업무에 빈번하게 개입하는 원천이 되기도 하며, 이것은 공기
업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산업정책과 소유권
기능을 명확하게 분리하는 것은 소유자로서의 국가 정체성(identification)을
더욱 분명히 하는 데 기여할 것이며, 공기업의 경영목표를 명확하게 정의하
고, 성과 감시를 확실하게 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69) 이러한 측면에서 중
국 국유기업의 지배구조는 국자위, 국유자산 경영회사, 국유기업의 3단계로
계층화되어 중앙정부의 의도 및 목표에 따라 운영되며, 이는 OECD가 바람
직한 모델로 제시하고 있는 이른바 집중형 모델에 해당한다. 이러한 지배체
계의 시행은 경영자율성 강화라는 정책적 목적 달성에 보다 큰 가치를 두는
방식이다.
일본의 경우 지난 수십 년간의 지속적인 공기업 개혁 노력과 지난 10여
년 간의 가시적인 성과에 힘입어 공기업의 규모와 비중이 크게 낮아지는 모
습을 보인 바 있다. 따라서 공기업 관련 해당 정부부처가 공기업을 지배하는
방식인 분산형 지배구조의 문제점이 크게 두드러지지 않는다. 한편 중국의
경우 지배구조를 집중형 지배구조로 바꾸면서, 공기업의 비중을 낮추는 가시
적인 성과를 거둠과 아울러, 공기업에 대한 산업정책(국제경쟁력을 구비한

69) 곽채기(2006),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과 공기업 지배구조의 개혁 방향｣, CG Review, 1/2월호,
Vol. 24, 한국기업지배구조원.

237

제5장 한․중․일 공기업 정책의 비교 분석과 시사점 │

대기업 창조) 효과도 극대화하는 부수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집중형 지배구조를 보다 적
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최근 OECD 국가에서 집중형
지배구조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가 발견된다는 점, 우리나라의 공기업 비중
을 지속적으로 낮추어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더욱 그
러하다. 공기업 관리에 관한 보다 강화된 권한을 현행 기획재정부에 부여하
는 방법, 혹은 별도의 공기업 부처를 신설하는 방법, 더 나아가 보다 자율성
을 구비한 공기업 관리 조직을 창출하는 방법 등을 다각도로 검토할 수 있다.
OECD의 지침 및 중국의 정책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공기업 개혁정책에
서도 실질적인 기업의 자율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가 더욱 필요하
다. 물론 우리나라도 OECD의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지배
구조 혁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정부와 공기업 간의 관계에서
완전한 경영 자율권의 보장, 특히 그중에서도 인사권과 관련한 문제가 자주
지적되고 있다. OECD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율경영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
기관 운영 기본법｣ 등에서 공기업의 소유권자로서 정부의 권한과 책임이 명
시적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며, 공기업 이사회의 독립성 확보 및 권한강화
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70) 물론 공기업 지배구조는 OECD 가이드라인과 별
개로 국가별 경영 및 정치ㆍ사회ㆍ문화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가이드라인의 도입 혹은 그 특성을 고려하는 한편 한국의 환경에 따른 비용
ㆍ편익 요인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용 정도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2) 중국 국유기업 민영화와 대중국 투자전략의 연계
다음으로 중국 국유기업의 민영화를 한국의 대중투자 활성화의 주요한 기

70) 선우석호(2006), ｢공기업 지배구조의 새로운 국제규범과 개선과제｣, 경영논집 , 제24권, 1ㆍ2호,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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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2010년 포춘지가 선정한 세계 500대 기업에 진입
한 중국 국유기업은 41개(중앙국유기업은 30개)나 되지만 중국정부는 주요
국유기업의 관리능력 미흡, 저효율, 비합리적 구조 등의 문제가 여전히 심각
하다는 인식하에 대형 국유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가속화할 예정이다.71)
그런데 중국정부가 국유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활용하고 있는 주요 개
혁조치는 비주력사업 부문의 분리ㆍ매각, 국유기업의 통폐합, 우량 국유기업
의 상장, 기존 국유기업에 대한 성과관리 체계 및 평가제도 구축 등이다. 이
중 비주력사업 부문의 분리ㆍ매각, 우량 국유기업의 상장과정에서 외국인 투
자 또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바, 이를 대중국 투자 활성화의 계기로 삼
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현지의 저임금을 활용하기
위한 수출제품 생산기지로서 투자에 편중되어 있으나, 수출공장으로서 중국
의 역할은 점차 한계에 다다르고 있으며, 기업들 또한 중국 내수시장 진출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주요 기간산업 및 서비스 산업 등
에 대한 중국시장의 진출은 여전히 문화 차이나 제도적 장벽으로 인해 쉽지
않다. 따라서 중국경제의 핵심부문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 국유기업 민영화
확대는 주요 국유기업에 대한 지분참여 및 M&A 등을 통해 현지 진출을 활
성화할 수 있는 주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3) 중국 국유기업 민영화의 한계
시장이 완전하지 않은 한, 국가가 존재하는 한 공기업은 필요하며, 공기업
의 존재는 불가피하다. 1929년 대공황을 겪으면서 서구 선진국에서 공공부
문의 역할이 새롭게 재조명되었으며, 1990년대 후반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
시아의 외환위기, 2007년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공기업의 역할

71) 건흥리서치(2010), 중국 국유기업 개혁 연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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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후진국에서 수출을 장려하고, 자본주의적 경제
발전을 모색하는 개발도상국의 경우 대부분 정부의 경제개입이 강화되었고,
이는 일본이나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었다. 정부의 개입이 강화될수
록 공기업의 역할도 커지며, 현재 중국의 경우도 이에 부합하는 좋은 사례이
다.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할 경우, 민간부문의 규모가 압도적으로
커지게 되고, 공기업의 비중은 축소된다. 현재의 일본이 이에 해당하는 사례
이다.
전체적으로 일본과 우리나라의 경우 공기업의 비중은 갈수록 감소하는 추
세이며, 공기업의 최소화 및 지속적인 민영화 추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도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중국의 경우 공기업의 비효율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민영화가 비효율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법이라는 논리전개에 동의
하지 않는 편이다.72) 대규모 국영기업의 비효율 문제는 지난 30년 동안 지
속적으로 개선되어 왔다고 인식하면서, 중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국제경
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대규모 국영기업의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정책
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2000년대 구 36조와 신 36조의
선언은 중국정부가 국영기업 민영화라는 경제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을 도모하
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국영기업과
민간부문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파악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민영화를 통한 시장의 경쟁이 기업의 경영효율성을
확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자본주의에서의 가정을 중국의 경제정책 입
안자들은 공유하지 않는다.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공기업의 비중은 중국에
서도 지속적으로 낮아지기는 하겠지만,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를 표방하는 한,
핵심적인 국유기업의 급격한 민영화는 쉽게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기업

72) 필자들과 중국 사회과학원 교수들과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관점의 차이는 분명하게 드러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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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관계 형성에서 우리나라 기업은 이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나. 일본 사례의 시사점
일본의 공기업 지배구조의 핵심은 각 공기업의 특성에 따른 차별적 운영
및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일본의 공기업은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운영
및 관리되고 있으며, OECD는 자율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섹터모델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일본은 종래 국가와 특수법인 등의 공적 섹터가 담당하고 있던 사
무․업무에 대해서, 조직․경영형태를 주식회사 형태로 이행하는 것을 ‘민영
화’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민영화 조치 이후 자립적인 경영기반이 확립
되고, 정부가 보유하는 모든 주식을 매각하는 방침이 결정된 단계에서는 민
영화된 특수법인의 설립근거법을 폐지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는 별도로
‘완전민영화’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실제 한국에서 정의되고 있는 ‘민영화’
의 개념은 일본에서는 ‘완전민영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순히 민영화된 공
기업 수가 우리보다 많다는 것만으로 우리보다 공기업 민영화 수준이 높다
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일본은 우리보다 선행적으로 공기업 민영화 정책을 추진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정책적 실험이 이루어졌다. 이 같은 측면에서 그 추진성
과 및 특징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한국의 공기업 개혁정책에 대한 시사점
을 도출해 볼 수 있다.

1) 민영화 대상기업 선정에 대한 참고
먼저, 일본이 선행적으로 실행해온 민영화 추진성과를 통해서 향후 우리의
민영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떠한 기업들이 민영화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
을지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공기업 민영화 대상은 경제발전 단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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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정책적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는 성격이 강하다. 그럼에도 일본의 공
기업 민영화 사례는 한국에 어떠한 공기업 영역이 향후 민영화의 주요 대상
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참고자료로서 의미가 충분하다. 일본의 경우 1960
년대부터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특수법인의 정리 및 합리화 활동이 시작되었
으며, 이후 단계적으로 법인의 폐지, 통합, 민영화, 사업 축소, 독립행정법인
으로의 전환 등 개혁조치가 이행되었다. 특히 2001년 특수법인 등 정리합리
화계획에 따라 정책금융기관의 정비, 우정공사의 민영화(2007년 10월) 등
특수법인에 대한 개혁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현재 일본의 민영화 추진현황을 한국과 비교해 볼 때 향후 한국에서 추가
적으로 민영화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는 주요 공기업 부문은 특히 철도 및
우편사업, 도로공단 및 공항운영 부문 등으로 예상된다. 일례로 일본의 철도
부문은 1987년 공기업 체제였던 국철을 대상으로 6개의 여객철도주식회사와
1개의 화물철도주식회사 등 7개사로 분할하여 민영화되었으며, 2007년 우정
성이 ‘일본우정그룹(JP)’으로 재편되면서 민영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
의 도로공사와 유사한 조직인 일본도로공단, 수도고속도로공단, 한신고속도로
공단, 혼슈․시코쿠연락교공단 등의 4개 공단 또한 2005년 민영화되었으며,
공항운영 부문에서는 2004년 신동경국제공항공단이 나리타 국제공항주식회
사로 민영화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물론 일본의 사례가 한국의 실제 민영화 대상기업 선정에 직접적으로 반
영될 수는 없다. 그러나 일본에서 선행적으로 민영화가 추진된 부문을 중심
으로 민영화의 적절성 및 추진과정에서 도출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다양
한 연구를 통해 향후 이슈화될 수 있는 민영화에 대한 논의에 대해 선제적
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다만, 각 부문별 심층적인 선행연구와 한국의 환
경분석에 따른 민영화 방안에 대한 검토는 보다 방대한 작업을 필요로 하는
연구라는 점에서 향후 추진과제로 남겨두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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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권화 모형에 기초한 민영화
일본의 공기업 지배구조는 OECD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분권화
모델에 기반을 두고 있으나, 가격상승 등 민영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
고 효율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도모하는 데 효과적인 방안으로 판단된다. 앞
서 정의한 바와 같이 일본은 ‘민영화’된 공기업이라고 해도 정부가 일정 지
분을 보유하는 등 지배적인 소유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지배
구조는 기업의 자율성을 다소 제한할 수 있는 요인을 지니지만 오히려 공공
성이 강한 분야의 경우 정부가 일정 부문 영향력을 가짐으로써 지나친 가격
상승 요인을 통제할 수 있다는 면에서 긍정적인 면 또한 존재한다. 이에 비
해 한국의 경우에는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에 대해서도 주무부처와
소유권을 행사하는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이 병립함으로써 이중으로 간섭을 받
게 된다. 이는 중국과 일본의 체계가 복합적으로 결합된 중간형태의 지배구
조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양쪽의 장점을 모두 활용하지 못할 수 있다
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에도 일본의 사례와 같이 ‘분권화 모델에 기초한 민영
화’ 전략이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즉, 공공성이 강한 분야 등에 대해서
는 차별적으로 정부가 일정 부문 관여함으로써 완전민영화에 따른 폐해를
통제할 수 있는 등 분야별로 차별적인 정책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물론 이 과정에서도 상기 제시한 바와 같이 경
영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개혁조치 또한 조화롭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3) 장기적 관점에서의 공기업 개혁 추진 과정
일본에서 공기업 개혁은 멀리는 1960년대와 197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검
토되면서 정책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그 결과 일본의 공기업의 수 및 국가경
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왔고, 공기업의 경영효율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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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00년대 공기업 개혁의 속도는 우리나라와 비
교할 때 보다 신속하게 진행되어 왔다. 이 점에 관한 한 중국의 공기업 개혁
의 폭과 속도 역시 우리나라보다 신속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와 일본 사
이의 공기업 개혁 속도 차이는 공기업 개혁을 어떤 관점에서 추진하는가 차
이이다.
일본의 경우 1960년대와 1980년대 초 공기업 개혁을 위한 검토 결과가
1990년대와 2000년대 공기업 개혁을 위한 밑그림으로 활용된 바 있다.
1960년대 제1차 임시행정조사회, 1981~83년 제2차 임시행정조사회, 1995년
‘특수법인 등 정리 합리화’, 2001년 ‘특수법인 등의 정리합리화계획(각의 결
정)’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특수법인(인가법인 포함)의 정리합리화 작업을
진행하였고, 그 결실이 2000년대에 가시적이고 분명한 성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따라서 공기업 개혁은 수십 년에 걸쳐 전체적인 일관성을 잃지 않고,
추진되어 왔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1998년 사상 처음 야당 집권인 김대중 정부와 그
뒤를 잇는 노무현 정부를 거친 후, 다시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매 정부
마다 집권 5년의 시간적 한계 속에서 공기업 개혁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공
기업 개혁의 핵심인 민영화와 지배구조의 근본적인 개혁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측면이 매우 강하다.
예를 들어, 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공기업을 분류하면서 민간기업과 같은
자율성이 필요하며, 국가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이 필요하며, 민영화
검토 시 우선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제2장 참고).
그러나 시장형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한 가시적인 실적은 지난 10년간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시장형 공기업에 대한 가시
적인 개혁은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합뿐인 상황이다. 시장형 공기업의 민
영화와 관련해서는 가시적인 진전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한국통신, 포철, 한국중공업, 한국담배인삼공사 등의 완전민영화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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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하는 등 민영화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던 김대중 정부의 실적과 크게
대비된다(제2장 참고). 비록 김대중 정부의 민영화가 IMF 체체라는 특수상
황의 영향을 받기는 하였지만, 이명박 정부가 작은 정부와 시장기능의 활성
화를 정책기조로 내세웠던 점을 고려하면, 현 정부의 민영화 실적은 부진하
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상의 근저에는 공기업 개혁이 집권 정부의 5년 과제로서만 고려
되어, 공기업 내부의 반발과 이해관계자의 저항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설득과정이 수반되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를 개선
하기 위해서는 공기업 개혁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야 등 정치권의 공
감대 형성 등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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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부표 1. 중앙국유기업 ❚
1
2
3
4

中国核工业集团公司(CNNC)
中国核工业建设集团公司(CNECC)
中国航天科技集团公司(CASC)
中国航天科工集团公司(CASIC)

5 中国航空工业集团公司(AVIC)
6 中国船舶工业集团公司(CSSC)
7 中国船舶重工集团公司(CSIC)
8 中国兵器工业集团公司(CNGC)
9 中国兵器装备集团公司(CSGC)
10 中国电子科技集团公司(CETC)
11 中国石油天然气集团公司(CNPC)
12 中国石油化工集团公司(SINOPEC)
13 中国海洋石油总公司(CNOOC)
14 国家电网公司(SGCC)
15 中国南方电网有限责任公司(CSG)
16 中国华能集团公司(CHG)
17 中国大唐集团公司(CDT)
18 中国华电集团公司(CHD)
19 中国国电集团公司(CGDC)
20 中国电力投资集团公司(CPIC)
21 中国长江三峡集团公司(CTGPC)
22 神华集团有限责任公司(Shenhua Group)
23 中国电信集团公司(China Telecom)
24 中国联合网络通信集团有限公司(China
Unicom)
25 中国移动通信集团公司(China Mobile)
26 中国电子信息产业集团有限公司(CEC)
27 中国第一汽车集团公司(FAW)
28 东风汽车公司(DFMC)
29 中国第一重型机械集团公司(CFHI)
30 中国第二重型机械集团公司(China National
Eizhing Group)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哈尔滨电气集团公司(HPEC)
中国东方电气集团有限公司(DEC)
鞍钢集团公司(Angang Steel)
宝钢集团有限公司(Baosteel Group)
武汉钢铁(集团)公司(Wuhan Iron and Steel
Group)
中国铝业公司(Chalco)
中国远洋运输(集团)总公司(COSCO)
中国海运(集团)总公司(China Shipping
Group)
中国航空集团公司(AIR CHINA)
中国东方航空集团公司(CHINA EASTERN)
中国南方航空集团公司(CS Air)
中国中化集团公司(Sinochem)
中粮集团有限公司(COFCO)
中国五矿集团公司(China Minmetals
Corporation)
中国通用技术(集团)控股有限责任公司
(GENERTEC)
中国建筑工程总公司(CSCEC)
中国储备粮管理总公司(Sino Grain Reserves
Corporation)
国家开发投资公司(SDIC)
招商局集团有限公司(CHINA MERCHANTS
GROUP)
华润(集团)有限公司(CRC)
中国港中旅集团公司[香港中旅(集团)
有限公司](HKCTS)
国家核电技术有限公司
中国商用飞机有限责任公司

54 中国节能投资公司
55
56
57
58
59

中国高新投资集团公司
中国国际工程咨询公司
中商企业集团公司
中国华孚贸易发展集团公司
中国诚通控股集团有限公司

60 中国华星集团公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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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표 1. 계속 ❚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中国中煤能源集团公司
中国煤炭科工集团有限公司
中国机械工业集团有限公司
机械科学研究总院
中国中钢集团公司
中国冶金科工集团有限公司
中国钢研科技集团公司
中国化工集团公司
中国化学工程集团公司
中国轻工集团公司
中国工艺（集团）公司
中国盐业总公司
华诚投资管理有限公司
中国恒天集团公司
中国中材集团公司
中国建筑材料集团有限公司
中国有色矿业集团有限公司
北京有色金属研究总院
北京矿冶研究总院
中国国际技术智力合作公司
中国建筑科学研究院
中国北方机车车辆工业集团公司
中国南车集团公司
中国铁路通信信号集团公司
中国铁路工程总公司
中国铁道建筑总公司
中国交通建设集团有限公司
中国普天信息产业集团公司
电信科学技术研究院
中国农业发展集团总公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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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中国中纺集团公司
92 中国外运长航集团有限公司
93 中国丝绸进出口总公司
94 中国出国人员服务总公司
95 中国林业集团公司
96 中国医药集团总公司
97 中国国旅集团有限公司
98 中国保利集团公司
99 珠海振戎公司
100 中国建筑设计研究院
101 中国冶金地质总局
102 中国煤炭地质总局
103 新兴铸管集团有限公司
104 中国民航信息集团公司
105 中国航空油料集团公司
106 中国航空器材集团公司
107 中国电力工程顾问集团公司
108 中国水电工程顾问集团公司
109 中国水利水电建设集团公司
110 中国黄金集团公司
111 中国储备棉管理总公司
112 中国印刷集团公司
113 中国乐凯胶片集团公司
114 中国广东核电集团有限公司
115 中国华录集团有限公司
116 上海贝尔股份有限公司
117 彩虹集团公司
118 武汉邮电科学研究院
119 华侨城集团公司
120 南光(集团)有限公司
121 中国西电集团公司
122 中国葛洲坝集团公司
123 中国铁路物资总公司

❚ 부표 2. 제조업 소유제 형태별 기업경영지표 ❚
(단위: 개, 억 위안, 만 명)

전체기업
연도

기업수

자산총액

부가가치

매출

이윤

부채

종업원수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162,885
171,256
181,557
196,222
276,474
271,835
301,961
336,768
426,113

126,211
135,403
146,218
168,808
215,359
244,784
291,215
353,037
431,306

25,395
28,329
32,995
41,990
54,805
72,187
91,076
117,048
-

84,152
93,733
109,486
143,172
198,909
248,544
313,592
399,717
500,020

4,393
4,733
5,784
8,337
11,929
14,803
19,504
27,155
30,562

76,744
79,843
85,857
99,528
124,847
141,510
167,322
202,914
248,899

5,559
5,441
5,521
5,749
6,622
6,896
7,358
7,875
8,838

연도

기업수

자산총액

부가가치

매출

이윤

부채

종업원수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53,489
46,767
41,125
34,280
35,597
27,477
24,961
20,680
21,313

84,015
87,902
89,095
94,520
109,708
117,630
135,153
158,188
188,811

13,778
14,652
15,935
18,838
23,213
27,177
32,589
39,970
-

42,203
44,444
47,844
58,027
71,431
85,574
101,405
122,617
147,508

2,408
2,389
2,633
3,836
5,453
6,520
8,485
10,795
9,064

51,240
52,026
52,837
55,990
62,006
66,654
76,013
89,372
111,375

2,995
2,675
2,424
2,163
1,973
1,875
1,804
1,743
1,794

국유기업 및 국유투자기업

민영기업
연도

기업수

자산총액

부가가치

매출

이윤

부채

종업원수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2,128
36,218
49,176
67,607
119,357
123,820
149,736
177,080
245,850

3,874
5,902
8,760
14,525
23,725
30,325
40,515
53,305
75,880

1,318
2,174
3,256
5,379
8,290
12,856
18,736
26,382
-

4,792
7,982
11,972
19,734
33,487
45,801
64,818
90,278
131,525

190
313
490
860
1,430
2,121
3,191
5,054
8,302

2,209
3,527
5,192
8,781
14,529
18,039
23,947
31,120
42,825

346
542
733
1,028
1,515
1,692
1,971
2,253
2,872

주: 기업은 모든 국유기업+규모 이상 비국유기업만 한함. 규모 이상 비국유기업은 연 매출액 500만 위안
이상 기업으로 규정함.
자료: 중국국가통계국 사이트, http://www.stats.gov.cn; 中國統計年鑒 , 각 연도,
http://www.stats.gov.cn/tjsj/ndsj/2009/indexch.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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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Comparative Analysis on State-owned Enterprises
Policy in Korea, China, and Japan
Hyung-Gon Jeong et al.

In order to maximize management efficiency of state-owned enterprises
(SOE), privatization of SOE was the main trend in 1980s among OECD
countries. In 1980s Korea also started to sporadically propelled privatization of
SOE, and then the progress of privatization became more active after the IMF
period. Since then there have been increased researches on foreign privatization
cases, such as British experience, in order to provide privatization strategies
for Korean SOEs.
As an extension of such efforts, this study attempts to draw policy
implications for the privatization of SOEs in Korea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on privatization policy of Korea, China, and Japan. Above all,
although Korea, China, and Japan are on different development stages,
comparing the three will be valuable, since both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are found in their process of privatization policy making. Furthermore, this
comparative analysis is also significant, since the privatization of SOEs in each
country will provide a foothold to vitalize mutual investments among the three
countries. Especially, the privatization of Japan, the most advanced nation
among the three, is worth to be benchmarked for Korea and China, 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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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vatization of China, the most active pursuer of OECD guidelines for
privatization, is also worth to be reviewed.
Thus, this study comprehensively analyzes main characteristics, core
issues and transition process of privatization policies in the three countries,
especially compares and summarizes the results of researches by 1) definition
and type of SOEs, 2) governance of SOEs, 3) background and purpose of
SOE reform, 4) core issues by each reform periods, and 5) accomplishments
and problems of SOE reform policy. As a result, definition and type of SOEs
are shown to be similar, while governance of SOEs is clearly different among
the three countries. China shows centrally collective governance (Central
Model) by ‘State-owned Assets Supervision and Administration Commission of
the State Council’. Japan shows the decentralized governance (Sector Model)
by competent Ministries overseeing corporations with special legal status.
Korea shows both the central governance by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and decentralized governance by competent Ministries (Dual Model). Problems
of SOE policy in the three nations are also closely related to such difference
of governance. However, in the case of China, incapability of corporations and
government organization to realize effective governance is more significant
problem than institutional inertia.
Based on the comparative analysis results of SOE policy in Korea, China
and Japan, this study suggest the following policy recommendations. First, in
light of the China’s reform case, policy efforts should be concentrated on
maximizing autonomy of management according to OECD guidelines. Second,
China’s SOE privatization should be utilized to vitalize and diversify Korean
investment into China. Third, it is necessary to predict the target enterprises
and the progress of Korean privatization based on Japan’s precedent, and
relevant researches must be done in advance. Forth, the privatization strategy
of Japan’s Sector Model can be the appropriate solution to gain both
efficiency and public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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