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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공기업 포함)은 원래의 설립 목적이나 취지에

더 다양한 분야에서 직·간접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맞는 사업 활동 외에도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공

다양한 명분으로 시장에 진입한 공공기관 또는 공공기관

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본

자회사들이 민간기업들과 경쟁하고 있다. 방송, 통신, 의

래의 설립목적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때때로 공공기관

료, 부동산, 에너지, 금융, 보험, 교육 등 거의 모든 분야에

은 공공기관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다한 경우에도 조직의

서 공공기관 자회사 또는 공공기관 자회사나 출자회사가

존속을 위해 새로운 사업에 뛰어 들기도 한다. 이에 본 연

진출해 있다. 그런데 공공기관은 사업승인, 재정지원, 규

구는 공공기관이나 공공기관 자회사의 사업이 민간영역을

제, 조세 등 정부 기관으로서 민간 기업에 비해 다양한 이

침해하여 시장경쟁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사업에 대해 분

점과 우월적 지위에 있다. 이러한 공공기관이 사업 활동을

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함으로써 민간기업의 사업 활동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

2007년「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때

로 위축시키거나 침해할 수 있다.

는 공기업 24개, 준정부기관 78개, 기타공공기간 193개

OECD 공기업 가이드라인 관점에서 한국 공공기관의

등 총 295개의 공공기관이 있었으나, 2016년 6월말 기준

경쟁중립성을 평가하면 대체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323개의 공공기관으로 증가 하였다. 마찬가지로 지방공기

적지 않은 공공기관과 공공기관의 자회사가 OECD 공기

업의 수도 지속적으로 늘어나 2005년 313개에서 2015년

업 가이드라인 기준을 위배하는 것으로 보인다. 과세중립

402개로 증가하였다. 공공기관은 많은 자회사 또는 출자

성(tax neutrality), 규제중립성(regulation neutrality),

회사를 소유하고 있어 실제로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훨씬

부채중립성(debt neutrality)관점에서 공공기관의 시장경

쟁 중립성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정부로부

이 엄밀하게 갖추어야 할 필요성 있다. 구체적으로 한

터 출연금, 출자금, 보조금 등 재정적 지원을 받으면서

국 실정에 맞는 공공기관의 경쟁중립성을 보장하는 원

민간사업자와 동일한 시장에서 경쟁하는 경우도 있다.

칙을 도입하고 통제기제를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 따

이는 공익의 목적을 위해 설립된 공기업의 기능이나

라서 공공기관의 사업 중 민간이 잘 할 수 있는 부분

사회적 역할에서 이탈하는 것이다.

은 민간에 맡기고, 공공기관은 본연의 공공서비스 제

공공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자회사가 경쟁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 또는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에 집중하여 국가 전체적으로 비효율을 제거할 필요
가 있다.

공공기관의 신규 사업의 적절성에 대한 사전검토 과정

Ⅰ. 서론

◦ 관료제적 속성상 조직의 예산과 인원이 증가
- 파킨슨(Parkinson), 다운즈(Downs), 뷰캐넌(Buchanan),

1. 배경

니스커넨(Niskanen)등의 연구에서처럼 한국에서도 공
공조직의 속성상 조직의 규모를 키우고 확대하려는

□ 공공기관(공기업)은 원래의 설립 목적이나 취지에
맞는 사업활동 외에도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기도
함 1)

유인이 작용

◦ 공기업의 사업이 대체로 정부의 직·간접 지원
을 받아 운영되므로 민간에 비해 비용 효율적

◦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본래의 설립목적이 규정되어 있음2)
◦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공공기관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다한 경우에 조직의 유지를 위

이지 못하고 민간이면 받을 규제나 인·허가면
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
◦ 추가적인 수입증대를 위해 비핵심 사업으로 영
역을 확장하기도 함

해 새로운 사업에 뛰어 들기도 함
◦ 공기업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민간영역을 침해
◦ 또한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해 더 이상 공공기

하는 사업이 점차 증가

관 본래의 목적과 기능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조직존속 유지를 위한 신규 수익성 사업을 찾
기도 함
- 신규 수익성 사업이 공공기관의 본래의 핵심사업

이 아닐 수 있음

□ 상기의 이유로 공공기관은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
면서 자생적으로 조직이 커짐

1) 이주경(2013)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에 근거
3) 박진 외(2013) 1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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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본 연구는 공공기관이나 자회사의 사업이 민
간영역을 침해하여 시장경쟁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사업에 대해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자 함
◦ 시장경쟁 중립성은 시장에서 활동하는 어떤 주
체도 경쟁의 혜택이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상황을 의미3)

- 공기업의 경쟁중립성은 민간기업에 비해 사업 활

동을 하는데 유리한 혜택(예: 교차보조)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함

◦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이 골프장이나 호텔 등의
대형 사업뿐만 아니라 독서실, 목욕탕, 산후조
리원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한 지 점검
◦ 공기업의 사업영역이 무분별하게 확대되는 것
은 시장의 공정경쟁을 저해할 소지
◦ 이는 당초 공익성을 강조하는 공기업의 설립취
지나 사회적 역할과 배치
◦ 따라서 공기업의 사업 중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에 맡기고, 공기업은 본연의 공공서
비스 제공에 집중하여 국가 전체적으로 비효율
을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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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472.2조 원이었던 공공기관의 자산은

II. 공공기관의 규모와 시장참여

2015년 781.7조 원으로 증가

1. 민간기업과 비교한 공공기관의 규모

- 지난 8년 동안 309.5조 원(66%) 증가한 것임
- 이 같은 공공기관 자산증가는 새로운 공공수요에

□ 2017년 1월 기준, 국가의 SOC사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독점적 혹은 위탁사업을 수행하
고 있는 공공기관이 332개로 확정됨 4)

따른 신규 사업에 따른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
서 발생한 부채도 있었지만 무리한 사업 확대에
따른 부채증가에 기인5)

◦ 2015년에 비해 공기업 5개, 준정부기관 3개,
기타공공기관 8개가 늘어남
- 공기업이 변경의 사유로 5개 늘어나고, 준정부기

관은 2016년에 신규 3개와 변경 1개가 그대로

□ 최근에는 공공부문 개혁으로 인해 부채 증가세가
둔화되었긴 했지만 공공기관 자산의 규모는 국내
총생산(GDP)의 50.2%로 절반이 넘음
◦ 2015년 기준, 공공기관의 자산은 781.7조 원

유지

◦ 전년도에 다소 변동이 있었던 기타공공기관의

◦ 이 가운데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

수는 2017년 신규 13개, 해제 2개, 변경 5개로

자산을 합친 금액이 553.2조 원으로 전체 공공

나타남

기관 자산의 약 71%를 차지

◦ 2007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

◦ 근년에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의 자산은 줄었

될 때는 공기업 24개, 준정부기관 78개, 기타공

으나 시장형 공기업과 기타공공기관의 자산은

공기간 193개 등 총 295개의 공공기관이 있었

지속적으로 증가

는데 지난 10년 동안 약 37개 증가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의 자산은 2011년 111조

원에서 2015년 108.5조 원으로 감소

◦ 특히 자산규모 2조 원 이상이고 자체 수입비율
이 85%이상인 시장형 공기업은 관련시장에 미

- 시장형공 기업의 자산은 2011년 227.9조 원에서
2015년 269.7조 원으로 증가

치는 영향이 매우 큼

- 기타공공기관의 자산은 2011년 26.3조 원에서
2015년 34.7조 원으로 증가

□ 공공기관은 그 수가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자산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옴

<표 1> 2017년 공공기관 지정 변동 사항
(단위: 개)
2017년 공공기관 현황

2007

2015

2016

신규

해제

변경

공기업

24

30

30

-

-

+5

준정부기관

78

86

89

-

-

-

89

기타공공기관

193

200

202

+6

-

-

208

합계

295

316

321

+13

-2

-5

332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4) 2017년 1월 25일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참고
5) 김영신 (2012), 박진 외 (2012), 황정윤 외 (2015), MBC 뉴스 2013년 6월 12일 자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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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공공기관 자산 증가 추이
(단위: 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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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국회예산정책처(2012)와 알리오의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2> 공공기관 자산 현황
(단위: 조 원, %)

시장형
준시장형
소계
위탁집행형
준정부
기금관리형
기관
소계
기타 공공기관
합계
공기업

2011

2012

2013

2014(a)

2015(b)

227.9
271.7
499.6
58.2
111
169.2
26.3
695.1

240.7
282.8
523.5
57
113.4
170.4
27.8
721.6

255.3
293
548.3
66.5
116.5
183
29.5
760.8

265.8
293.5
559.3
76.4
111
187.4
31.4
778.1

269.7
283.5
553.2
85.3
108.5
193.8
34.7
781.7

증감액
(c=b-a)
3.9
-10
-6.1
8.9
-2.5
6.4
3.3
3.6

증감률
(c/a)
1.5%
-3.4%
-1.1%
11.6%
-2.3%
3.4%
10.5%
0.5%

주: 1) 증감액, 증감률은 2014년 대비 2015년 수치임
2) 공기업은 2010년부터, 준정부기관은 2012년부터 국제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된 자료로, 기간 간 증감의 직접비교에는 한계가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로 글로벌 기업이자 한국의 대표기업인 삼성전

□ 2015년 기준, 상위 10개 공공기관의 자산총액이
상위 10개 민간 대기업의 자산총액을 능가 6)

자의 자산(2015년 말 기준, 169조 원)보다 큰
것으로 나타남

◦ 2015년말 기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
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

◦ 30개의 공기업의 자산총계는 569.4조 원으로

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석유공

민간기업 상위 30개 기업의 자산총계 808.8조

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남동발전 등 10개

원의 약 70%에 육박7)

공공기관의 자산 총합은 498.5조 원

□ 한편, 지방공공기관의 수도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음

◦ 동년,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삼성물산,
기아자동차, 현대중공업, 현대제철, SK하이닉스,

◦ 2005년에 313개였던 지방공기업 수가 2015년

롯데쇼핑, LG전자 등 10개 기업의 자산 총합은

402개로 증가8)

496.3조 원

- 2015년 기준 상하수도, 공영개발 및 기금을 포함한 직

◦ LH공사의 경우에는 자산규모는 약 170조 원으

영기업의 수가 257개이고, 지방공사·공단은 145개임

6) 개별재무제표 기준
7) 3개 공기업인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울산항만공사는 개별기업에 대한 자본정보가 없어 부득이 K-IFRS연결 재무정보를 이용함
8)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인 1990년대 지방공기업의 수는 131개였음

공공기관의 민간기능 위축 사업 분석과 시장경쟁의 중립성 개선방향

5

<표 3> 30대 기업 및 공공기관 자산 총액 순위
(단위: 원)
회사명

2015 자산총액

회사명

2015 자산총액

1

삼성전자

168,969,630,000,000

1

한국토지주택공사

169,789,098,666,782

2

현대자동차

66,978,224,000,000

2

한국전력

106,306,250,000,000

3

포스코

51,309,408,699,468

3

한국도로공사

57,611,190,035,323

4

삼성물산

34,157,943,261,452

4

한국수력원자력

51,043,890,226,973

5

기아자동차

34,068,913,000,000

5

한국가스공사

40,389,768,735,677

6

현대중공업

30,184,780,734,000

6

한국수자원공사

19,297,289,098,066

7

현대제철

30,029,727,913,412

7

한국철도공사

17,869,032,877,910

8

SK하이닉스

28,742,198,000,000

8

한국석유공사

17,462,211,620,861

9

롯데쇼핑

26,020,706,390,648

9

인천국제공항공사

9,356,339,333,521

10

LG전자

25,866,375,000,000

10

한국남동발전

9,326,835,432,755

10개 기업 자산총액 합계

10개 공공기관
자산총액 합계

496,327,906,998,980

498,451,906,027,868

11

케이티

24,222,495,000,000

11

한국서부발전

9,225,791,159,019

12

SK텔레콤

23,146,940,000,000

12

한국남부발전

9,216,084,435,628

13

대한항공

23,048,939,945,281

13

한국동서발전

8,828,603,095,985

14

현대모비스

22,837,944,000,000

14

한국중부발전

7,857,199,457,154

15

LG디스플레이

20,210,693,000,000

15

주택도시보증공사

5,579,794,342,614

16

SK

17,593,083,000,000

16

부산항만공사

5,541,015,689,022

17

대우조선해양

17,250,463,840,876

17

한국지역난방공사

4,843,831,863,638

18

삼성중공업

16,292,309,952,788

18

한국공항공사

4,336,744,531,024

19

LG화학

16,231,596,000,000

19

한국광물자원공사

3,744,878,034,960

20

삼성SDI

14,656,786,510,207

20

인천항만공사

2,798,263,780,513

21

SK이노베이션

14,474,189,652,000

21

한국마사회

2,506,632,106,846

22

이마트

13,247,431,258,918

22

여수광양항만공사

2,009,854,876,460

23

현대건설

12,595,649,000,000

23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774,202,452,148

24

LG유플러스

11,939,224,000,000

24

울산항만공사

743,260,758,129

25

GS건설

11,831,693,042,266

25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732,304,346,664

26

두산중공업

11,685,624,206,868

26

대한석탄공사

722,886,023,735

27

S-Oil

10,784,946,000,000

27

한국관광공사

714,262,482,836

28

롯데케미칼

10,525,249,375,017

28

한국조폐공사

349,451,820,398

29

대림산업

10,250,167,914,829

29

한국감정원

233,369,234,639

30

대우건설

9,650,768,537,829

30

해양환경관리공단

200,113,031,134

30개 기업
자산총액 합계

808,804,101,235,859

30개 공공기관
자산총액 합계

569,410,449,550,414

주: 여수광양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울산항만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감정원, 해양환경관리공단은 K-IFRS를 사용
자료: 금융감독원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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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직영기업(개)
연도

지방공사·공단(개)

계

공사
소계

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

기금

소계

도시철도

도시개발

기타공사

공단

’15년 말

402

257

116

90

33

18

145

7

16

39

83

’14년 말

398

254

116

87

33

18

144

7

16

39

82

’13년 말

394

253

116

87

32

18

141

7

16

37

81

’12년 말

388

251

115

85

33

18

137

7

16

36

78

’11년 말

379

246

115

82

33

16

133

7

16

31

79

’10년 말

382

245

115

81

33

16

137

7

16

32

82

’09년 말

371

239

112

75

36

16

132

7

16

28

81

’08년 말

359

234

111

73

34

16

125

7

16

26

76

’07년 말

339

228

108

68

36

16

111

7

16

19

69

’06년 말

322

222

105

63

38

16

100

7

14

62

17

’05년 말

313

217

106

58

38

15

96

5

13

62

16

자료: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결산 및 경영분석’ 각 연도 자료를 기초로 작성

□ 지방공기업의 수와 함께 지방공기업의 자산 총액
도 꾸준히 증가함
◦ 2009년 136.9조 원이었던 지방공기업의 자산이

2015년 기준 29개로 감소

◦ 마찬가지로 금융위원회도 1∼2개 밖에 없었던
산하기관의 수가 8개로 늘어남

2014년 177.9조 원으로 증가

◦ 대체적으로 정부부처 산하 공공기관의 수가 증

□ 지방공기업의 자산과 중앙공공기관의 자산규모를
합치면 약 1천조에 육박

가했지만, 예외적으로 보건복지부처럼 산하기관
의 수(1개)가 변화가 없거나 환경부와 같이 산
하기관 수가 감소(10개→1개)한 경우도 있음

2. 공공기관 규모의 확대와 자회사 및 출자회사
□ 각 정부부처 산하에 있는 공기업과 공공기관은 지
속적으로 증가

□ 그런데 공공기관은 많은 자회사 또는 출자회사를
소유하고 있어 실제로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음
◦ 103개 공공기관이 536개의 자회사와 825개의

◦ 부처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2012년까지 산
하 공공기관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근
년에 공공부문개혁 등으로 다소 감소
◦ 1987년 1개 밖에 없었던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의

수가

2012년

90개까지

출자회사를 소유9)10)
- 자회사는 모기업이 50% 이상 지분을 소유하였거

나 30% 이상 지분을 소유하고 임원임면권 등 실
질 지배력을 가진 회사를 의미

증가했다가

9) 2016년 10월∼11월 알리오에서는 111개 공공기관이 827개의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공공기관이자 공공기관 자회사, 중복 출자 등을 제
외하여 산출
10) 나유성(2016)에서는 2015년 말 기준, (공공기관으로 지정, 투자목적, 채무 불이행에 따른 출자 등의 이유의 공공기관을 제외한) 74개 공공기관이 공공기관으
로 지정되지 않은 총 560개의 기업에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함. 구체적으로 공기업(24개)이 377개, 준정부기관(19개)이 53개, 기타공공기관(31개)
이 130개의 출자회사를 보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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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자회사는 모기업이 지분을 소유한 회사 중 자

3. 공공기관의 시장참여 및 사업 다각화

회사가 아닌 회사를 의미
- 공공기관의 출자형태는 현금이나 현물출자, 보통

주, 수익증권, 출자증권의 형태로 분류

□ 공공기관이 시장에 참여하는 형태는 다양하게 나
타날 수 있으나 원래 공공기관의 설립목적인 공익
성의 높고 낮음으로 분류 가능 13)

◦ 기타공공기관인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중소기
업은행의 자회사와 출자회사를 모두 포함할 경

◦ 높은 공익성의 관점에서는 사회정책목표, 산업
정책목표, 비대칭 정보 해소, 불완전경쟁 해소

우 그 수는 더욱 늘어남11)

의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음

- 투자조합, 투자펀드, 사모투자전문회사, 사모특별자

- LH공사의 임대주택사업이나 광물자원공사의 해외

산투자신탁뿐만 아니라 일반 민간기업에도 출자

투자 등은 과소공급을 해소하는 것이 주요 목적

- 상기의 투자조합인 펀드도 민간경제에 영향을 미침

◦ 이외에도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주택도
시보증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보증 관련된

이므로 수익성을 추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한편, 비대칭정보해소나 불완전경쟁을 완화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시장에 진입한다하더라도

공공기관이 민간기업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해

민간사업자와의 불공정경쟁의 소지로 인해 시

당기업의 지분취득을 통해 자회사나출자회사로

장경쟁의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음

보유하기도 함

- 예컨대, 교통안전공단의 차량검사나 석유공사의

◦ 근년에 해외사업이나 해외자원 개발의 목적으

알뜰주유소 사업은 이미 관련시장에서 민간사업

로 공공기관의 자회사 또는 출자회사가 증가

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

□ 정부부처 관점에서 보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29개 공공기관이 가장 많은 자회사와 출자회사를
소유 12)

◦ 공공기관이 공적사업을 재원 확보의 용도로 활
용하기도 함

◦ 한국전력공사는 74개의 자회사와 160개의 출자
회사, 34개의 손자회사를 보유
- 예를 들어, 한국전력공사 자회사인 한국가스공사

는 24개의 자회사와 24개의 출자회사를 보유

◦ 산하기관을 통해 출자한 금액도 산업통상자원
부가 정부부처 중 가장 많은 약 51조 원을
기록

□ 산업통상자원부에 이어 미래창조과학부도 산하
25개 기관이 7개의 자회사와 146개의 출자회사
를 보유
11) 알리오에서는 공공기관의 출자형태가 수익증권이나 출자증권인 경우에도 자회사로 분류
12) 분석편의상, 공공기관의 자회사가 공공기관인 경우를 엄밀히 구분하지 않음. 공공기관의 자회사가 공공기관인 경우는 26개임
13) 박진 외(2013)의 내용을 참고하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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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시장참여의 8대 유형과 사례별 대안
성격

예시 기관
(사업)

대안

사회정책목표

LH
(임대주택)

바우처,
경쟁중립성

산업정책목표

광물자원공사
(해외투자)

직접투자 대폭축소,
민간기업 지원

비대칭 정보 해소

교통안전공단
(차량검사)

민간이양,
감독기능/경쟁 중립성

불완전경쟁 해소

석유공사
(알뜰주유소)

주유소 사업 중단/
경쟁 중립성

공적사업
재원활용

관광공사
(면세점)

경쟁중립성

기관 운영비로 활용

표준협회
(교육사업)

지정해제,
경쟁중립성

유휴시설 활용

농수산물유통공사
(aT 컨벤션센터)

시설매각

유휴인력 활용

대한석탄공사
(무연탄사업)

단계적 구조조정/청산

시장참여유형

과소공급 해소
(비수익)
높은
공익성
시장견제
(수익)

교차보조
(수익)
낮은
공익성
유휴자원 활용
(비수익)

자료: 박진 외(2013)

- 면세점 운영은 관광공사가 아니더라도 민간사업

자가 충분히 할 수 있어 근년에 철수14)
- 표준협회의 교육사업도 민간에서 하고 있는 사업

과 중복됨

◦ 공공기관의 사업 가운데 더 이상 필요가 없는
사업은 단계적 구조조정이나 매각 또는 청산

◦ 민간이나 정부가 수행하는 것보다 공공기관(공
기업)이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지에 대한 근
거가 있어야 함
- 민간에서 활성화되어 있지 않거나 있더라도 공공

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생산성이나 수익성 측면에
서 우위에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예: 쓰레기 소
각장이나 화장장)

- 예컨대, 농수산물유통공사가 aT 컨벤션센터를 굳

이 운영할 필요 없어 매각
- 대한석탄공사의 무연탄사업도 단계적으로 조정해

서 청산

◦ 공공기관이 시장에 진입할 때 비용보다 편익이

커야 함.
- 기존에 민간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규로 진입

하는 공공기관이 민간사업자보다 효율적이어야

□ 공공기관이 새로운 사업을 착수하는 데에는 공공
부문의 단순 확장이 아닌 합리적인 타당성이 담보
되어야 함
◦ 우선, 공공복리를 위한 공적인 수요가 존재하여

함

◦ 공공기관이 시장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다른
대안이 있는 지 점검
- 공공기관의 시장참여에는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

이를 충족시키는 공익성이 있어야 함

에 다른 대안, 예컨대 보조금 지급 또는 관리감

- 국민의 일상생활과 복리와 연관된 필수불가결한

독 기능만으로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예: 상하수도)

우에는 공공기관의 시장 참여의 정당성이 미흡

14) 2008년 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발표를 통해 2012년 말까지 한국관광공사의 면세사업 중단을 발표하면서, 무안공항 등 7개 지점이 순차적으로 폐쇄됐고
결국 2015년 8월 27일 가장 핵심인 인천공항면세점까지 폐점함(브레이크 뉴스 201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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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공공기관 시장참여 타당성 판정의 일반 절차

공익성, 수익성 판정
(유형판정)

…

공공재와 외부성

…

효율성

…

보조금 지급

…

비대칭적 정보
정부의 산업정책

…

불완전경쟁

↓
시장참여 편익유무 판정
↓
시장참여의 대안가능성 판정
↓
경쟁 중립성 판정
↓
불공정 경쟁의 정당성 판정

주: 박진 외(2013) 155쪽의 그림을 저자가 편집 및 내용 추가

◦ 공공기관이 시장에 참여할 경우 민간과의 경쟁

4.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중립성을 훼손하는지에 대한 점검 필요
- 공공기관은 민간과의 입찰경쟁에서 상대적으로

이점이 많기 때문임

◦ 공공기관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불공정함에

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정당성이 있는 지에 대
한 검토 필요
- 독점에 따른 높은 가격이나 과소공급의 경우 공

공기관이 유사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해서 소
비자의 후생을 높일 수 있다면 정당성을 확보하
게 됨

□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은 정부로부터 출연금,
출자금,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음
◦ 2015년 기준, 출연금은 21.1조 원, 출자금은
3.7조 원, 보조금은 12.1조 원 등 정부순지원액

은 총 64.1조 원
◦ 전년도에 비해 정부순지원액은 6.5조 원 증가

하여 11.3%의 증가율을 나타냄
- 공기업에 대해서는 출자금으로 3.7조 원, 보조금

으로 1.2조 원을 지원
- 준정부기관에 대해서는 출연금 16.4조 원, 보조금

으로 9.7조 원을 지원

◦ 2015년 이전수입15)은 19.9조 원으로 출연금 다

음으로 높은 정부지원항목

15)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을 포함한 기타 정부로부터의 이전수입(옥동석,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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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공공기관 재정지원 현황
(단위: 조 원, %)
2015
2014
(a)

정부
순지원액

공기업

준정부
기관

기타
공공기관

합계
(b)

비중

증감액
(c=b-a)

증감율
(c/a)
15.3

출연금

18.3

0.0

16.4

4.7

21.1

(-3.8)

2.8

출자금

3.7

3.7

0.1

0.0

3.7

(-0.7)

0.0

0.0

보조금

11.4

1.2

9.7

1.2

12.1

(2.2)

0.7

6.1
41.7

부담금

1.2

0.0

1.6

0.1

1.7

(0.3)

0.5

이전수입

18.1

0.0

19.9

0.0

19.9

(3.6)

1.8

9.9

위탁수입

4.6

0.8

3.7

0.7

5.2

(0.9)

0.6

13.0

기타수입

0.3

0.0

0.3

0.1

0.4

(0.1)

0.1

33.3

소계

57.6

5.7

51.7

6.8

64.1

(11.7)

6.5

11.3

주: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의 3개 은행형 공공기관은 수입지출 취합 기준이 다르며, 공공기관 재무 결산현황에서 제외되었으므
로 상기 수입, 지출 현황에서 제외함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국회예산정책처(2016) 인용

□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은 공기업이 관련시장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민간부문과의
경쟁이 공정하지 못하게 됨
◦ 예컨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택지개발을 통해

신규주택단지를 조성하여 인근 주택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한다면 민간사업자가 가격
경쟁력을 가지기 어렵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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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공공기관의 경쟁중립성과 민간경제 위축
분석

면 상업적 활동을 위해 지출했는지 구분이 필요

◦ 셋째, 공기업의 사업 수익률을 민간사업자의 수

익률 수준을 목표로 조정

1. 공공기관의 경쟁중립성
□ 공공기관이 기존 민간시장에 있는 사업을 수행할 경
우에는 민간기업과 실질적 경쟁관계를 형성하게 됨
◦ 공공기관은 정부로부터 다양한 혜택을 받기 때
문에 시장에서 민간사업자와 공정한 경쟁을 한
다고 보기 어려움16)

- 유사한 규모의 민간기업과 비교하여 공기업이 제

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이 지나치게 낮을
경우 경쟁의 불공정성을 초래

◦ 넷째, 공공서비스와 관련하여 정부예산지출이

투명해야 함
- 공기업이 교차보조를 받지 않아야 하고 사업별

구분회계를 통한 원가계산이 가능해야 함
- 각종 보조금과 세제 및 금융혜택을 통해 시장에

공급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인위적으로 낮
춰진다면 이는 시장질서를 왜곡하는 것임

◦ 다섯째, 공기업과 민간기업간의 과세기준이 다

르지 않아야 함
- 민간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는 공기업이

□ OECD 공기업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Corporate Governance)에서는 공공기관인 공기
업이 민간기업과 잠재적 또는 실질적 경쟁을 할
경우 시장에서의 경쟁중립성을 지키는 것이 필요
하다고 봄 17)

◦ 여섯째, 공기업과 민간기업에게는 동일한 규제

◦ OECD는 경쟁중심의 자유시장 원칙과 공정경쟁

받기 유리한 측면이 있지만, 동시에 평가와 감사

원칙을 강조
◦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경쟁할 경우에는 경쟁중
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

세제상 특혜를 받지 않아야 함

가 적용되어야 함
- 민간기업에 비해 공기업이 사업에 대한 인허가를

절차가 복잡하여 그에 따른 비용이 더 들기도 함

◦ 일곱째, 공기업은 민간기업과 동등한 방식으로

자금이 조달될 수 있어야 함
- 공기업은 정부정책을 시행한다는 명분으로 공공

□ OECD는 공기업의 시장경쟁 중립성을 지키기 위
한 주요 가이드라인을 제시 18)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금융회사로부터도 자금

◦ 첫째, 공기업 사업에 대한 상업활동과 비상업활

◦ 여덟째, 공공조달에 있어 비차별적이고 경쟁적

동을 구분하는 기준이 필요하고, 가능하면 비상
업활동기관도 독립 법인화 권고
- 공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극대화하기 위함

◦ 둘째, 공기업 사업에 대한 구분회계 도입
- 정부정책의 시행을 위한 비용을 지출했는지 아니

조달이 용이하고 금리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이어야 하며, 높은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함
- 정부사업의 조달과 계약과정에서 민간기업도 공정

하게 참여하고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장

□ 공공기관의 경쟁중립성 도입에 대하여 호주정부는
가장 적극적인 정책을 행사하는데 그 적용 가능성

16) 이외에도 공기업은 민간에 비해 높은 신용등급과 낮은 이자율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각종 인허가나 승인을 받기가 용이함
17) OECD(2011), 박정수 외(2011), 박진 외(2012)
18) OECD(2012), 박진 외(2012)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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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이 가격이나 공급량 결정

판정과정은 다음과 같은 알고리즘을 이용 19)

을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가 여부

◦ 우선,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자가 가격이나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가임

◦이러한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킨다면 공공기관
의 사업은 경쟁중립성을 준수해야 하는 사업이

◦ 다음으로,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경

라고 판단

쟁자나 경쟁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지 여부

<그림 3> 호주의 경쟁중립성 적용 가능성 판정 과정

사업을 수행하는가?

N

사용자가 요금/수수료를 부담하는가?

Y
실재/잠재적인
경쟁자가 존재하는가?

N

Y
N

가격결정과 공급결정의
독립성 존재?

Y
경쟁 중립성이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N

사업이 중요한가?

Y
경쟁 중립성을
적용하지 않음

경쟁 중립성 적용
자료: Australian Government, 2004, p.8. 박진 외(2013)

19) 박진 외(2013) pp.13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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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기관의 경쟁중립성 점검과 민간경제 위축 사업

◦ 부처별로 살펴보면, 금융위원회가 535개로 가장

평가

많은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고, 다음으로 산업통
상자원부 196개, 국토교통부 25개로 나타남

가. 공공기관과 자회사의 경쟁중립성 점검

- 투자조합, 투자펀드, 사모투자전문회사, 사모특별

자산투자신탁 등을 포함

□ 공공기관은 자회사를 통해 사업을 다양하게 운영
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에
대해서도 OECD 공기업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시장경쟁 중립성을 평가할 필요
◦ 알리오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서 공공기관과 공공기관 자회사의 감사보고서
와 주요 공시자료를 검토
-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된 자료는 업

◦ 지방공기업은 자회사가 있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지방공기업의 자회사는 분석에서 제
외21)

□ 상기의 OECD 공기업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경
쟁중립성 관점에서 공공기관과 공공기관 자회사의
주요사업을 점검한 결과 가이드라인에 저촉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음

데이트가 제대로 안되어 있거나 개략적인 정보만
을 제공하기 때문에 공기업이 현재 수행중인 사

◦ 공공기관과 그 자회사는 다양한 업종에서 나타

나 있는데, 적어도 외감법인 이상인 경우에만

업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재무자료,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등의 자료를
구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자회사에 대한 자

□ 공공기관의 시장참여로 인한 민간부문 기능위축
또는 시장침해를 파악하기 위해서 중앙공공기관과
그 자회사, 그리고 지방공기업에 대해 분석함

료 입수는 제한되어 통계적 분석이 어려움
- 사업보고서나 감사보고서에도 주요 핵심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기술될 뿐이어서 실제 모든

◦ 공기업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자회사 또는

사업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든 공공기

출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음20)

관과 자회사가 경쟁중립성을 위반하거나 민간시

- 시장형 공기업은 184개의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

장을 침해하는 사업을 밝혀내기 어려움

으며, 한국전력공사가 85개로 가장 많이 보유
- 준시장형공기업은 28개의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

◦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기 OECD 공기업 가이드

고, 이 가운데 한국철도공사가 9개를 보유

라인 8개 기준을 적용할 때 적지 않은 공공기
관과 자회사가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기준을 위

◦ 준정부기관이나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도 자회

사 또는 출자회사를 보유
-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이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는 313개인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226개를, 한
국자산관리공사가 58개를 보유하고 있으나 거의
대부분 투자목적

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대표적인 예로, 13개 시범기관을 제외하고는 구

분회계를 도입한 곳은 없음
- 한국가스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예금보험공사, 중
소기업진흥공단 등 7대 시범도입기관들이 지정된
후 6개 기관이 추가됨22)

20) 공공기관인 자회사도 포함
21) 주로 도시공사, 개발공사, 도시철도공사 등에서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민간부문에 출자함
22) 기재부는 향후 총 39개 기관으로 확대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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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기 위한 목적 25)으로 설립된 한국토지주택
공사가 숙박과 에너지 사업을 함 26)

◦ 정부로부터 출연금, 출자금, 보조금 등 재정적

지원을 받으면서 민간사업자와 동일한 시장에
서 경쟁하는 경우가 많음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개성공단 내 숙박사업인 한

- 예컨대, 골프장의 경우 인근 민간업체의 골프장

누리호텔(주)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유소 및 LPG

그린피보다 저렴하게 제공하여 가격경쟁력 측면

충전소의 설치와 운영 등 에너지관련 사업도 함

에서 우월
- 정부보조금은 회계상 기타영업외수익으로 분류될

□ (임대업)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자회사인 주택관리공
단은 임대운영 사업에 대해 경합관계에 있음

수 있고, 구체적으로 사용내역을 확인하기 어려
운 한계가 있으나 교차보조 가능성을 배제할 수

◦ 임대운영 대상주택 중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맡아

없음

서 하는 부분이 있고, 주택관리공단이 운영하는
◦ 정부사업 또는 공공기관 사업의 조달과 계약과

부분도 있는데 동일한 사업을 굳이 모회사와

정에서 공공기관 또는 공공기관 자회사에게 배

자회사를 두고 나눠서 해야 할 이유가 없음27)

타적으로 유리한 경우

□ (교통) 민자도로사업에 공기업인 한국도로공사가
운영관리에 참여하면서 민간과 경합 28)

- 민간기업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차별적 요

인으로 작용

◦ 서울-춘천고속도로와 부산-울산고속도로 유지관

나. 공공기관의 민간경제 위축사업 사례

리업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가 적극 참여하여
민간사업자와 경합관계에 있음29)

□ (방송·통신) 한국KDN과 한국마사회는 종합유선방
송제작 및 공급을 하는 ㈜YTN에 출자 23)

- 이외에도 수원-광명 등 2개 민자고속도로와 구리
-포천 등 5개 민자고속도로 운영관리를 수탁

□ (의료제조) 한국전기연구원은 연구성과의 활용과
기술사업화를 위한 명분으로 신기술창업회사를 설
립하여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 등 24)

- 이로 인해 입찰방식을 통해 도로유지관리 업무를

수탁하는 민간사업자는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

□ (레저·스포츠) 공공기관이 골프장, 놀이공원, 콘
도, 스키장 운영 등 민간부문에서 활성화된 분야
에 진출

◦ 이미 관련시장에 기술창업관련투자회사도 많을

뿐만 아니라 의료기기를 제조·판매하는 회사들
은 넘쳐나는데 구태여 직접 시장에 진입할 이

◦ 강원랜드는 게임, 애니메이션 사업을 하는 회사

유가 불분명

를 자회사로 두기도 함

□ (부동산 및 에너지)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공급,
도시의 개발·정비, 주택의 건설·공급·관리 업무를

- 강원랜드 자회사인 하이원엔터테인먼트는 게임/

애니메이션 및 컨텍센터 등의 사업활동30)

23) 2016년 10월 알리오에 접속한 바, 한국마사회는 YTN 경영난 해소를 위해 증자에 참여했다고 명시
24) KISLINE에서 조회한 ㈜큐비츠는 2015년 7월 3일자로 휴폐업한 것으로 나타남
25)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조
26) 북한 개성공단이라는 특수성이 있지만 일반 기업들이 개성공단에 입주했었던 것으로 볼 때 민간 사업자도 가능
27) 2013년 말 현재 전체 임대운영 대상주택 중 66%인 494,570호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영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34%인 257,019호를 주택관리공단이 운
영(나유성, 2014)
28) 이외에도 한국도로공사는 신재생에너지사업(태양광)과 해외사업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하려고 함
29) 한국도로공사 부산-울산고속도로에는 51%의 지분을, 서울-춘천고속도로에는 10%의 지분을 출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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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 한국광해관리공단은 골

- 안동시시설관리공단의 안동학가산온천 운영35)

프장, 콘도, 스키장을 운영하는 회사에 출자함

- 안산시도시공사의 목욕탕 운영
- 구로구시설관리공단의 장난감대여업과 송파구의

◦ 지방공기업이 골프장, 골프연습장, 호텔 등을

공공산후조리원36)

직접 운영
- 광주도시공사 빛고을 CC, 상무골프연습장을 운영
- 안산시도시공사의 안산골프연습장 운영
- 전남개발공사는 여러 군데 한옥호텔을 보유하고

□ 공공기관이 설립목적과는 다른 상기와 같은 사업
영역에 진출하는 것은 민간경제를 위축하거나 침
해할 우려가 있음

있음31)

□ (환경)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설치 지원과 하수도
관련 시설에 대한 진단 등 기존 민간시장이 발달
해 있는 시장에 공공기관이 참여하여 민간과 불필
요한 경쟁 32)

□ 또한 공공기관이 수익성이 낮은 사업에 불필요하
게 투자하는 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는 것임
◦ 여러 공공기관이 유사한 분야에 중복 투자하고

과당경쟁의 소지가 있는 등 자원의 비효율적
사용이 우려됨

◦ 예를 들어, 환경공단은 재활용 시설 설치, 슬레

이트 처리 등 이미 민간에서 충분히 역량이 있
는 시장에서 불필요한 경쟁을 하고 있음
- 폐기물의 발생억제 또는 순환이용 및 친환경 처

리사업이나 하·폐수처리시설 및 대기수질 등 환
경측정망 및 관제센터 운영 등

다. 한국철도공사 자회사의 민간경제 경합 사례
□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들은 설립 당시 본래의 사
업영역 외에 새로운 사업을 통해 수익을 다각화하
면서 민간시장에 진출

- 더욱이 현행법상 지자체가 수행해야 할 운영 업

무가 중복되기도 함33)

◦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인 코레일유통(주)37), 코

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 관

□ (생활서비스) 지방공공기관이 온천, 목욕탕, 휴게소
와 같이 민간시장에서 흔하게 있는 업종에 진출34)

광개발(주), 코레일테크(주), ㈜케이아이비보험중
개, ㈜에스알 등이 있음

◦ 신규 사업인가를 받기 용이하고 지방자치단체
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유리한 위치
에 있는 지방공공기관이 민간경제를 위축시키
거나 침해의 우려가 있는 사업을 운영

30) 지속적인 적자(누적 400억 원)로 인해 게임 사업 포기
31)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나 2회 유찰
32) 2016년 6월 14일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에너지·환경·교육 분야-”
33) 폐기물처리, 비점오염저감시설 등에 대해 위탁을 하고 있으나 추후 철수할 예정(기재부 보도자료 2016년 6월 14일)
34) 2016년 6월 기준으로 준정부기관 3개, 기타공공기관 공공기관은 323개로 증가함
35) 2016년 12월 민간이양을 계획
36) 지역 공익성에 대한 논란이 있음
37) PB상품 브랜드 KOREVER로 생수, 물티슈, 스타킹, 소시지 등의 제품을 생산/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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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 및 자회사의 출자회사

89.47%

코레일네트웍스㈜

100.00%

코레일유통㈜

100%

㈜케이아이비보험중개(자회사)

0.67%

코레일테크(주)

3.90%

코레일로지스(주)

0.013%

(주)산본역사

0.0004%

(주)아시아경제

-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7.71%

코레일네트웍스(주)

9.08%

코레일관광개발(주)

1.30%

코레일로지스(주)

6.67%

롯데역사(주)

3.92%

신촌역사(주)

2.00%

노량진역사(주)

2.55%

신세계의정부역사(주)

0.42%

창동역사(주)

0.11%

현대아이파크몰(주)

0.08%

평택역사(주)

5.00%

광운대역사(주)

1.66%

수원애경역사(주)

1.08%

안양역사(주)

0.01%

(주)산본역사

한국

1.28%

(주)동인천쇼핑센터

철도

1.97%

한화역사(주)

공사

5.00%

철도산업개발(주)

0.00%

소방산업공제조합

0.00%

대전씨티즌

0.00%

한국전력기술인협회

97.31%

코레일테크

0.00%

동양건설(주)

0.00%

엔지니어링공제조합

0.00%

정보통신공제조합

15.00%

(주)록인김해레스포타운

0.00%

전기공사공제조합

0.00%

전문건설공제조합

92.08%

코레일 로지스
51.00%

41.00%

코레일 관광개발
㈜SR

주: 1) KISLINE의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2)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의 출자회사의 지분율정보는 알리오에서 가져옴
3) 한국철도공사사의 자회사만 표기하고 출자회사(예: 신촌역사㈜)는 표기하지 않음. 일부는 자회사의 출자회사와 중복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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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회사인 ㈜에스알38)은 한국철도공사 지분율이
41%이지만 연결대상임
- 한국철도공사 자회사였던 코레일공항철도(주)는
2015년 국민·기업은행 컨소시엄에 매각됨

◦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이자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된 상기 기업들은 꽃배달, PB상품 브랜드,
국내 및 해외여행, 식당, 테마파크, 택배, 물류,
보험중개 등 다양한 사업에 진출39)

◦ 코레일네트웍스는 2004년 ㈜코레일서비스넷으로

출발하여 철도역 주장장 운영, 광역역, 고객센
터, 결제대행, 철도관련IT사업 등으로 사업을
다각화하여 근년에는 교통카드, VAN사업, 포인
트 사업, 식당40), 카쉐어링, 특송사업 및 국제물
류 등 민간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한 바 있음
◦ 카쉐어링 서비스인 유카(YOUCAR)에서 적자부

담과 정부의 공기업 기능조정으로 사업을 접음
- 2013년∼2015년 동안 총 20억 원의 누적 적자

□ 기타공공기관인 코레일유통(주)은 꽃배달서비스뿐
만 아니라 PB상품 브랜드 KOREVER로 생수, 물
티슈, 스타킹, 소시지 등의 제품을 생산 및 판매
함으로써 민간부문과 경합

- 민간경쟁업체인 쏘카에 비해 주요철도역을 기반

으로 한국철도공사의 교통인프라와 연계할 수 있
다는 이점이 있었으나, 차종의 선택폭이 좁고 가
격도 비싸 경쟁에서 밀림41)

◦ 코레일유통(주)은 설립당시에는 유통사업, 즉 하

역(묵호항)자원유통의 명분이었으나 편의점이나
철도광고 등의 위탁사업 등으로 영역을 넓힘
- 코레일애드컴이 2008년 폐지되어 광고업무가 코

레일유통(주)으로 이관

◦ 코레일유통(주)은 동일 업종내 엠케이유(주), 디

□ 한국철도공사 자회사이자 기타공공기관인 코레일
테크의 철도궤도 공사업을 전문으로 하는데 테마
파크 등의 사업에도 진출한 바 있음
◦ 코레일테크는 차량시설전기유지보수, 건널목경

비가 주요 사업임

에스유통(주), 진로할인마트, 구월(주), 경주아이

◦ 동일 산업에서 삼표레일웨이(주), 궤도공영(주),

씨에스(주), 다다플러스뉴월드마트(주), ㈜라성식

상경토건(주), (주)한일철도, 삼동랜드(주) 등과

자재농가홀딩스, 스마일유통(주) 등의 민간기업

경쟁하고 있음

과 경합
◦ 근년에 철도테마파크사업에 투자했었으나 코레
◦ 근년에는 꽃배달서비스와 편의점에서 제공되는

일관광개발로 운영업무를 이관

다양한 식품, 생활 잡화 상품을 PB상품 브랜드
로 생산하고 판매함
◦ 코레일유통(주)의 온라인쇼핑몰 사업은 지속적

인 영업적자로 매각됨

□ 한국철도공사 자회사인 코레일로지스는 택배사업,
포워딩사업, 국제물류 등의 사업에 진출하여 민간
부문과 경합
◦ 2003년 법인설립등기를 한 코레일로지스는 원

□ 한국철도공사 자회사이자 기타공공기관인 코레일
네트웍스는 주차장관리, 식당, 카쉐어링, 자전거쉐
어링 등의 사업을 함으로써 민간부문과 경합
38) 2013년 설립
39) 나유성(2014) 59쪽
40) 주요 KTX역에서 벽제봉피양이라는 벽제갈비 계열의 체인 식당을 운영한 바 있음
41) 뉴데일리경제 2016년 7월 1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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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철도연계운송, 하역사업, 창고사업 등이 주
요 사업이었음

- 그런데 철도운송뿐만 아니라 육상운송사업도 함

◦ 해운물류, 항공수출입, 국제물류 등 포워딩사업

으로 확장

◦ 지난 5년간 ㈜케이아이비보험중개는 독점력을

바탕으로 매출액영업이익률 평균은 44.6%이고
순이익률 평균은 34.9%으로 매우 높은 성과를
나타냄

◦ (주)케이특송, (주)에스씨엘, 트랜스컨테이너아시

- ㈜케이아이비보험중개의 총자본순이익율은 25.4%

아퍼시픽엘티디(유), ㈜글로벌익스프레스, (주)씨

인데, 이는 해당 산업의 평균 총자본순이익율

앤씨트랜, (주)엘에이치물류, (주)에이블로지스,

5.4%에 비해 4.7배 많은 것임

신선대물류(주) 등의 민간기업과 경쟁

- 동일 업종 내에는 (주)지에이코리아, (주)글로벌금

융판매, 프라임에셋(주), (주)에이플러스에셋어드

□ 한국철도공사 자회사인 코레일관광개발은 국내 및
해외여행, 테마파크, 유통 등 사업영역의 확대로
인해 민간부문과 경합
◦ 코레일관광개발의 주요 사업은 승무위탁, 열차

내판매, 연수원운영, 해외관광패키지
◦ 최근에는 기차여행, 테마 및 기획여행, 펜션 등

바이저, (주)리치앤코, 케이지에이에셋(주), 리더스
금융판매(주), 메가(주), 인카금융서비스(주), 유퍼
스트보험마케팅(주) 등의 민간기업이 있음

◦ 코레일네트웍스가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

으므로 ㈜케이아이비보험중개는 한국철도공사의
손자회사가 됨

국내외 관광사업에 중점

◦ 동일 산업내 ㈜하나투어, ㈜레드캡투어, ㈜모두

□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
업물량으로 인해 높은 수익성을 나타내기도 하지
만 무리한 사업다각화로 큰 손실을 보기도 함

투어네트워크, 현대아산(주), 참좋은레져(주), ㈜

◦ 철도역을 중심으로 한 유통이나 물류 사업과

세중, ㈜노랑풍선, 롯데관광개발(주), ㈜한진관

한국철도공사와 자회사를 상대로 한 보험중개

광 등의 민간기업이 있음

사업은 배타적 영역

- 2016년 3월 곡성 강빛마을 펜션 사업 개시

◦ 코레일관광개발은 2013∼2015년 동안 국고보조

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42)
- 2013년 3.2억 원, 2014년 11.0억 원, 2015년 7.5

억 원 등

□ 한국철도공사 자회사인 ㈜케이아이비보험중개는
보험대리 및 중개업을 영위하면서 민간부문의 진
출가능성을 암묵적으로 제한
◦ ㈜케이아이비보험중개는 한국철도공사와 관련되

어 보험상품을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
- 한국철도공사뿐만 아니라 한국철도공사 관계사로

부터의 보험 유치

42) KISLINE에서 제공하는 코레일관광개발 현금흐름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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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케이아이비보험중개 핵심성과지표
연도

매출액

영업이익

영업이익율

순이익율

2011

1,632,023

751,305

46.04%

34.19%

2012

1,529,286

642,597

42.02%

32.94%

2013

1,808,000

934,572

51.69%

42.49%

2014

1,556,814

672,125

43.17%

33.24%

2015

1,368,729

549,490

40.15%

31.85%

주: KISLINE의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한국철도공사 자회사가 진출한 사업분야 중에

업종 거의 대부분에 해당

는 이미 민간부문에서 활성화된 영역으로 경쟁
이 치열하여 지속적으로 손실을 보거나 폐지되
기도 함
- 코레일유통(주)의 온라인쇼핑몰 사업은 2011년

◦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39억 원, 2012년 94억 원, 2013년 191억 원의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공공

지속적인 적자로 결국 사업을 폐지

기관이 각종 투자조합이나 펀드뿐만 아니라 일

◦ 국고보조금을 받은 한국철도공사 자회사가 민

간부문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것은 불공정 경쟁
의 소지가 있음

라. 공공기관 자회사의 자산규모 및 매출액
□ 공공기관 자회사의 사업영역이 다변화되면서 자산
규모와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함
□ 공공기관의 자회사와 출자회사는 거의 모두 민간
부문에 속해 있으며 모회사와의 내부거래 가능성
◦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공공기관이 자회사 출자

를 통해 시장에 참여하여 민간부문과 경합관계

□ 공공기관의 자회사와 출자회사는 거의 전 산업분
야에서 민간기업과 경합
◦ 음식료, 화학·고무, 제약(의약품), 비금속광물,

철강금속, 기계, 전기·전자, 의료정밀, 운수장
비, 유통업, 전기·가스, 건설업, 운수·창고, 통
신업, 금융업, 서비스업, 제조업 등 민간 KOS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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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금융 및 비금융 일반기
업을 자회사나 출자회사로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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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업에 보유하거나 출자함

I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공공기관의 수와 자산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
여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음
◦ 공공기관이 새로운 수익창출을 위해 사업을 다

□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사업이 민간경제와의 경합
요소가 있는지 또는 민간기능을 위축시키거나 침
해하는 지를 점검하여 공공기관의 부적정한 사업
을 파악
◦ 공공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자회사가 다양한 분

야에서 민간사업자와 경쟁

양화하고 신성장동력을 추진하면서 민간부문와

- 민간시장이 이미 활성화되어 있어 일반기업이 영

의 영역이 불분명해지고 공익추구의 본래목적

위하고 있거나 충분히 할 수 있는 영역에서 공공

에서 벗어나기도 함

기관이 신규로 진입하여 사업 활동을 함

◦ 공공기관의 자산은 2007년 472.2조 원에서
2015년 781.조 원으로 약 66% 증가

- 보험중개, 주유소, 온라인쇼핑몰, 해외여행 및 관

광, 호텔, 음식점, 택배 등 매우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음

◦ 2015년 국내총생산(GDP)대비 공공기관의 자산

은 50.2%를 나타냄

□ 공공기관이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다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는 등 신성장동력을
찾아 조직을 존속 또는 확대하는 경향이 나타남
◦ 공공기관의 조직존속과 확대를 위해 자회사와

손자회사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유인 강함
- 공공기관의 속성상 낙하산 인사로 연결 될

가

소지

높음43)

◦ K-IFRS 연계회계로 공공기관 자회사와 손자회

사의 재무정보는 연결되지만 조직인원은 연결
되지 않음

□ 공공기관의 시장참여로 인한 민간부문 기능위축
또는 시장침해를 파악하기 위해서 중앙공공기관과
그 자회사, 그리고 지방공기업에 대해 분석
□ OECD 공기업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경쟁중립성
관점에서 공공기관과 공공기관 자회사의 주요사업
을 점검한 결과 공공기관 또는 공공기관 자회사의
사업이 가이드라인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
으로 평가됨
◦ 감사보고서 또는 사업보고서 등이 제공되는 공

공기관이 매우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보고서에도 주요 핵심 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하
게 기술될 뿐이어서 실제 모든 사업내용을 파
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 실제 공공기관의 자회사나 출자회사에 공공기관

출신의 임직원이 진출

◦ 이에 비해 여러 가지 이유로 새로운 공공기관
이 설립되면 국가 전체적으로 공공기관의 수와
규모는 더욱 커지게 됨
- 이미 한국은 해외 주요국에 비해 GDP대비 공공

기관의 규모가 매우 큰 편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공공기관과 자회

사가 상기 OECD 공기업 가이드라인 기준을 위
배하고 있다고 분석됨
- 특히 구분회계를 도입하지 않은 공공기관이 다수

◦ 많은 공공기관이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보증하
기 때문에 다양한 혜택을 받아 유리한 입장에
서 사업 활동을 함

43) 2011-2015년 동안 공공기관 퇴직 임직원 출자회사 재취업 통계를 살펴보면, 알리오 공시에서는 24명만을 보고했으나 실제로는 213명으로 나타남(나유성,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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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갖춰주어야 할 필요성 있음

나유성(2014), 『공기업 사업영역 확장 평가와 개선과제』,
국회예산정책처
나유성(2016), 『공공기관 출자회사 운영실태 평가』, 국회
예산정책처
박진·허경선·조성봉(2013), “공공기관의 시장참여 기능

◦ 한국 실정에 맞는 공공기관의 시장 경쟁중립성을

보장하는 원칙을 도입하고 통제기제를 제도화

분석”, 연구보고서 13-18,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정수·박석희(2011), 『공기업 민영화 성과평가 및 향후
과제』, 한국조세연구원

□ 여러 공공기관이 유사한 분야에 중복 투자하고 과
당경쟁의 소지가 있는 등 자원의 비효율적 사용이
우려됨
◦ 한국전력공사의 발전자회사들은 해외에서 발전

사업의 개발 및 운영 자회사를 각기 두고 있음

옥동석(2009), “공공부문의 사회적 비용”, 공공개혁 포럼
발표자료, 2009년 3월 20일, 한국경제연구원
유규영·변재연·전수연·이예슬·나유성(2016), 『2015회계연
도 공공기관 결산평가』, 국회예산정책처
이주경(2013), “공기업 비핵심사업 수행에 대한 진단과
평가” 공공기관연구포커스, pp.113-138, 한국조세재정
연구원

□ 공공기관의 사업가운데 공익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거나 수익성이 현격하게 떨어지는 사업을 정리
할 필요
◦ 더 이상 공공기관의 사업으로 필요치 않거나

유사·중복 기능의 공공기관의 사업을 조정하거
나 폐업

□ 공공기관은 공익성과 수익성의 균형을 유지할 필요
가 있기 때문에 공익성은 있으나 수익성이 부족한
기관은 자체효율화 또는 민간위탁을, 공익성은 부
족하고 수익성만 있는 기관은 민영화, 공익성과 수
익성 모두 결핍한 기관은 청산을 고려할 필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http://dart.fss.or.kr/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7년 1월 25일자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 2016년 6월 14일자
알리오 http://www.alio.go.kr/home.do
뉴데일리경제 2016년 7월 14일자
브레이크 뉴스 2015/08/25
http://www.breaknews.com/sub_read.html?uid=38940
1&section=sc1
KISLINE
https://www.kisline.com/cm/CM0100M00GE00.nice;js
essionid=igO+PjeV2foN9Zkh0jXcc8VE.green02
OECD(2011), “Competitive neutrality and State-Owned
Enterprises: Challenges and policy options”, OECD
Corporate

Governance

Working

Papers,

No.1,

www.oecd.org/daf/corporateaffairs/wp. 2011
OECD(2012), “Working Party on State Ownership and
Privatization
Concerning

Practices”,

National

Practices

Competitive

Neutrality,

DAF/CA/

SOPP(2011)10/FIN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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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 2017년 공공기관 지정 현황(323개)
구 분

(주무기관) 기관명

시장형
공기업
(14)

(산업부)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주),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국토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해수부) 부산항만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21)

(기재부) 한국조폐공사
(문화부) 그랜드코리아레저(주), 한국관광공사
(농식품부) 한국마사회
(산업부) ㈜한국가스기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전력기술(주), 한전KDN(주), 한전KPS(주)
(국토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해수부)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방통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공무원연금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6)

(교육부)
(문화부)
(산업부)
(복지부)
(고용부)
(금융위)
(인사처)
(중기청)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73)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장학재단
(미래부)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우체국물류지원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문화부)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아시아문화원
(농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산업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정보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생태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고용부)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여가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국토부) 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해수부)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안전처)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공정위) 한국소비자원
(방통위) 시청자미디어재단
(원안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보훈처) 독립기념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식약처)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농진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중기청)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특허청) 한국지식재산전략원
(기상청) 한국기상산업진흥원

기타 공공기관
(208)

(국조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재부)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교육부)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경상대학교병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동북아역사재단,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미래부) (재)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재)우체국시설관리단, 광주과학기술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
기초과학연구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울산과학기술원, 재단법인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외교부)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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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주무기관) 기관명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IOM이민정책연구원
국방전직교육원,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국방연구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재)국악방송,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재)예술의전당, (재)정동극장, (재)한국문화정보원, 게임물관리위원회,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세종학당재단, 영상물등급위원회, 태권도진흥재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진흥(주),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농식품부) (재)한식재단,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산업부) ㈜강원랜드, (재)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한전원자력연료(주), 한전 의료재단법인 한일병원, 한국전력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복지부) (재)한국보육진흥원, (재)한국장애인개발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한적십자사,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재)한국장기기증원, 한국인체조직기증원, 한약진흥재단
(환경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상하수도협회, 환경보전협회
(고용부) 건설근로자공제회, 노사발전재단, 사단법인 한국기술자격검정원,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여가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국토부) ㈜워터웨이플러스, ㈜한국건설관리공사, 주택관리공단(주),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테크(주), 항공안전기술원
(해수부)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주식회사 부산항보안공사, 주식회사 인천항보안공사, 한국어촌어항협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조사협회, 항로표지기술협회
(금융위)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공정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안위)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보훈처) 88관광개발(주)
(식약처)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식품안전정보원
(관세청) (재)국제원산지정보원
(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문화재청) 한국문화재재단
(기상청) (재)APEC기후센터, (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중기청) (재)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유통센터,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특허정보원
(법무부)
(국방부)
(행자부)
(문화부)

기타 공공기관
(208)

주: 신규·변경지정 대상 공공기관은 밑줄 표시
자료: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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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 공공기관 자회사 현황

시장형
공기업

준
시장형
공기업

기금
관리형
준정부기관

산업부

국토부

인천공항에너지(주), PT Mitra Incheon Indonesia,

해수부

주)부산항보안공사

기재부

GLOBAL KOMSCO DAEWOO LLC.

문화부

그랜드코리아레저, 경북관광개발공사

산자부

㈜한몽에너지개발, (유)훗고르샤나가

국토부

㈜해울, ㈜워터웨이플러스, JSC Nenskra Hydro(주), KDS HYDRO PTE. LTD., KESTA.Corps, K-water Thailand Co., Ltd., STAR
HYDRO POWER LIMITED, 부산울산고속도로, ㈜SR, ㈜케이아이비보험중개, 주택관리공단(주), 코레일공항철도㈜ ,코레일관광개발㈜, 코레
일네트웍스㈜, 코레일로지스㈜, 코레일애드컴㈜, 코레일유통㈜, 코레일테크㈜, 하이플러스카드, 한누리(주), 한누리에너지(주), 한누리호텔(주)

해수부

인천항보안공사

문화부

동부리더스사모증권(유경PSG사모증권), 모태펀드(스포츠계정), 한국체육산업개발

산업부

주식회사 신아에스비

금융위

㈜국민행복기금, ㈜금양스텐, ㈜선메트, ㈜이웍스엔씨, CKK Asset(유), KADE Global Limited BVI, KADE Global Limited HK, KAMCO
Global Advisory, KAMCO Global Investment, KHFCMB2004S-01~07, KHFCMB2005S-01~09, KHFCMB2006S-01~05,
KHFCMB2007S-01~06, KHFCMB2008S-01~07, KHFCMB2009S-01~14, KHFCMB2010S-01~18, KHFCMB2011S-01~21,
KHFCMB2012S-01~41, KHFCMB2013S-01~40, KHFCMB2014S-01~22, KHFCMB2015S-01~28, KHFCSL2006S-01~04,
KHFCSL2007S-01~04, KHFCSL2008S-01~04, KHFCSL2009S-01~04, Korea Tonnage No.1~7 Shipping Company, 서울보증보험,
신천디자인(주), 우리은행(舊우리금융지주), 우리전선(주), 은행자본확충펀드SPV(유), ㈜동양엔지니어링, ㈜캠코브이알대부금융, 캠코글로벌
1~33호 선박투자회사, 캠코선박운용(주), 케이알앤씨, 한국 토니지 1~7호 선박투자회사, 한마음금융(주), 희망모아(유)

중기청

㈜에스비씨인증원,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모태펀드, 한국벤처투자(주)

문화부

㈜아리랑TV미디어

농식품부
위탁
집행형
준정부기관

㈜상공에너지, ㈜한국가스기술공사, Amman Asia Electric Power Company, ANKOR E&P Holdings Corp, ASM-BG Investicii AD,
Boulder Solar Power LLC, Dana Petroleum Ltd., Deep Basin Partnership, Dolphin Property Ltd., Eco Biomass Energy
Sdn. Bhd., ENH-KOGAS, SA., Ermani Ltd, EWP America, Inc., EWP Barbados 1 SRL, EWP Philippines Corp.,
EWP(Barbados) 1 SRL, Fujeij Wind Power Company, Global Energy Pioneer B.V, Global One Pioneer B.V, Harvest
Operations Corp., HKMS Partnership, KADOC Ltd., Kelar S.A, KEPCO Australia Pty Ltd., KEPCO Bylong Australia Pty
Ltd., KEPCO Canada Energy Ltd., KEPCO Canada Uranium Investment Ltd. Partnership, KEPCO Energy Service Company,
KEPCO Gansu International Ltd., KEPCO HOLDINGS DE MEXICO, KEPCO Ilijan Corporation, KEPCO International Hong
Kong Ltd., KEPCO International Philippines, Inc., KEPCO KPS Philippines Corp., KEPCO Lebanon SARL, KEPCO Middle
East Holding Company, KEPCO Neimenggu International Ltd., KEPCO Netherlands B.V., KEPCO Netherlands J3 B.V,
KEPCO Netherlands S3 B.V., KEPCO Philippines Corporation, KEPCO Philippines Holdings, Inc., KEPCO Shanxi
International Ltd., KEPCO Singapore Holdings Pte. Ltd., KEPCO SPC Power Corporation, KEPCO-ALSTOM Power
Electronics Systems, Inc., KEPCO-Uhde Inc., KG Krueng Mane Ltd., KG Mozambique Ltd., KG Timor Leste Ltd., KG
TimorSea06 -102, KGLNG E&P, KGLNG E&P II, KGLNG Liquefaction, KHCE, KHNP Canada Energy Ltd, KNF Canada
Energy Limited, KNOC Aral Ltd., KNOC Bazian Ltd., KNOC Eagle Ford Corp., KNOC Exploracao e Producao de Petro
do Brasil Ltda, KNOC Ferghana Ltd., KNOC Ferghana2 Ltd., KNOC kamchatka Co. Ltd., KNOC Kamchatka Petroleum
Ltd., KNOC KAZ B.V., KNOC NEMONE Ltd., KNOC NEMTWO Ltd., KNOC Nigerian East Oil Company Ltd., KNOC Nigerian
West Oil Company Ltd., KNOC Sumatra Ltd., KNOC Trading Corporation, KNOC Trading Singapore Pte. Ltd., KNOC Yemen
Ltd., KODE NOVUS Ⅰ LLC, KODE NOVUS Ⅱ LLC, KOGAMEX Innvestment Manzanillo B.V., KOGAS Akkas B.V., Kogas
Australia Pty Ltd., Kogas Badra B.V., Kogas Canada LNG Ltd., KOGAS Canada Ltd., KOGAS Cyprus Ltd., Kogas Iraq B.V.,
KOGAS Mansuriya B.V., KOGAS Mozambique Lda., Kogas Prelude Pty Ltd., KOGAS VOSTOK LLC, KOMEX-GAS, S. de
R.L. de C.V., KOMIPO America Inc, KOMIPO Austrailia Pty Ltd, Komipo Global Pte.Ltd., Korea Electric Power Nigeria Ltd.,
Korea Imouraren Uranium Investment Corp., Korea Oil Terminal Co., Ltd., Korea Ras Laffan LNG Ltd., Korea Waterbury
Uranium Limited Partnership, Kores Australia Pty Ltd, KORES CANADA Corp., KORES CHILE SPA, KORES Lux S.a.r.l,
KOSEP Australia Pty., Ltd., KOSEP USA, INC., KOSEP Wind Power LLC, KOSPO Australia Pty., Ltd., KOSPO CHILE SpA,
KOSPO Jordan LLC, KOSPO 영남파워, KOSPO-Jordan LLC., KOWEPO Australia Pty., Ltd, KOWEPO India Private Limited,
KOWEPO International Corporation, KST Electric Power Company, Manzanillo Gas Tech, S. de R.L. de C.V., Minera Corocobre
S.A, Mira Power Limited, MMB-KC, Nepal Water&Energy Development Company Pty.,Ltd., Nghi Son 2 Power Limited Liability
Company, Offshore International Group, Prime Asia Resources, PT Cirebon Power Service, PT KEPCO Resources Indonesia,
PT KOMIPO Pembangkitan Jawa Bali, PT KOWEPO Sumsel O&M Services, PT Tanggamus Electric Power, PT. Cirebon Power
Service, PT. EWP Indonesia, PT. KOMIPO Pembangkitan Jawa Bali, PT. Tanggamus Electric Power, Qatrana Electric Power
Company, RES Technology AD, SARISBURY LIMITED, Shuweihat Asia O&M Company, Stonebridge Trading 36, Waterbury
Lake Uranium Ltd. Partnership, 가로림조력발전(주), 경기그린에너지(주), 경주풍력발전(주), 인천종합에너지㈜, 코셉머티리얼(주), 한국남동
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발전기술(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기술, 한국중
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기술㈜, 한국해상풍력주식회사, 한전KDN(주), 한전KPS(주), 한전원자력연료(주), 희망빛발전

로테르담 aT센터, 칭다오aT물류유한공사

미래부

대덕이노폴리스특허기술사업화투자조합, 제이호과학기술사모투자전문회사

산업부

2015에이치비기술사업화벤처투자조합, 미래코MGL유한회사, 베이징KIDP산업디자인서비스유한공사, 산업기술사업화모펀드

복지부

주식회사 코리아메디컬홀딩스

보훈처

한빛씨에스

공공기관의 민간기능 위축 사업 분석과 시장경쟁의 중립성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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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대선조선(주), 성동조선해양(주), 수은베트남리스금융회사, 수은아주금융유한공사, 수은영국은행, 수은인니금융, 한국해양보증 주식회사

교육부

강릉영동대학교 공공기숙사(유), 경동대학교 공공기숙사(유), 경동대학교 양주캠퍼스 공공기숙사(유), 경북글로벌교류센터(유), 경희대학교 서울
캠퍼스 공공기숙사(유), 경희대학교국제캠퍼스학생기숙사(유), 고신대학교 공공기숙사(유), 광운대학교 공공기숙사(유), 나사렛대학교 공공기숙사
(유), 단국대학교 공공기숙사(유), 대경대학교 공공기숙사(유), 대구한의대학교 공공기숙사(유), 동소문동행복연합기숙사(유), 동의대학교 공공기
숙사(유), 부산외국어대학교학생기숙사(유), 부산행복연합기숙사(유), 서영대학교 공공기숙사(유), 성공회대학교 공공기숙사(유), 세종대학교 공공
기숙사(유), 송원대학교 공공기숙사(유), 신한대학교 공공기숙사(유), 에듀이십일건국대기숙사(유), 에스앤유에이치벤처, 영남이공대학교 공공기
숙사(유), 익산글로벌교류센터(유), 제주관광대학교 공공기숙사(유), 충북보건과학대학교 공공기숙사(유), 파리국제대학촌한국관(유), 한국국제대
학교 공공기숙사(유), 한동대학교 공공기숙사(유), 한양대학교 공공기숙사(유), 헬스커넥트, 호서대학교 공공기숙사(유), 홍제동대학생연합기숙사
(유)

문화부

한국문화진흥㈜

국토부

(주)케이아이비보험중개

기타 공공
기관

금융위

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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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woo Sec.(America)Inc., Daewoo Sec.(Europe)Ltd. .,Daewoo Sec.(Hong Kong)Ltd. .,DeWind Co. .,DeWind Europe
Gmbh.,DK Maritime S.A.., DSME Canada Holdings Ltd. .,DSME Far East LLC., DSME Oman LLC., DW Mangalia Heavy
Industries S.A. , HB 유망서비스산업 투자조합, IBKC Start Up 투자조합 제1호, IBKC 동양 중소중견 그로쓰 2013 사모투자전문회사,
IBKC 이노비즈-부품소재 투자조합제1호, IBKC-STI Pre-IPO투자조합제1호, IBKC-STI 신성장투자조합 제1호, IBKC-솔리더스 미래창초펀드
바이오세컨더리 계정조합, IBKC-지앤텍 세컨더리투자조합, IBK금융그룹IP Value-up 투자조합, IBK금융그룹IP창조 투자조합, IBK금융그룹
KONEX투자조합, IBK금융그룹동반성장투자조합, IBK금융그룹문화컨텐츠상생협력투자조합(비상장), IBK금융그룹문화콘텐츠IP투자조합(비상
장), IBK금융그룹-유니온 콘텐츠투자조합, IBK금융그룹중기상생투자조합제1호, IBK금융그룹중기상생투자조합제2호, IBK기업재무안정사모투
자전문회사, IBK시스템, IBK신용정보, IBK씨 동양 중소중견 그로쓰 2013 사모투자전문회사, IBK아주스타시커스 제일호 사모투자전문회사,
IBK에스케이에스 중소중견 글로벌투자파트너쉽사모투자전문회사, IBK에스케이에스제일호사모투자전문회사, IBK엔에이치 스몰자이언트 사모투
자전문회사, IBK연금보험, IBK자산운용, IBK저축은행, IBK제삼호사모투자전문회사, IBK제팔호사모투자전문회사, IBK캐피탈, IBK투자증권,
IBK포스코트루벤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전문회사, IDV-IP수산전문투자조합, KDB Bank Uzbekistan, KDB Ocean Value-up 사모특별자산투
자신탁 제1~5호, KDB PIONEER 지식재산권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KDB 기업성장 디딤돌 사모 증권 투자신탁, KDB 사모증권 제 DW-2호
[주식], KDB 아시아베스트 하이브리드 Cf, KDBC바이오메디칼신성장동력투자펀드, KDBC식품산업투자조합1호, KDBC전략산업투자조합,
KDBC특허사업화투자조합2호, KDB녹색물류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KDB대우가넷 사모투자전문회사, KDB디더블유에스이피 주식회사, KDB
밸류제3호사모투자전문회사, KDB밸류제6호사모투자전문회사, KDB밸류제2호사모투자전문회사, KDB밸류제1호사모투자전문회사, KDB밸류
제7호사모투자전문회사, KDB벤처엠앤에이사모투자전문회사, KDB브라질, KDB시그마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 KDB시그마제이호기업
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 KDB유럽, KDB인프라 IP Capital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KDB인프라자산운용, KDB칸서스밸류사모투자전문회사,
KDB턴어라운드사모투자전문회사, KD-IBKC 2호 기업구조조정조합, KIAMCO KDB Shipping펀드 제DA-2호, KIAMCO KDB Shipping펀드
제PR-1~5호, KIAMCO 경기철도투자 사모특별자산 투자신탁, KIAMCO 녹색금융인프라 사모특별자산 투자신탁 제1호, KIAMCO 도로투자
사모특별자산 투자신탁 제2호, KIAMCO 부산신항 2-4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KIAMCO 비티엘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제1호, KIAMCO 비티
엘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제2호, KIAMCO 비티엘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제4호, KIAMCO 파워에너지 사모특별자산 투자신탁 제1호,
KIAMCO 파워에너지 사모특별자산 투자신탁 제2호, KIAMCO 호주 Millmerran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KIAMCO도로투자사모특별자산투자신
탁제1호, KIAMCO도로투자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5호, KoFC 그린카 펀드, KoFC-BKPioneerChamp2010-13호투자조합, KoFC-IMM
Pioneer Champ 2010-17호, KoFC-IMM Pioneer Champ 2011-9호, KoFC-IMM R&D Biz Creation 2013-2호 투자조합,
KoFC-KBPioneerChamp2010-8호투자조합, KoFC-KB청년창업1호투자펀드, KoFC-KDB 부품소재투자조합1호, KoFC-KDBC Pioneer
Champ 2010-4호벤처투자조합, KoFC-Kiwoom Pioneer Champ 2010-12호, KoFC-KTBN Pioneer Champ 2010-15호 투자조합,
KoFC-KTBN Pioneer Champ 2011-5호 투자조합, KoFC-KVIC일자리창출펀드, KoFC-KVIC일자리창출펀드2호, KoFC-LBPioneer
Champ2010-10호투자조합, KoFC-WIPPioneerChamp2010-6호투자조합, KoFC-동양 Pioneer Champ 2010-5호, KoFC-동양 Pioneer
Champ 2011-11호, KoFC-미래에셋 Pioneer Champ 2011-3호, KoFC-아주PioneerChamp2010-09호투자조합, KoFC-아주
PioneerChamp2011-8호투자조합, KoFC-알바트로스청년창업2호투자펀드, KoFC-에이티넘PioneerChamp2010-16호투자조합, KoFC-코
오롱 Pioneer Champ 2011-6호, KoFC-파트너스PioneerChamp2011-1호투자조합, koFC-플래티넘청년창업3호투자펀드, KoFC-한화
PioneerChamp2010-14호투자조합, KoFC-현대PioneerChamp2011-7호투자조합, KoFC-현대기술투자PioneerChamp2010-11호투자조
합, RBS NB Uzbekistan, Vietnam Int'l Leasing Co.,Ltd., 경기 IBKC-STI 일자리창출 투자조합, 기술금융 제일호 사모투자전문회사, 기업은
행(중국)유한공사, 기업은행기보캐피탈제이호사모투자전문회사, 기업은행기보캐피탈제일호사모투자전문회사, 기업재무개선메자닌사모투자전문
회사, 기은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 제1호, 기은-비엠씨 문화콘텐츠 투자조합, 대성 세컨더리 투자조합, 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산동)유한공사,
대우조선해양건설㈜, 대우증권, 대한조선, 리치먼드사모둔산영화관부동산투자신탁, 리치먼드사모울산신천공동주택 투자신탁, 리치먼드해운대사
모부동산 투자신탁, 명동도시환경정비사업㈜, 반딧불 LED 사모 증권투자신탁, 부산첨단산업단지개발, 부품소재엠앤에이사모투자전문회사, 블루
오션기업재무안정제1호사모투자전문회사, 산은 KDB Shipping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제DA-1호, 산은 KDB Shipping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제DA-3호, 산은 KDB Shipping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제KL-1호, 산은 KDB Shipping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제KL-2호, 산은 KDB Shipping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제KLC-1호, 산은 KDB Shipping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제SH1호, 산은 KDB Shipping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제
SNP-1호, 산은 KDB Shipping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제SNT-1호, 산은 KDB Shipping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제SNT-2호, 산은 KDB
Shipping펀드 제HJ-1호, 산은 KDB Shipping펀드 제SKR-1호, 산은 KDB Shipping펀드 제SPO-1호, 산은 KDB Shipping펀드 제SPO-2호,
산은 상생협력지원 특별자산 투자신탁 제1호, 산은 일자리창출 중소기업 사모증권투자신탁, 산은CAPE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산은-KoFC 제1
호 녹색인증 사모증권투자신탁, 산은골드네스트 부동산투자신탁제1호, 산은삼차유동화전문, 산은아일랜드금융㈜, 산은아주금융유한공사, 산은에
스오씨제일차 유한회사, 산은오차유동화전문, 산은운용 글로벌 파트너쉽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2호, 산은운용 글로벌파트너쉽 사모증권투
자신탁, 산은운용 성장사다리(정책금융) 사모증권투자신탁, 산은육차유동화전문, 산은이차유동화전문산은일차유동화전문, 산은자산운용, 산은전
력사모특별자산투자회사, 산은챔프제사차유동화전문, 산은챔프제삼차유동화전문, 산은챔프제이차유동화전문, 산은캐피탈, 산은캐피탈제차유동
화전문(유), 삼우중공업㈜, 삼화비철공업(주), 송이산단유동화전문유한회사, 스마일게이트소재부품투자펀드2014-3호, 스틱 해외진출 플랫폼 펀
드, 시노코에스에프제일차 주식회사, 신한중공업㈜,, 아세안바이오메디컬투자조합, 아이디어브릿지 OPPORTUNITY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1
호, 아주 세컨더리플러스 투자조합, 아주라이프사이언스해외진출플랫폼펀드, 에스비아이 아세안 스프링보드 투자조합, 에스엘아이소재부품투자
펀드2014-1호, 엔에이치IBK제일호사모투자전문회사, 엔에이치아주아이비중소중견그로쓰2013사모투자전문회사, 엔에이치엘비그로쓰챔프
2011의4호사모투자전문회사, 원KDB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원익 그로쓰챔프 2011의3호 사모투자전문회사, 유베스트제삼차유동화전문유
한회사, 유베스트제이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은행권청년창업재단 IBKC Pioneer 신기술 투자조합, 인터베스트글로벌제약펀드, 일자리창출 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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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투자사모투자전문회사, 일자리창출중소기업투자사모투자전문회사, 제이케이엘그로쓰챔프2011의1호사모투자전문회사, ㈜디섹, ㈜웰리브,
㈜지엠(비상장), 케이티비 한국-호주 글로벌협력 사모투자전문회사, 케이티씨-엔피 그로쓰챔프 2011의2호 사모투자전문회사, 케이파이브제사차
주식회사, 케이파이브제삼차주식회사, 케이파이브제이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케이파이브제일차유동화전문, 코에프씨 스카이레이크 그로쓰챔프
2010의 5호 사모투자전문회사, 코에프씨 스카이레이크 글로벌 윈윈 1호 사모투자전문회사, 코에프씨 케이비아이씨 프런티어 챔프 2010의5호
PEF, 코에프씨 케이티씨-오릭스 한일부품소재 상생2호 사모투자전문회사, 코에프씨 현대중공업 협력사 동반성장 제일호 사모투자전문회사,
코에프씨KDB씨제이케이엘프런티어챔프2010의1호 사모투자전문회사, 코에프씨교보한화그로쓰챔프2010의6호사모투자전문회사, 코에프씨네
오플럭스알앤디비즈크리에이션2013-1호, 코에프씨대신아주아이비그로쓰챔프2010의7호사모투자전문회사, 코에프씨밸류업사모투자전문회사,
코에프씨에스케이협력사동반성장제3호사모투자전문회사, 코에프씨케이티비프런티어챔프2010의3호사모투자전문회사, 코에프씨한화파이오니아
챔프201110호, 코오롱 소재부품 투자펀드 2014-2호, 큐씨피 중소중견 그로쓰 2013 사모투자전문회사, 키움 고성장 가젤기업 펀드, 트로이카해
외자원개발사모투자전문회사, 학교인프라사모특별자산 투자신탁, 한국-GCC 경제협력 사모투자전문회사, 한국교육투융자회사, 한국비티엘일호
투융자회사, 한국인프라투융자, 한국철도일호투융자회사, 한국해양보증보험

기타 공공
기관
산업부

㈜대천리조트, ㈜동강시스타, ㈜문경레저타운, ㈜바리오화순, ㈜인천뉴파워, JV SATOTEC Complany, KEPCO KPS PHILIPPINES
Corp., KEPCO-UHDE Inc., KNF Canada Energy Ltd., Kor-Kaz CNG Investment Limited, KTL China Co.,Ltd, 건설공제조합, 경기씨
이에스주식회사,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디에스파워(주), 블랙밸리컨트리클럽(주), 소방산업공제조합,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아주아이비투자(주),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정보통신공제조합, ㈜YTN, ㈜지피티, ㈜케이더블유뉴클리어콤포넌트, ㈜하이원상
동테마파크, ㈜하이원엔터테인먼트, ㈜하이원추추파크, 태백관광개발공사, 포스텍전력전기대중소기업상생협력펀드,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한화
전력벤처펀드

미래부

에트리홀딩스㈜, 주식회사 큐비츠, 카이스트아이피(주), 카이스트청년창업투자지주(주)

산림청

KGPA PARAGUAY S.A, PT.KGPA INDONESIA

중기청

㈜공영홈쇼핑

특허청

IP Korea Center Inc.

주: 공공기관이자 공공기관의 자회사도 포함됨
자료: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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