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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과
이중 도덕적 해이 문제
(Two-sided Moral Hazard Problem of Government
Guarantees on State-owned Enterprises)

황순주 (한국개발연구원)

제1절 서론

우리나라는 정부 부채는 비교적 적은 편이나 공기업 부채는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16년 기준 일반정부 부채(D2)는 GDP 대비 44%로
OECD 국가 중 7번째로 낮은 수준이나, 비금융 공기업 부채는 24%로서
주요 OECD 국가 중 일본(28%)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본 연구보고서 제
3장 참조).1 또한 규모 뿐 아니라 향후 확대 가능성 측면에서도 공기업
부채는 중요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고령화로 대표되는 인구
구조의 변화로 인해 향후 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여력이 감소할
것이므로 공기업이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특수채(공기업이
1 주요 OECD 국가란 비금융 공기업 부채 자료가 공개되는 우리나라, 일본, 영국, 캐나다,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 포르투갈, 인도네시아, 필리핀, 멕시코이다(IMF and World Bank,
Quarterly Public Debt Database,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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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하는 채권)의 발행을 늘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2
우리나라 공기업이 부채를 일으키는 주된 방식은 공사·공단채라고도 불
리는 특수채를 발행하는 것이다(`16년 비금융 공기업 부채의 59%는 채권
부채). 공기업 부채가 큰 상황에서 부채를 주로 특수채 발행으로 조달하다
보니 우리나라는 주요 OECD 국가 중에서 특수채 시장의 규모가 국채 시
장의 40%를 넘어서는 유일한 나라(`16년 중앙정부 채권부채 대비 비금융
공기업 채권부채의 비중은 42.4%)일 정도로 특수채 시장이 발달했다.
그런데 특수채는 정부의 명시적·암묵적 지급보증에 힘입어 공기업의
자체적인 부채 상환능력과는 상관없이 국가수준의 신용도를 인정받고 있
다. 최근 심각한 부실이 누적되어 다른 공기업과 통폐합하기로 결정된
광물자원공사 채권의 신용등급은 비교적 우량한 한국전력공사와 동일하
다. NICE신용평가는 2017년 12월 대규모 채권 상환 기일이 도래하는 광
물자원공사에 정부가 추가 출자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에서 부결된 이후에도 행정부의 지원의지는 강력하므로 최종신용등급은
종전과 동일한 AAA를 유지한다고 밝혔다.3 한편 독자신용등급은 최종신
용등급과는 달리 정부의 지원가능성을 배제한 자체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데, 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 석유공사 등 건전성이 의심되는 공기업
채권은 독자신용등급 기준으로는 투기등급으로 전락함에도 불구하고 최
종신용등급은 국채의 신용등급과 같다(2017년 Moody's 신용등급 기준).
이에 따라 특수채는 낮은 금리에 손쉽게 발행할 수 있어 공기업이 부
채를 확대하는 주요 수단이 되었다. 특수채 발행금리는 발행 공기업의
경영 상태와 상관없이 대부분 국채 금리와 큰 차이가 없으며, AAA등급
의 회사채 금리보다 낮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 연구보고서의 제3장 참
조). 또한 특수채는 회사채와는 달리 발행을 위해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는
과정이 크게 단순화되어 있고 투자설명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등 발행
2 그 외에도 최근 환경 친화적 경영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각국이 그린본드 발행을 늘리

고 있는데 우리나라 공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의 대부분이 친환경 사업 추진이 필요한 사
업이므로 추가적인 자금조달 수요가 예상된다.
3 NICE신용평가, “한국광물자원공사 수권자본금 증액 관련 개정 법률안 부결에 대한 NICE
신용평가의 의견”, NICE 스페셜리포트, 2018.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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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용이하다. 주요 투자자들인 자산운용사와 보험사는 회사채에 투자할
때와는 달리 특수채에 투자할 경우 발행주체인 공기업의 펀더멘탈에 대
한 분석을 수행하는 경우가 드물고 공기업별 차이를 고려하지 않으며
‘특수채’로 분류된 모든 채권을 동일하게 국채에 버금가는 안전자산으로
취급한다고 알려져 있다.4 심지어 SK증권은 최근 통폐합이 결정된 광물
자원공사 채권의 경우 정부의 강력한 지원의지로 인해 신용위험이 없으
므로 저가 매수할 기회라고 주장하기도 했다.5
그렇다면 공기업이 특수채 발행 등을 통해 부채를 대규모로 확대시키
는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 ‘정책사업 추진’, ‘정부의 요금규제’, ‘경제환
경 변화에 따른 비용 상승’ 등이 주된 원인이 될 것인데(박진 외, 2012),
본 연구는 이 중 특히 ‘정책사업 추진’에 주목한다. 비금융 공기업 중 부
채가 가장 많은 토지주택공사의 경우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사업인 공공
임대주택의 건설 및 운영 과정에서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고 건전성이 크
게 악화되었다. 비금융 공기업 중 부채규모가 제3위인 가스공사를 비롯
하여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등은 2008년 이후 정부 주도로 추진된 해
외자원개발 사업에서 대규모의 손실을 지속적으로 입고 있어 최근 정리
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수자원공사의 경우 대규모 정책사
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채규모가 2배 이상 확대
되었고 부실도 누적된 상태이다(자세한 내용은 본 연구의 제2절 참조).
도로공사나 철도공사의 경우 경기부양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책적
목표에 따라 각각 고속도로와 철도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부채가 크게 확
대되었다.
정부가 정책사업을 할당함에 따라 공기업의 건전성이 위협받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도 관찰되는 현상이다. 미국 의회는 정책적 목표인 ‘내집마
련비율’을 높이기 위해 사실상의 공기업인 페니메이와 프레디맥에 중·저

4 본 연구진이 면담한 공기업 특수채 발행 담당자는 오늘 채권을 발행하기로 결정하면 당

장 내일 발행 주간사가 공기업이 원하는 조건에 원하는 규모로 특수채의 발행을 성사시
켜 주며 대부분의 경우 채권이 완판 된다고 알려준 바 있다.
5 SK증권, “한국광물자원공사 걱정 마세요”, Credit Report, 2018.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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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층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대규모로 매입할 것을 명령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는 서브프라임 위기의 단초가 되었다는 의견이 많다(Pinto
(2010), McDonald (2012)). 중국은 대규모 정책사업인 일대일로 사업 및
아프리카 인프라 투자 사업을 공기업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정책사업 추진이라는 공기업만의 특수성을 명시적으로 고려
한 상태에서, 정부의 명시적·암묵적 지급보증이 공기업과 정부의 도덕적
해이에 미치는 효과 및 사회후생 효과를 이론모형을 구성하여 분석한다.
지급보증이 도덕적 해이를 일으킨다는 것은 일견 자명해 보인다. 그런데
공기업의 경우 정부가 수익성이 아닌 정책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할당하
기 때문에 공기업 임직원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부실을 피하기 어려
운 구조이므로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마냥 비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는 의견이 많다. 또한 현실의 정부는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선의의 계
획자와는 달리 공기업을 통해 정치적 이익을 추구할 유인이 있으므로 정
부의 도덕적 해이도 발생할 수 있다. 즉, 공기업에 대한 지급보증의 효과
를 연구할 때에는 공기업과 정부의 이중 도덕적 해이(two-sided moral
hazard)를 명시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이론분
석을 통해 지급보증이 공기업 및 정부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는지, 만
약 초래한다면 이 두 도덕적 해이 간 관계는 어떠한지를 분석하고 바람
직한 지급보증 제도에 대한 정책방향을 도출한다. 정책사업 추진이라는
특수성 하에서 지급보증이 이중 도덕적 해이에 미치는 영향은 선행연구
에서 이론적으로 규명된 적이 없고 그 방향성을 쉽게 예상하기도 어려우
므로 이론분석이 필요한 주제가 될 것이다(후술할 ‘선행연구’ 참조).
본 연구의 이론모형은 정부·여당, 공기업, 투자자, 야당, 일반국민(미래
세대 포함) 등 5대 경제주체를 고려한다. 정부·여당은 정치적 이익을 극
대화하기 위해 정책사업을 공기업에 할당하고, 공기업은 주어진 정책사
업의 성공확률을 높이기 위해 희소한 자원과 시간을 투입한다. (본 연구
에서 ‘정부·여당’이라는 표현은 편의상 사용한 것이며 정확하게는 정책사
업을 선택할 권한이 있는 임의의 주체를 의미한다.) 공기업은 또한 투자

8

공공부문 부채에 관한 연구: 특수채를 중심으로

자들에게 특수채를 발행하여 동 정책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다. 한
편 야당은 정부·여당과 제로섬 게임을 하며 일반국민은 정책사업으로부
터 사회적 편익을 얻는다. (본 연구에서 야당이라는 표현은 편의상 사용
한 것이며 정확하게는 정책결정권자와 대립 관계에 있는 임의의 주체를
의미한다.)
이론분석 결과 세 가지의 주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은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 뿐 아니라 정부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고, 이러한 정부의 도덕적 해이는 연쇄적으로 공기업의 도
덕적 해이를 악화시킨다.
먼저 사업이 주어져 있는 경우 다음의 두 가지 이유로 인해 공기업의
일차적인(=사업이 주어져 있는 경우를 의미)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 이
경우 지급보증이 있으면 해당 사업이 실패해도 공기업 임직원은 기본급
(통상적인 성격의 상여금 포함)의 지급을 보장받는다(=‘기본급 보장 효
과’). 또한 성공확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지 않더라도 국채금리와 유사
한 낮은 이자율로 특수채를 발행하여 필요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저금
리 조달 효과’). 상기 두 가지 효과로 인해 지급보증이 주어지면 공기업
임직원은 사업의 성공확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유인이 감소하게 된다.
또한 지급보증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부의 도덕적 해이를 발생시킨
다. 정부는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책사업을 공기업에 할당하
는데 수익성을 지나치게 도외시한 무리한 사업을 선택할 경우 공기업 임
직원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할 수도 있다. 물론 정부가 할당한 정책사
업을 공기업이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합리적
반론을 개발하여 해당 사업을 추진하지 않도록 정부를 설득하거나 극단
적으로 임직원이 사직 또는 이직을 함으로써 해당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옵션도 있다. 따라서 정부는 공기업의 참여라는 제약요인(constraint)을 충
족시키면서 정치적 이익을 최대화하는 정책사업을 선택하게 된다. 그런
데 지급보증이 제공되면 전술한 ‘기본급 보장 효과’와 ‘저금리 조달 효
과’로 인해 주어진 정책사업 하에서 공기업의 효용이 증가한다. 따라서
지급보증이 없는 경우에 비해 공기업의 참여 제약을 충족시키기 쉬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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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정부는 정치적 이익이 더 큰 정책사업을 공기업에 할당할 수 있게
된다. 본 모형에서는 정치적 이익이 큰 정책사업일수록 재무적 수익성이
낮다는 가정을 사용하고 있다(후술할 확장모형에서는 동 가정을 완화한
다). 따라서 지급보증은 재무적 수익성이 보다 낮은 정책사업이 선택되도
록 한다는 점에서 정부·여당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한다.
지급보증에 따른 정부·여당의 도덕적 해이는 아래의 메커니즘을 통해
공기업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가중시킨다. 지급보증으로 인해 정부·여
당이 재무적 수익성이 보다 낮은 프로젝트를 할당함에 따라 공기업 임직
원은 동일한 비용과 시간을 들이더라도 프로젝트의 성공확률을 높이는
것이 (지급보증이 없는 경우에 비해) 더욱 어려워진다. 이에 따라 성공확
률을 높일 유인이 감소하면서 공기업의 이차적인(=사업이 주어진 것이
아닌 경우를 의미)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론분석의 두 번째 주요결과는 지급보증 제도에 대한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도출한 것이다. 먼저 본 모형은 정부·여당, 공기업, 투자자, 야당,
일반국민 등 5대 경제주체를 모두 고려하고 있고 이들의 효용을 합산한
것을 사회후생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선험적으로 사회후생 함수는
매우 복잡한데, 이론분석의 균형에서는 사회후생이 다음과 같이 매우 단
순하고 직관적인 형태로 귀결된다는 것을 보였다. 먼저 지급보증이 제공
되지 않는 경우 균형에서의 사회후생의 크기는 일반국민이 얻는 사회적
편익의 크기와 동일하다. 그 밖에 다른 경제주체의 효용은 모두 서로 합
산하는 과정에서 제거된다. 반면 지급보증이 존재하는 경우 사업이 실패
하면 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기본급 지급 부담과 투자자에 대한 원리금
지급 부담을 일반국민(특히 미래 세대)이 짊어지게 되는데, 이에 따라 균
형 사회후생은 사회적 편익에서 이러한 미래 세대의 부담을 차감한 것이
된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지급보증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 사회후
생을 높이기 위해 바람직하다. 그런데 일부 정책사업의 경우 재무적 수
익성이 매우 낮아 지급보증이 없으면 자본시장에서 자금조달이 불가능한
것도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사업 중에서 사회적 편익이 매우 커서 미래
세대의 부담을 초과하는 경우 경제성이 없더라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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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따라서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 방향도 도출된다.
베이스라인 모형 분석결과의 강건성을 검토하기 위해 여러 현실적인
상황을 개별적으로 고려한 확장모형도 분석하였다. 첫 번째 확장모형은
공기업 내 흑자가 발생하는 사업 부문에서 정책적으로 중요하나 적자가
발생하는 사업 부문으로 교차보조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고려했고, 두 번
째 확장모형은 정부의 요금규제를 고려하였다. 또한 그 밖에도 정책사업
의 정치적 이익이 클수록 재무적 수익성도 높아지는 경우, 공기업이 주
어진 사업을 전략적으로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전술적으로 운영하는 경
우, 정치적 이익이 해당 정책사업이 성공한 때에만 실현되는 경우 등도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확장모형들을 고려한 결과, 이중 도덕적 해이의
양상은 다소 간의 차이가 있으나 지급보증에 대한 바람직한 정책방향은
베이스라인 모형의 분석결과와 동일했다.
이론분석의 세 번째 주요결과는 공기업 임직원에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지급보증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어
떠한 이유로 공기업 법인에 대한 지급보증을 폐지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면 법인은 살리고 임직원은 책임을 분담하도록 함(='save the firm, punish
the management and employees')으로써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
다는 의견도 제기될 수 있다. 임직원이 책임을 분담하는 대표적인 방식
은 공기업(또는 그 사업)이 실패한 경우 기본급(통상적 성격의 성과급 포
함)을 삭감하는 것이다. 그런데 본 연구는 이러한 기본급 삭감 조치는 이
중 도덕적 해이 문제를 완전히 해소할 수 없고 단지 그 정도를 경감시킬
뿐이라는 것을 보였다. 기본급을 전액 삭감하더라도 지급보증이 도덕적
해이를 일으키는 양대 원인인 ‘기본급 보장효과’와 ‘저금리 조달 효과’
중에서 후자는 여전히 상존하기 때문이다. 물론 공기업 실패 시 임직원
의 기본급을 전액 삭감할 뿐 아니라 채권의 원리금 지급 의무까지 부과
할 경우 지급보증이 존재하더라도 공기업 임직원은 지급보증이 없는 경
우와 동일한 수준의 성공확률을 선택한다. 또한 이 경우 정부·여당도 지
급보증이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한 정책사업(  )을 선택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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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보증의 도덕적 해이 효과는 완전히 사라진다. 그러나 임직원은 법인
과는 달리 특수채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손해배상 소송에 피소되더라
도 현실적으로 원리금 전액의 지급을 판결 받을 가능성은 희박하고, 설
령 그러한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개인파산 등의 제도로 인해 유한책임만
을 부담한다. 결국 임직원에 채권 원리금 전액을 지불하도록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사료된다.
본 연구가 임직원의 충분한 책임분담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급보증의
도덕적 해이가 상존한다는 것을 밝혔다면, 기존 연구는 임직원의 책임분
담 조치를 충분한 수준으로 시행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CEO의 전략적 의사결정이 퇴임 이후에도 기업실적에 영향을 주는
레거시(legacy) 효과를 고려하면 CEO 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Pouriciau
(1993)은 실증분석을 통해 통상적이지 않은 이유로 CEO가 교체된 경우
후임자는 전임자의 실적을 깎아내리고 본인의 실적을 부각시키기 위해
취임 당기의 순이익을 낮추는 식으로 회계이익을 조정한다는 것을 발견
하였다. 또한 Csamatta and Guembel (2010)은 후임 CEO는 이러한 레거시
효과로 인해 취임 당기에는 동기부여가 어려운 반면 현직 CEO는 퇴임
이후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얻기 위해 자신이 기 추진한 사업을 열심히
추진할 유인이 있으므로 이사회가 CEO의 교체를 꺼려한다는 것을 이론
적으로 규명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와 기존 문헌의 결과를 종합하면 결
국 공기업 법인은 살리고 임직원은 책임을 분담하도록 하는 아이디어의
효과성은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절에서는 현황분석을 통해 정부의
정책사업 할당이 공기업의 부채를 확대시키고 건전성을 저해한 주된 요
인이었음을 확인한다. 제3절에서는 베이스라인 모형을 분석하여 이중 도
덕적 해이 현상, 지급보증 제도에 대한 바람직한 정책방향, 임직원 책임
분담의 한계점 등 핵심결과를 도출한다. 제4절에서는 사업 부문 간 교차
보조, 요금규제 등 여러 측면에서 베이스라인 모형을 확장하여 분석하더
라도 이미 도출한 바람직한 정책방향은 정성적으로 유지된다는 것을 확
인한다. 마지막으로 제5절은 결론과 함께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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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행연구
본 연구는 공기업에 관한 다양한 국내연구와 관련이 있다. 박진 외
(2012)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2년까지 국내 주요 공기업의 부채가
크게 확산된 원인을 정책사업 추진, 요금규제,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비
용 상승으로 나누고, 개별 공기업의 부채가 확산된 원인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현황분석에서는 이 중 정책사업 추진의 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보다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주요 공기업은 기회재정부 고시에 따라
사업 부문별로 구분회계하여 자산, 부채, 이익 등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
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구분회계자료를 통해 공기업의 고유사업이 아닌
정책사업이 공기업 부채 확대 및 건전성 하락의 주된 요인이었음을 확인
한다. 최한수·이창민(2015)은 정부의 암묵적 지급보증으로 인해 공기업이
얻는 혜택의 크기를 측정하였다. 먼저 신용등급은 민간의 벤치마크 기업
대비 4등급 높았고, 특수채의 만기수익률은 비교대상에 비해 평균적으로
1.76%p 낮았다. 또한 이러한 지급보증으로 공기업이 자금조달 과정에서
얻은 초과이익은 연간 약 7,600억 원이었다.
최한수·이창민(2015)은 지급보증의 도덕적 해이 효과를 분석에서 명시
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기 초과이익은 사실상의 보조금으로서
암묵적 지급보증이 발생시키는 사회적 비용이라고 인식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는 한 지급보증이 사회적 비용을
창출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이 경우 지급보증은 금전적 이익이 투자자
와 납세자에게서 공기업으로 단순히 이전되도록 할 뿐, 사업의 추진 여
부, 경영성과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국내연구는 아니지만 유사한 연구인 Jara et al. (2017)은 전 세계 61개
국 1,800여개 기업이 1994~2015년 기간 중 발행한 약 15,000개의 채권을
조사하여 정부지분이 100%인 국영기업이 발행한 채권의 수익률은 민간
회사채에 비해 약 100bp 낮음을 발견했다. 또한 이러한 수익률 스프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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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기업의 펀더멘탈과는 상관없고 국가의 부도확률이 증가하면 감소한
다는 것도 밝혔다. 정부의 암묵적 지급보증이 공기업의 자금조달비용을
낮추는 근본 원인임을 시사 하는 발견이다.
본 연구는 또한 연성예산제약(soft-budget constraint, SBC) 이론에 관한
광범위한 선행연구와 관련이 있다. 연성예산제약이란 공기업은 정부의
명시적·암묵적 지급보증이 존재하므로 실패하더라도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어 예산제약이 연성(soft)이라는 것이다. 이는 경성예산제약(hard budget
constraint)을 직면하는 민간 기업과 대비된다. Kornai (1979)는 선구적인
논문을 통해 국영기업의 연성예산제약이 구 소비에트 경제가 붕괴된 근
본적인 원인이라고 진단하였다. 러시아의 국영기업은 연성예산제약으로
인해 재무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와 투자자의 신뢰를 높이는 등 경영의
효율화를 제고할 유인은 낮고 대정부관계를 통해 예산을 타내는 것이 중
요했다. 이와 같이 소비자와 투자자가 국영기업을 규율하는 시장규율 효
과가 부재한 상황에서 국영기업의 방만한 경영이 지속되었고 이로 인해
소비에트 경제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는 소위 Shortage라고 하
는 국가적 부족현상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Schmidt (1996)은 민영화 등을
통해 정부가 공기업 지분을 줄일 경우 자본시장은 이를 정부의 지원의지
가 줄어든 것으로 해석하므로 예산제약이 보다 경화된다는 것을 보였다.
Segal (1998)은 이론분석을 통해 경쟁도가 높을수록 개별 기업의 중요성
이 줄어들기 때문에 예산제약이 경화된다는 것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를
우리나라 공기업 상황에 적용해 보면, 국내 공기업은 정부지분이 50% 이
상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연성예
산제약이 강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또한 은행 부문에서 정부의 구제금융과 도덕적 해이의 관계
를 연구한 다수의 논문과 관련이 있다. 은행 부문은 명시적인 지급보증
인 예금자 보호 제도도 존재하고, 소위 대마불사 논리(too-big-to-fail)에
따른 암묵적 지급보증도 존재하는 영역이다. 지급보증이 제공되면 은행
이 과도한 위험을 추구하게 되어 부실위험이 증가한다는 것은 이론적,
직관적으로 명확하므로 수많은 연구에서 널리 동의되고 있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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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en et al. (2015)의 문헌연구 참조). 이러한 이론과 부합하는 실증연구
도 다수 존재한다. Demirgüç-Kunt and Detragiache (2002)는 1980-97년의
샘플기간 동안 61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에서 예금자 보호 제도
가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이
러한 경향은 예금자 보호한도가 높을수록, 보호기금이 사전에 조성될수
록, 기금조성자가 민간이 아닌 정부일수록 강화된다는 것도 발견했다. 이
는 정부의 지원의지와 지원의 신뢰성(credibility)이 높을수록 도덕적 해이
가 강화된다는 이론과 부합하는 발견이다. Ioannidou and Penas (2010)는
도덕적 해이 효과에 대한 보다 미시적인 실증분석 결과를 얻었다. 2001
년 볼리비아에서 예금자 보호 제도가 도입된 이후 기관예금자(large
depositors)가 은행들을 감시·감독할 유인이 감소함에 따라 볼리비아 은행
들은 부실위험이 높은 대출을 확대하였음을 발견한 것이다. 부실위험에
상응하는 정도로 위험헷징을 하면 이를 도덕적 해이로 보기는 어려우나,
볼리비아 은행들은 추가적인 담보요구 또는 만기축소 등의 위험헷징도
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그런데 최근 연구 논문들은 도덕적 해이 효과를 고려하더라도 지급보
증이 여전히 바람직할 수도 있다는 흥미로운 결과를 발견하고 있다.
Cordella and Yeyati (2003)은 지급보증이 단기적으로는 실패에 대한 보험
으로 작용하므로 은행이 과도한 위험을 추구하도록 하나, 장기적으로는
은행의 기업 가치를 높이기 때문에 단기수익을 위해 위험한 베팅을 하지
않게 하는 효과도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기업이 통제할 수 없는 거시
경제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만 지원한다는 조건 하에 지급보증을 제공
하면 단기적 도덕적 해이 효과도 줄일 수 있음을 보였다. Allen et al.
(2017)은 단기로 자금을 조달하여 실물부문에 자금이 장기 투자되도록
하는 유동성 공급자로서의 은행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지급보증이 없으
면 은행은 유동성 위험을 줄이기 위해 단기자금 조달 규모를 과도하게
줄이므로 사회후생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반면 지급보증을 제공하
면 유동성을 보다 확대하기 때문에 비록 유동성 위험이 확대됨에도 불구
하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자금중개가 확대된다는 것이다. Dell’ Aricc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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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Ratnovski (2011)는 은행 간 위험전이가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높
은 경우 시스템 전반에 대한 지급보증이 제공되면 은행의 위험추구성향
이 줄어든다는 것을 발견했다. B은행이 실패하면 A은행의 실패 확률도
증가하는 경우, 시스템 전반에 대한 지급보증이 제공되어 B은행이 실패
할 가능성이 줄어들면 A은행이 위험관리를 통해 성공확률을 높일 수 있
는 정도가 커지고 따라서 위험관리 유인이 상승한다는 논리이다.
비록 공기업 부문과 은행 부문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크게 다르지만
은행 부문에 대한 전술한 최근 연구 중 일부는 적어도 아이디어 측면에
서는 공기업 부문에도 적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Cordella and Yeyati (2003)의 논문에서와 같이, 공기업에 대한 지급보증
도 공기업의 장기가치를 높여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므로 공기업 임직원
은 도덕적 해이를 줄일 유인을 얻을 수도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공기업
최고경영진은 임기가 1~3년으로 짧은 편이라서 장기가치를 중요하게 고
려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한편 주택금융공사와 같이 유동성 공급을 지원
하는 기능을 갖는 금융 공기업의 경우 Allen et al. (2017)의 연구결과가
적용될 수도 있다. 다만 금융 공기업의 유동성 공급 결정은 정부가 정책
적으로 주관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부는 정치적 이유 등으로 부실 가능
성이 높은 중·저소득층 개인 차주나 중소기업에 유동성을 과다 공급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급보증을 제공하면 유동성 과잉 문제가
악화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기업은 은행과는 달리 다른 공기업들과 하
나의 시스템에서 금융거래를 통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으므로
Dell’ Ariccia and Ratnovski (2011)의 연구가 적용될 여지는 없어 보인다.
본 연구는 이중 도덕적 해이(double moral hazard) 문제를 다루고 있는
다수의 논문과도 관련이 있다. 고전적인 주인-대리인 이론에서는 대리인
(agent)이 주인(principal)을 대신하여 노력(effort)의 수준을 선택한다. 그런
데 이러한 노력은 관측되지 않거나(unobservable) 관측되더라도 계약의
조건이 될 수 없기 때문에(non-contractible) 어떠한 인센티브 계약을 사용
하더라도 최선의 노력(first-best effort)이 선택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현상
을 도덕적 해이 문제라고 한다(Holmström, 1979). 이중 도덕적 해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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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대리인 뿐 아니라 주인도 노력의 수준을 결정하는 상황에서 주인과
대리인 모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중 도덕적 해이 문제의 기념비적인 논문인 Holmström (1982)는 금전
적 이익을 추구하는 주인과 대리인이 동시에 노력 수준을 선택하는 고전
적인 모형을 상정하였다. 이러한 모형을 분석한 결과, Holmström (1982)
는 주인/대리인의 노력의 결과물인 생산량(output) 중 일부를 버리지 않는
한(="budget balancing"), 그 어떤 인센티브 계약을 맺더라도 무임승차 문
제가 상존하므로 이중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증명하였다.
이 경우 이중 도덕적 해이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1) 제3자가 “주
인 위의 주인” 역할을 맡아서 (2) 생산량이 최선의 수준을 하회하면 생산
량 전액을 차지하고(즉, 주인과 대리인에게는 어떠한 보수도 지급하지 않
고="budget breaking") 생산량이 최선의 수준과 같을 때에만 주인과 대리
인에게 생산량을 나누어 주는 계약을 집행하면 된다는 것도 증명하였다.
혹자는 Holmström (1982)의 이론이 본 연구에서의 정부-공기업 관계에
도 적용된다고 예상할 것이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물론 정부·여당은 주
인이고 공기업은 대리인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정부·여당과 공기업은
모두 전체 생산량에 영향을 주는 선택(즉, 정부·여당은 프로젝트를, 공기
업은 성공확률을 선택)을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정부·여당이 먼저
행동을 선택하고 공기업은 나중에 선택한다는 점, 정부·여당의 효용은 생
산량과는 무관한 비금전적(non-pecuniary) 정치적 이익이라는 점 등에서
Holmström (1982)의 이론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중 도덕적 해이에 관한 연구는 매우 다양하나 이러한 아이디어를 정
부·여당과 공기업 간 관계에 적용하여 엄밀하게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중국의 정부-공기업 간 관계를 분석한 일부 문헌에서는 기존의
주인-대리인 이론을 개념적으로 적용하고는 있으나 공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엄밀하게 경제학적인 분석을 수행하고 있지는 않다(Qian
(1996), Gill and Reilly (2007), Norris (2016)).6 Qian (1996)은 중국 정부가
6 한편 Jones and Zou (2017)은 중국 정부는 파편화된 다양한 정부기관의 집합체이므로 하
나의 주인의 존재를 가정한 주인-대리인 이론이 중국의 정부-공기업 관계에 적용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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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에 대한 궁극적 지배권을 보유한다고 하는 특수성을 감안한 상태
에서 주인-대리인 이론을 개념적으로 적용하였다. Qian에 따르면 공기업
(SOE)의 자율경영을 확대하는 일련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국정
부는 최고경영진 임면권, 대규모 투자에 대한 승인권 등을 보유하고 있
는데, 이러한 구조에서는 정치적 비용과 대리인 비용의 상충관계가 중요
하다. 정부가 통제를 강화하면 정치적 비용이 증가하지만 대리인 비용은
감소하고, 경영진의 자율권을 확대하면 정치적 비용은 줄어들지만 대리
인 비용은 증가한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는 지급보증이 정치적 비용과
대리인 비용의 관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는 점에서는 Qian (1996)
과 유사하나 이를 이론모형을 통해 명시적으로 분석한다는 점에서 Qian
(1996)과 다르다.
본 연구는 주인-대리인 이론이나 그보다 발전된 이중 도덕적 해이 이
론을 단순히 개념적으로 적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정부·여당이 정책사업
을 공기업에 할당하는 (다른 주인-대리인 관계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특
성을 명시적으로 고려하여 엄밀한 이론분석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
고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사회후생을 정의할 때 공기업의 특성을 반
영하여 정부·여당과 공기업의 효용 뿐 아니라 야당, 일반국민(미래 세대
포함) 및 투자자의 효용까지 모두 고려하므로 주인과 대리인의 효용만
고려하는 전형적인 이중 도덕적 해이 이론과 구별된다.7

다고 (엄밀한 경제학적 분석 없이)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주인이 어느 하나로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공식적, 실질적 권위를 갖는 누군가가 존재하여 공기업
에 정책사업을 할당할 수 있다면 이를 주인으로 볼 수 있다고 전제하고 주인-대리인 이론
을 엄밀한 경제학적 분석과 함께 정부-공기업 간 관계에 적용하고 있다.
7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전형적인 이중 도덕적 해이 이론과 구별하기 위해, 국문으
로는 동일한 ‘이중’ 도덕적 해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나 영문으로는 ‘double’ moral
hazard가 아니라 ‘two-sided’ moral hazard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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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정책사업 추진에 따른 건전성 문제: 사례연구

1. 개괄
2016년 기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상 전체 공공기
관8의 자산은 2,371조 원이고 부채는 1,996조 원이다.9 공운법은 공공기
관을 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금관리
형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공공기관 중
어디까지를 전형적인 비금융 공기업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많으나 통상적으로 시장형/준시장형 공기업 및 위탁집행형 준정
부기관을 공기업으로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10
[그림 2-1]은 공기업과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중에서 부채규모가 3조
원 이상인 주요 공기업의 자산/부채 규모를 나타내고 있다(2016년 기준).
주요 공기업 중 부채가 가장 많은 기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부채 133조
원)이다. 한국전력공사는 자산은 178조 원으로 가장 많으나 부채는 105
조 원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어 2위이다. 그 외 부채규모가 큰 공기
업으로는 한국가스공사(31조 원), 한국수력원자력(28조 원), 한국도로공사
(28조 원), 한국철도시설공단(20조 원), 한국석유공사(19조 원), 한국철도
공사(14조 원), 한국수자원공사(14조 원) 등이 있다.

8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을 모두 포함하며, 각 기관의 고유사업 계정과 기금
계정을 모두 포함한 것이다.
9 알리오 통계(www.alio.go.kr/statisticsSearch.do, 접속일: 2018.03.14.)
10 기타 공공기관에는 한국개발연구원 등 정부출연연구소와 한국산업은행 등 국책은행
이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는 주로 비금융 공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경우에 따
라 국책은행 등 금융 공기업도 분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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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2016년 부채규모 3조 원 이상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

주 1) K-IFRS 기준
2) 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을 포함하며,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및 기
타공공기관은 제외
자료: 알리오 통계(www.alio.go.kr/statisticsSearch.do, 접속일: 2018.03.14.)

공기업의 부채증가의 주요 원인으로는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정책사업의 추진이다. 정부가 주도하는 대규모 정책사업을
공기업에 할당하여 추진하도록 할 경우 사업성이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부실경영으로 이어질 수 가능성이 크다. 둘째, 요금규제이다. 공기업이
제공하는 공적 서비스는 전기, 수도, 가스, 철도 등 보편적 역무의 일환으
로 저가에 전 국민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성격의 것들이 많다. 이에 따라
요금상승을 억제하는 정부규제가 수반되는데 요금이 원가 이하로 책정될
경우 공기업의 손실이 발생한다. 셋째, 방만 경영이다. 공기업은 경영실
패로 인해 부실하게 되더라도 정부의 명시적/암묵적 지급보증을 통해 보
호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도덕적 해이 문제에 취약하다.
그 외에도 교차보조, 대외환경의 변화 등이 공기업 부채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흑자노선인 KTX와 적자노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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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호를 모두 운영한다. 또한 KTX 등 여객사업 뿐 아니라 대규모 적
자를 발생시키는 물류사업을 함께 운영한다. 이에 따라 흑자가 발생하는
사업 부문에서의 수익을 이용하여 적자 사업 부문의 손실을 보전하는 교
차보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흑자 사업 부문의 수익이
충분히 높지 않을 경우 적자 사업 부문의 손실을 감당하기 어려워 공기
업의 부채가 확대된다. 대외환경 변화 측면에서는 유가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유가가 상승하면 한국전력공사는 원가가 상승하여
손실 가능성이 커지는 반면 자원개발사업의 수익이 유가에 연동하는 한
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는 수익성이 높아진다.
<표 2-1> 주요 공기업의 부채가 확대된 주요 원인
공기업

(`16 부채규모 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정책사업
추진
◎
◎
◎
◎
◎
◎
◎
◎

요금규제

비용측면

○
◎
◎
○

공공임대주택 건설 및 운영

◎
○

주요 정책사업

해외자원개발 사업
고속도로 건설 사업
해외자원개발 사업
철도차량 등 시설 투자
기간 철도 건설
4대강 살리기 사업
해외자원개발 사업

주: ◎은 주요인을 나타내고 ○는 부요인을 나타냄.
자료: 박진 외(2012)의 “요약 및 정책시사점” 부분에서 발췌(페이지 번호는 없음.)했고, 한국철도
시설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의 경우 저자가 추가하였으며, 주요 정책사업은 저자가 내용
을 소폭 수정하였음.

박진 외(2012)는 주요 공기업의 부채가 확대된 요인을 정책사업, 요금
규제, 비용측면으로 나누고 있다(<표 2-1> 참조).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요금규제,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비용측면(교차보조)도 부채확대의 주요원
인이지만 대부분의 공기업은 정책사업 추진을 통해 부채가 확대되었다.
주요 정책사업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행하는 공공임대주택 건설
및 운영 사업, 한국가스공사/한국석유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가 주도적으
로 수행하고 있는 해외자원개발 사업, 한국수자원공사가 수행한 4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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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리기 사업, 경인 아라뱃길 사업 등이 있다. 그 외에도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제성이 낮은 도로를 건설하는데
사업비의 40%를 채권 발행 등을 통해 직접 조달하면서 부채가 확대되었
다(예산정책처, 2015). 또한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경우 호남고속철도 등
정책적으로 중요한 기간시설을 건설할 때 주로 회사채를 발행하여 사업
을 추진하나 정부의 재정지원은 부족하기 때문에 부채가 확대되었다(예
산정책처, 2015).
이하의 내용에서는 여러 정책사업 중에서 특히 공기업의 건전성에 심
각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는 토지주택사업, 해외자원개발 사업, 수
자원 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사례를 분석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 구분회
계 자료를 활용하고자 한다.11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구분회계 운영 지
침에 따라 주요 공기업은 각 사업을 고유사업, 정책사업, 대행·위탁사업
으로 구분하여 사업별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
다. 여기서 고유사업이란 기관의 설립 목적에 따라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수행해 온 사업이고, 정책사업은 공공기관의 자체판단이 아닌 정부의 정
책결정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이며 대행·위탁사업은 관련법에 따라 공공
기관이 정부를 대신하여 대행 또는 위탁하는 사업이다. 구분회계 자료를
활용하면 정책사업의 효과를 고유사업의 효과와 분리하여 비교·분석할
수 있어 정책사업이 공기업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확하게 판
단할 수 있다.12

11 공공기관 구분회계 운영 지침(기획재정부 고시 제2015-30호)에 따르면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 작성 대상인 주요 공기업 또는 부채/부채비율이 급격히 증가하여 재무건전성 제고

를 위해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지정한 기관은 구분회계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공공기
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시해야 한다.
12 구분회계에도 일정한 한계가 존재한다. 첫째, 중요한 사업부들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사업 부문으로 회계 처리될 수도 있다. 예컨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임대주택 건설
사업과 분양주택 건설 사업을 공공주택사업이라는 하나의 회계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
한 철도공사도 KTX 여객사업과 무궁화호 등 적자가 발생하는 여객사업을 구분회계하지
않고 있다. 둘째, 사업 부문별로 비용을 공유하는 경우 회계별 비용분배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정책사업과 고유사업이 비용을 공유할 경우 정책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지를 더 많이 얻고 고유사업에 대한 경영능력을 인정받기 위해 정책사업에 비
용을 더 많이 배분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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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주택사업
정부의 대규모 토지주택사업을 대신 수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2016년 기준 자산 172조 원, 부채 133조 원의 초대형 공기업이다.
부채규모는 전체 공공기관 부채총계의 6.7%를 차지하며 국민연금, 공무
원연금기금 등 기금계정을 제외한 공공기관 부채총계의 11.4%를 차지한
다. 순위 측면에서는 공무원연금기금(647조 원), 한국산업은행(242조 원),
중소기업은행(239조 원)에 이어 네 번째이며, 기금계정과 금융 공공기관
을 제외하면 가장 높다.
LH의 부채가 막대한 규모로 증가한 주된 요인은 정부를 대신하여 대
규모 정책사업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사업비의 대부분을 자체적으로 조
달해왔기 때문이다(박진 외 2012). LH가 수행한 대규모 정책사업은 국민
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사업(`03년, 이하 사업개시연도), 수도권2기 신도
시 건설사업(`03년), 세종 및 혁신도시 건설사업(`06년), 보금자리주택건
설사업(`09년), 행복주택건설사업(`13년) 등이다. 박진 외 (2012)에 따르면
2012년 기준 LH가 수행하는 주요 정책사업의 총사업비는 323조 원인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총사업비의 11%에 불과한 34조 원이었다.
LH가 수행하는 대표적인 정책사업인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의 경우
2012년 기준 호당 건설 사업비의 30%는 정부가 출자하고 40%는 정부기
금인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하며 입주자와 사업자가 나머지 30%를 부담
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강미나 외, 2012). 비록 국민주택기금의 이자율
이 시장이자율보다는 낮으나 여전히 기금융자분 40%는 차입금이므로 정
부의 직접적인 지원은 건설 사업비의 30%에 불과하다.13

13 한편 기초생활수급권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정부의 재정지원 비율
은 2012년 기준 호당 건설 사업비의 85%이다(강미나 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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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규모 및 부채비율 추이

주: 위쪽 그림에서 파란색 기둥은 총부채, 녹색 기둥은 금융부채(임대보증금 등 이자를 부담하지
않는 부채는 제외)를 나타내며, 아래쪽 그림에서 파란색 선은 부채비율(=부채/자본), 녹색 선
은 금융부채비율(=이자부담부채/자본)을 나타냄.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http://www.lh.or.kr/lh_offer/manage/man1710.asp, 접속일: 2018.03.14)

정책사업 추진으로 인해 부채가 확대된 LH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실위험이 부각되면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에 따
라 2010년 12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손실보전 의무조항(제11조)이 추
가되었다. LH의 손실보전 조항은 다른 공기업에 대한 손실보전 조항과는
달리 손실보전 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공공주택사업(공공임대
주택 및 분양주택 건설사업), 공공주택관리사업(임대주택관리사업), 행복
도시사업, 혁신도시사업 등 정책사업은 기관의 고유사업과 구분회계하도
록 하고 동 정책사업에 대해서만 국가의 손실보전 의무를 부여한 것이
다.14

14 산업단지개발사업은 구분회계제도상 LH의 ‘고유’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손실보전
대상사업임(2016년 LH 구분회계 재무상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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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2016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구분회계 정보(전체 사업)
(단위: 조 원)

공공주
택사업
(정책)
자산
부채
금융부채
자본
당기순익
부채비중
부채비율

ROA

25.7
18.0
13.2
7.7
0.52
14%
233%
2.0%

손실보전 대상사업
산업단 공공주 행복도
지개발 택관리 시사업
(고유) (정책) (정책)

4.2
3.2
1.9
1
0.06
2%
316%
1.4%

70.8
57.9
56.7
12.9
-0.97
43%
450%
-1.4%

3.8
3.2
2.8
0.6
0.28
2%
593%
7.4%

혁신도
시사업
(정책)

1.6
1.4
0.2
0.2
0.14
1%
514%
8.8%

토지은
행사업
(고유)

일반
사업
(고유)

계

0.02
0.007
0.004
0.013
-0.001
0%
45%
-5.0%

66.2
49.6
31.1
16.6
0.95
37%
300%
1.4%

172.3
133.3
105.9
39.0
0.98
100%
342%
0.6%

주: 1) 공공주택사업은 공공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건설·매입,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임.
2) 공공주택관리사업은 이미 건설된 공공임대주택을 운영·관리하는 사업임.
3) 일반사업은 도시재생사업, 경제자유구역 관련 사업 등을 포함.
자료: 알리오(www.alio.go.kr, 접속일: 2018.03.14.)

<표 2-2>는 LH의 손실보전 대상사업과 일반사업 등 각 사업의 2016년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7개 사업회계 중에서 총부채 대비 부채비중이 3%
이상인 주요 사업은 공공주택관리사업(부채비중 43%), 일반사업(37%),
공공주택사업(14%) 등 3개 사업이다. 이중 LH가 수행하는 가장 대표적
인 정책사업인 공공주택관리사업(이미 건설된 공공임대주택을 운영·관리
하는 사업)은 부채규모가 가장 크면서 수익성은 가장 나빠 LH의 건전성
에 큰 부담요인이 되고 있다. 총부채 대비 동 사업의 부채 비중은 43%로
모든 사업회계 중 가장 크다. 부채비율(=사업부채/사업자본)도 3대 주요
사업 중 가장 높은 450%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3대 사업 중 유일하게
손실을 기록하고 있으며 손실의 크기는 약 9천 7백억 원으로서 다른 모
든 사업회계의 손익의 크기에 비해 월등하게 크다.15
15 공공임대주택 건설 사업은 저소득층 주거복지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중요한 정책사업이
다. 그런데 동 사업은 공공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일반 분양주택 건설사업과 함께 공공주
택사업 회계를 구성하기 때문에 LH의 건전성에 미치는 효과를 따로 떼어서 분석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장경석(2013)은 공공주택사업 회계를 각각 공공임대주

택 건설사업 회계와 분양주택 건설사업 회계로 분리하여 정책사업인 공공임대주택 건설
사업에 대한 보다 면밀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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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자원개발사업
에너지공기업들이 부분적으로 추진해 왔던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2008
년부터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정책과 지원을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되
었다(감사원, 2015). 정부는 2004년부터 단순 지분투자도 에너지 공기업
의 주요 성과지표인 자주개발률 산정에 포함시킴으로써 공기업의 해외
지분투자를 독려했고, 2008년에는 석유공사 대형화 기본방향을 발표했으
며, 광물자원개발 사업의 지원기관으로서만 기능하던 광업진흥공사를 해
외자원개발 기업 형태인 광물자원공사로 확대개편하기도 하였다.16

17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주된 목적은 자원빈국인 우리나라가 안정적으로
자원을 확보하도록 하는데 있다. 그러나 자원개발 사업의 특성상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지만 그 성과는 장기에 걸쳐 나타나기 때문에 성과측정이
어렵다. 감사원은 2008년 이후 정부 주도로 본격적으로 추진된 해외자원
개발 사업의 성과를 자원 확보, 경제적 성과, 자원 공기업 육성, 민간 지
원 등 4개 기준으로 평가하였는데, 그 결과 정책성과가 전반적으로 저조
하다고 판단하였다(<표 2-3>). 특히 경제적 성과의 경우 2009년부터 지속
적으로 현금흐름이 예상치를 하회하였다(15~19년의 경우 추정치). 특히
유가가 높았던 2011~14년 기간 동안에도 현금흐름이 예상치보다 낮았는
데 그 주된 원인은 과다한 탐사비용, 공정관리의 부실, 증산계획의 지연
등인 것으로 판단하였다(감사원, 2015, [그림 2-3] 참조). 산업부도 해외자
원개발 혁신TF를 통해 2017년 6월 기준 투자액 43.4조 원 대비 회수 액
은 16.7조 원으로 회수율이 38%에 불과하고 현재까지 확정된 손실액은
13.6조 원으로 투자액의 30%를 초과하고 있다고 밝혔다.18

16 지식경제부, “제3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2007~2016)”, 2007.
17 지식경제부, “제4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2010~2019)”, 2010.
18 산업통상자원부, “해외자원개발사업, 부실재발 방지대책 마련에 나서”, 보도자료,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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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2015년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요약
감사기준

자원 확보

감사결과 요약

- 지난 13년 동안(2002~14년) 우리기업 지분물량 대비 국내 자원 도
입량은 가스가 66.5%, 광물은 31.5%, 석유는 0.4%에 불과
- 특히 비상시 도입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석유물량은 지분 물량의
24%에 불과
- 이는 2004초 성과지표(자주개발률)를 당초 ‘도입 물량’에서 ‘우리기
업 지분율’로 변경하였고, 2007~08년 ‘공기업 대형화 방안’을 추진
-

경제적 성과

-

자원 공기업
육성

-

민간 지원

-

하면서 지분율 확대가 공기업의 공적목표인 자원 확보 및 수급안정
보다 우선하는 등 외형 확장에 치중한 결과
40개 주요 진행사업(기투자비 32조 원)의 2008~14년 기간 중 실제
현금흐름은 당초 예상보다 9조 7천억 원이 더 소요되었고,
향후 5년간(2015~19년) 현금흐름도 계획 대비 14조 4천억 원 부족
할 것으로 예상되어,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의 재무부담
의 원인으로 작용
대규모 생산광구 매입 등을 통해 양적 규모는 확대되었으나 기술력
확보 등 질적 성장은 미흡
민간 해외자원개발 사업 지원을 위해 4조 8천억 원의 시중자금을
유치했으나,
매장량 기초금융, 장기자원구매금융 등 국내실정에 맞지 않는 금융
기법을 도입하거나,
보증/여신 목표를 크게 확대했으나 확대 폭을 담당자가 임의로 설정
하여 민간부문의 역량 강화를 기대하기 어려움.

자료: 감사원(2015, p.17, 70, 71)의 ‘감사결과 요약’을 표로 재구성한 것임.

[그림 2-3] 해외자원개발 3대 공기업의 현금흐름 분석

주: 해외자원개발 3대 공기업이란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임.
자료: 감사원(2015, p.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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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자원개발 관련 3개
공기업의 부채는 2008년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증가했고 그 주된 이유는
정부주도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이었다.
한국가스공사(이하 가스공사)는 2016년 기준 자산규모로는 총자산 40
조 원으로 공기업(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포함) 중 여섯 번째로 크나 부
채는 31조 원으로 세 번째로 크다([그림 2-1] 참조). 2018년 이전 가스공
사의 부채는 9조 원을 하회하였으나 2008년에는 무려 9조 원(전년대비
104.%) 증가하면서 18조 원대로 확대되었다. 이후 부채는 지속적으로 빠
르게 확대되면서 2014년 37조 원을 기록하였다([그림 2-4 참조]). 부채증
가의 주된 원인은 해외투자이다. [그림 2-5]는 항상 국내투자보다 그 규
모가 작았던 해외투자가 2009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면서 2011년에는 국
내투자 규모를 초과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2-4] 가스공사 부채 추이

자료: 알리오(www.alio.go.kr, 접속일: 2018.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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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한국가스공사의 국내외 투자 추이
(단위: 백만 원)

자료: 박진 외 (2012)에서 한국가스공사의 내부 자료를 재인용

<표 2-4>는 2016년 기준 가스공사의 6대 주요사업의 부문별 재무 상태
를 나타내고 있다. 가스공사의 전형적인 고유사업인 가스의 도입, 생산,
공급, 판매 사업과는 달리 자원개발 도입과 자원개발 일반 사업은 자본
잠식 상태이다. 더욱이 이러한 양대 자원개발 사업 부문은 각각 6,480억
원, 4,500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가스공사의 전체 순손
실이 6,740억 원이라는 점, 다른 4대 사업 부문에서는 당기순이익이 발생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자원개발 사업의 순손실이 가스공사 전체 순
손실의 주된 원인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부실의 주된 원인인 양대
자원개발 사업 부문의 부채는 11.6조 원으로 총부채의 38.2%를 차지하고
있어 부채규모 면에서도 심각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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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2016년 한국가스공사의 구분회계 정보(주요 사업)
(단위: 조 원)

자산
부채
금융부채
자본
당기순익
부채비중
부채비율

ROA

가스
도입

가스
생산

가스
공급

가스
판매

8.6
6.3
5.9
2.4
0.014
20.5%
265.8%
0.2%

8.5
5.1
4.3
3.4
0.099
16.7%
150.0%
1.2%

9.4
6.5
5.7
2.9
0.129
21.3%
225.0%
1.4%

4.6
4.6
4.6
0.02
0.0006
15.0%
24,503%
0.0%

자원개
발도입

자원개
발일반

7.4

3.4

7.6

4.0

7.6

1)

4.2

잠식

잠식

-0.648

-0.450

25.0%

13.2%

-

-

-8.7%

-13.2%

계

39.9
30.5
28.3
9.4
-0.674
100%
325.4%
-1.7%

주: 1) 자원개발일반 사업부문에서 금융부채는 4조 2,376억 원으로 부채 4조 433억 원을 상회하
는데 이는 오타가 아니라 알리오에 공시된 구분회계 재무상태표 상 수치임.
2) 상기 6대 사업 부문의 부채비중을 합산하면 100%를 초과하는데 이는 부문 간 내부거래
등 연결조정을 거치기 전 수치이기 때문임.
자료: 알리오(www.alio.go.kr, 접속일: 2018.03.14.)

한국석유공사는 2007년에는 부채규모 3.7조 원, 부채비율 64.4%로 부채
수준이 양호했으나 2008년 이후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수행하면서 부채가
크게 확대되어 2016년 기준 부채규모는 18.6조 원, 부채비율은 528.9%를
기록했다. 부채증가율은 2003~07년 기간에는 4% 내외에 불과했으나 2008
년 49.5%, 2009년 55.2%를 기록하는 등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집중적으로
수행된 2008~2011년 기간 중 30% 이상의 빠른 속도로 부채가 증가하였
다.19 이는 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주요사업(석유개발, 정제, 석유비축) 중
총부채의 96.2%를 차지(구분회계 사업부문간 조정 전, 2016년 기준)하는
석유개발 사업 부문(국내외 석유개발 담당)의 건전성이 매우 부실하기 때
문이다. 석유개발 사업 부문은 2016년 기준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고
2015년과 16년에 각각 5.6조 원, 1.1조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한국광물자원공사(이하 광물자원공사)는 정부가 해외광물자원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광물자원개발 사업 지원에 주력하던 광업진흥
공사를 2008년 말 확대 개편하여 탄생시킨 에너지 공기업이다. 광물자원
공사는 확대개편 이전인 2007년까지는 부채규모가 3천억 원 안팎에 불과
19 알리오(www.alio.go.kr, 접속일: 201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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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으나 해외광물자원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던 2008년과 2009년에
각각 부채가 72.1%, 64.7% 증가했고 그 이후에도 부채가 빠른 속도로 증
가하여 2016년 말 현재 총부채는 5조 2천억 원에 이른다([그림 2-6] 참
조). 급격한 부채증가의 주된 원인은 물론 해외자원개발 사업이다. 총부
채 대비 해외자원개발투자액(누적)은 2006년 41.3%에 불과했으나 2008년
이후에는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90%를 초과하여, 광물자원공사의 부채
증가는 거의 절대적으로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기인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2-6] 참조).
[그림 2-6]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부채 및 해외자원개발투자 추이
(단위: 억 원)

자료: 알리오(www.alio.go.kr, 접속일: 2018.03.20.)

<표 2-5>는 광물자원공사의 사업부문별 재무자료를 나타내고 있다. 광
물자원공사의 주요사업 중 해외자원개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부문
인 캐나다 동광/우라늄광 투자 부문, 멕시코 볼레오 동광투자 부문, 마다
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 투자 부문은 부채규모가 광물자원공사 총부채
의 대부분(90.8%, 연결조정 이전기준)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3대 해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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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개발 사업 부문은 2016년 말 현재 모두 자본잠식 상태에 놓여 있으며
당기순손실이 9천 4백억 원으로 광물자원공사 전체 손실액 9천 9백억 원
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비록 기타해외투자사업, 융자사업 등 다른
사업부문에서 이익이 발생하고 있으나 상기 3대 해외자원개발 사업 부문
의 부채규모가 절대적이어서 광물자원공사 전체의 손실을 줄이는 효과는
미미하다.

<표 2-5> 2016년 한국광물자원공사의 구분회계 정보(주요 사업)
(단위: 조 원)

자산
부채
금융부채
자본
당기순익
부채비중
부채비율

ROA

캐나다

볼레오

암바
토비

0.28

1.36

1.40

0.60

2.51

1.62

기타해
외투자

융자
사업

광물산
업지원

계

0.79
0.24
0.24
0.38
0.006
4.6%
42.7%
0.8%

0.09
0.49
0

4.37
5.21
5.00

0.35

2.31

1.57

0.77
0.46
0.45

잠식

잠식

잠식

잠식

-0.09

-0.71

-0.14

11.5%

48.2%

31.1%

-

-

-

-32.2%

-52.2%

-10.1%

0.01
8.9%
1.7%

잠식

잠식

-0.05
9.4%
-61.0%

-0.99
100%
-22.6%

주: 캐나다, 볼레오, 암바토비는 각각 캐나다 동광/우라늄광 투자 연결자회사, 멕시코 볼레오 동
광 투자 연결자회사,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 투자 해외관계기업을 나타냄.
자료: 알리오(www.alio.go.kr, 접속일: 2018.03.14.)

광물자원공사는 정부의 구제금융이 없는 경우 대규모의 회사채 상환부
담으로 인해 채무불이행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한국광물자
원공사법에 따라 공사는 자본금(2조 원, 전액 정부출자)의 2배까지 사채
를 발행할 수 있는데 2017년 말 기준 이미 누적자본금 1조 9,883억 원의
2배에 가까운 3조 7,046억 원의 사채를 발행했기 때문에 사채발행 여력
은 2,720억 원에 불과한 반면 2018년 중 상환해야 하는 금융부채는 7,403
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20 이에 정부가 광물공사에 출자하는 자본금의
규모를 4조 원으로 증액하는 공사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2017년 12월
29일 국회에서 부결되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이날 토론에서 “공기
20 경향신문, “‘밑 빠진 독’ 광물자원공사법 재추진... 정권에 득 될까 독 될까”, 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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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도 잘못 경영하면 문을 닫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광물자원
공사의 자체 회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되면서 2018년 3월 산업통상자
원부 해외자원개발 혁신TF는 광물자원공사를 폐지하고 유관기관과 통합
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21
그런데 광물자원공사의 부실이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
은 공사의 채무불이행 위험이 거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NICE신용평가는 상기 개정안이 부결된 이후에도 정부지원 의지가 강력
하므로 광물자원공사의 신용등급은 종전과 동일한 AAA를 유지한다고
밝혔다.22 또한 SK증권은 광물자원공사가 채무불이행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면 공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이므로 정부의 지원가능성
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광물자원공사의 신용도에 문제
가 없으므로 오히려 동 공사채를 저가 매수할 기회라고 주장하였다.23 산
업부의 해외자원개발 혁신TF도 광물자원공사의 채무불이행 발생 시 공
기업 전반의 신용도 하락 등 국가 경제적 파급효과 발생이 우려되므로
정부가 직접 공사 부채에 대한 명확한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부는 광물자원공사가 유관기관과 통폐합될 경
우 모든 자산과 부채가 신설법인에 승계되고 정부는 신설법인에 대한 재
정적, 제도적, 법률적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레터)을
광물자원공사에 발송하였다.24 또한 광물자원공사가 달러화 채권을 발행
하기 위해 해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로드쇼에 산업부 관계자
가 동행하여 상기 레터의 내용을 설명하기로 하였다.25
광물자원공사의 사례를 통해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해외자원개발 사업 등 정부 주도의 정책사업을 공기업이 운영할

21 산업통상자원부, “제3차 해외자원개발 혁신TF 전체회의 개최: 광물자원공사 진단과 처리
방향 권고”, 보도참고자료, 2018.03.05.
22 NICE신용평가, “한국광물자원공사 수권자본금 증액 관련 개정 법률안 부결에 대한
NICE신용평가의 의견”, NICE 스페셜리포트, 2018.01.04.
23 SK증권, “한국광물자원공사 걱정마세요”, Credit Report, 2018.03.16.
24 연합인포맥스, “정부, 광물공사에 임시 ‘레터’ 발송... 공사채 대란 우려 완화”, 2018.03.16.
25 연합인포맥스, “광물공사, 이번주 달러채 발행 로드쇼... 레터 확보, 정부 동행”, 2018.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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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재무적 건전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자본시장은 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의지가 매우 강한 것으로 판단하여 자본잠식 상태인 공
기업에 대해서도 최상의 신뢰를 갖고 있다. 셋째, 정부는 유사시 정부지
원 의지를 확인하는 레터를 발송하는 등 강력한 지원의지를 표명한다.

4. 수자원개발사업
수자원 관련 대규모 정책사업을 수행하는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자원
공사)는 2016년 기준 자산 20.3조 원, 부채 13.6조 원의 대형 공기업이다.
2007년 1.6조 원에 불과했던 수자원공사의 부채는 2009년부터 빠르게 확
대되어 2016년에는 13.6조 원에 이르는 등 최근 10년간 7.5배 증가했다
([그림 2-7 참조]). 더욱이 금융부채는 2007년 1조 원에서 2016년 12.1조
원으로 증가하여 최근 10년간 12배 확대되었다.
[그림 2-7] 한국수자원공사의 자산, 부채, 자본 추이
(단위: 억 원)

주: 회계기준은 2010년 이전까지는 K-GAAP를, 2010년 이후부터는 IFRS를 적용
자료: 박진 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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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의 부채가 급격하게 확대된 이유는 2009년 이후 4대강 살리
기 사업, 경인아라뱃길 사업 등 대규모 정책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업비의
대부분을 정부지원 없이 자체적인 부채를 늘리는 방식으로 조달했기 때
문이다. 2009년부터 3년간 수행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다목적댐(2개소),
홍수조절지(2개소) 및 보(15개소)를 건설하고 준설, 생태하천조성, 제방보
강에 8조 원을 투입한 대규모 정책사업이다.26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사업
비 전액을 수자원공사가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하였다. 비록 이자비용은
정부가 전액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원금은 수자원공사가 감당해야 한다.
한편 2009년부터 2년 간 수행된 경인아라뱃길 사업은 총사업비 2조
2,500억 원을 투입하여 한강(서울 강서구 개화동)과 서해(인천 서구 경서
동)를 연결하는 운하를 건설함으로써 배가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다. 사업비 조달을 위해 정부가 국고에서 총 5,300억 원을 지원하였으나
나머지는 수자원공사가 상환부담을 진다(이상 박진 외, 2012).
<표 2-6> 2016년 한국수자원공사의 구분회계 정보(주요 사업)
(단위: 조 원)

광역
요금
(정책)
자산
부채
금융부채
자본
당기순익
부채비중
부채비율

ROA

6.3
0.3
0.2
6.0
0.057
2.3%
5%
0.9%

지방
수도
(위탁)

0.5
0.5
0.005
잠식

0.023
3.9%
4.9%

댐요금
(고유)

3.2
0.3
0.3
2.9
0.078
2.0%
9%
2.4%

4대강

사업
(정책)

경인아
라뱃길
(정책)

1.2

1.7

7.3

1.2

7.0

1.1

잠식

0.5

-0.385

0.018

53.2%

9.0%

-

256%

-32.0%

1.0%

단지
사업
(고유)

3.7
2.6
1.2
1.2
0.072
19.2%
226%
1.9%

계

20.3
13.6
12.1
6.7
-0.117
100%
205%
-0.6%

주: 부채비중이 1% 미만인 댐관리사업(대행·위탁) 및 댐개발사업(대행·위탁)과 제반 부대사업을
포괄하는 기타사업(고유)은 제외하였음.
자료: 알리오(www.alio.go.kr, 접속일: 2018.03.14.)

26 자료: 한국수자원공사 웹페이지(www.kwater.or.kr, 접속일: 201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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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은 2016년 기준 수자원공사의 구분회계 정보를 나타내고 있다.
부채비중 측면에서 중요한 사업은 4대강 살리기 사업, (분양)단지사업, 경
인아라뱃길 사업이다. 흥미로운 점은 수자원공사의 전형적인 사업인 광역
요금사업(광역상수소 시설의 건설 및 운영, 수돗물 공급)과 지방수도사업,
댐요금사업 등은 부채비중이 총부채의 2~3%로 미미하다는 것이다.
대규모 정책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부채비중이 무려 53.2%를 차
지하고 부채(7.3조 원)가 자산(1.2조 원)보다 6배 많은 등 자본잠식 상태
에 빠져 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수익성도 매우 나빠 주요 사업 중 유
일하게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으며 순손실의 규모도 3천 8백억 원으로 다
른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규모가 커서 수자원공사가 적자(1천 2백
억 원)를 기록하게 만든 주된 요인이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손
실을 보전하기 위해 수자원공사에 자본을 출자하고 있는데 이러한 출자
가 없었다면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수자원공사의 건전성에 미치는 부담은
더욱 확대되었을 것이다.
또 다른 대규모 정책사업인 경인아라뱃길 사업의 경우 4대강 살리기
사업 보다는 덜하지만 여전히 수자원공사의 건전성에 부담을 주는 주요
요인이다. 부채규모는 총부채의 9%로서 적지 않고, 부채비율은 256%로
서 자본이 잠식되지 않은 사업 중에서 가장 높다. 수익성은 ROA 기준
1%로서 여타 사업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5. 해외사례
정부가 정책사업을 공기업에 할당하면 공기업이 이를 운영하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 뿐 아니라 해외 주요국에서도 관찰되는 현상이다. 먼저
경제개발 단계로 국한할 경우 정부가 정책사업을 공기업에 할당하는 것
은 매우 일반적인 현상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중국, 인도, 브라질, 남
아프리카공화국, 아세안 국가 등 많은 나라들이 경제개발 단계에서 인프
라 건설 등에 공기업을 활용하였다. 경제발전이 충분히 이루어진 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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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이러한 현상은 미국, 중국, 브라질 등 여러 나라에서 관측된다. 또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정책적 목표에 의해 할당된 사업이 공기업의 재
무적 건전성을 위협하는 모습도 확인된다(OECD, 2015).
미국은 1990년 초반부터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까지 주택금융 관련 공
기업인 페니메이(Fannie Mae)와 프레디맥(Freddie Mac)을 통해 주택금융
확대정책을 시행했다. 페니메이와 프레디맥은 엄밀히 말하면 민간이 소
유한 기업이지만 의회의 인가(charter)를 통해 주택금융을 담당하기 때문
에 자본시장에서는 사실상 공기업(agency)으로 인식되며 정부지원기업
(GSEs, Government Sponsored Enterprises)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미국은
1992년 소위 GSE법(The GSEs Act)27을 제정하여 페니메이 등에 중·저소
득층 가구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매입의무(affordable housing goals)를 부
여하였다. 페니메이 등은 주택저당증권(Mortgage Backed Securities)을 발
행하여 조달한 자금으로 금융회사로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매입하여 금융
회사들이 가계대출을 확대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Pinto (2010)에 따르면 당시 미국 의회는 중·저소득층 가구의 내집마련
비율을 확대시키기를 원했으나 국가재정에 대한 예산통제로 인해 정부예
산을 활용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의회는 GSE법을 통해 페니메이 등
GSE가 매입하는 전체 주택담보대출에서 중·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주택
담보대출을 최소 30% 이상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GSE도 이러한 요
구에 적극적으로 응했는데, 이는 암묵적 지급보증을 통해 자금조달비용
을 크게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의회의 인가를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의
회의 위임을 받은 정부(The Housing and Urban Department, HUD)는 매년
중·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매입의무를 GSE에 할당하고 이
행여부를 감독하였다. 동 매입의무는 1996년 30%에서 2008년 57%로 확
대되었는데 이로 인해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팽창하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촉발되었다는 주장이 많다(McDonald, 2012).
중국은 국가의 주요 정책사업 투자를 국영 공기업을 통해 수행하는 대

27 정확한 명칭은 The Federal Housing Enterprises Financial Safety and Soundness Act이다.

제2장 공기업 부채에 대한 정부 지급보증의 이중 도덕적 해이 문제

37

표적인 나라이다. 경제개발 단계에서의 각종 인프라 투자에 공기업이 많
이 활용되었을 뿐 아니라 최근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라고 불리는
대규모 해외 인프라 투자와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대규모 투자도 정부가
투자를 주도하되 공기업이 이를 시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28
29

그러나 국가의 정책사업은 재무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

아서 공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부실위험도 가중되고 있다. Bloomberg
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공기업의 부채는 GDP의 약 90%를 차지할 정도
로 큰데 ROA 기준 수익성은 2.9%에 불과하여 민간 기업의 10.2%에 비
해 매우 낮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업 여신은 전체 은행여신의 30%
를 차지했는데 이는 정부의 암묵적 지급보증으로 인해 은행들이 공기업
여신을 무분별하게 확대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2017년 8월
중국 재무부(The Ministry of Finance)는 국영기업의 해외투자에 관한 가
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해외투자에 따른 위험을 통제할 것을 주문했으나
그 이행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여겨진다.30
브라질은 경제위기 시 고용유지 정책의 수단으로 공기업을 활용하였
다. 정부가 공기업에 고용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정책사업을 할
당한 사례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공기업의
경영환경이 구조적으로 영향을 받고 이에 따라 공기업 임직원의 인센티
브가 변화된다는 측면에서는 그 경제적 효과가 유사하며 후술할 이론모
형은 이러한 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다. 브라질 정부는 1979년 제2차 오
일쇼크와 1982년 부채위기 당시 민간 기업이 구조조정을 통해 대규모 인
원감축을 단행했던 것에 반해 공기업은 고용을 유지·확대하도록 요구하
였다. 이와 관련하여 Musacchio and Lazzarini (2014)는 이중차분법을 활
28 Ngo, Tak-Wing, “Chinese State-Owned Enterprises in China’s Africa Policy,” Expert Meeting
Report on Chinese State-Owned Enterprises and Stability in Africa, Clingendael Institute,
2008.
29 그러나 Jones and Zou (2017)에 따르면 국가가 공기업에 특정 사업을 추진하라고 명시적
이고 직접적으로 명령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 대신 국가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공
기업이 이에 부합하는 사업을 스스로 선택하여 추진하면 각종 세제혜택, 정책금융, 보조
금을 제공하는 등 공기업을 유도하는 방식이 사용된다.
30 Bloomberg, “China Takes on State-Owned Firms,” 2017.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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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분석을 통해 1981~83년의 부채위기 기간 중 공기업은 위기 전후 기
간에 비해 고용을 7.5% 늘렸던 반면 면밀한 검토를 통해 비교대상으로
선정된 민간 기업은 고용을 2.6% 줄였음을 발견하였다. Musacchio and
Lazzarini (2014)는 이러한 고용유지 요구가 공기업의 건전성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친 것으로 판단하였다. 실제로 1979년 오일쇼크 당시 민간 기
업 중 손실을 기록한 기업의 비율이 전년대비 약 5% 증가할 때 공기업
중 손실을 기록한 기업의 비율은 약 20% 증가했고, 1982년 부채위기에는
동 비율이 민간 기업의 경우 전년대비 5% 감소한 반면 공기업은 2% 증
가했다([그림 2-8] 참조).
[그림 2-8] 브라질 공기업과 민간 기업의 손실률 추이

주: 회색기둥은 연간 GDP 증가율을, ○ 표시가 된 선은 민간 기업 중 손실을 기록한 기업의 비
율을, ■ 표시가 된 선은 공기업(SOEs) 중 손실을 기록한 기업의 비율을 나타냄.
자료: Musacchio and Lazzarini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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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지급보증과 도덕적 해이: 베이스라인 모형

본 절은 본 연구의 핵심이 되는 부분이다. 정부가 정책사업을 공기업
에 할당한다는 특수성을 고려한 상태에서, 정부의 명시적·암묵적 지급보
증이 정부와 공기업의 이중 도덕적 해이에 미치는 효과, 그에 따른 사회
후생 효과, 관련된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이론모형을 구성하여 분석한다.

1. 모형의 경제주체
본 모형에서 고려하는 경제주체는 공기업, 투자자, 정부·여당, 야당,
일반국민(미래세대 포함)이다. 여기서 정부·여당이란 어떠한 프로젝트를
공기업에게 할당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정책결정권자를 뜻한다. 중앙정
부로 볼 수도 있고 집권여당으로 볼 수도 있으나 본 모형에서는 편의상
통칭하여 정부·여당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야당은 정책결정권자와 정치
적으로 대립관계에 있는 경제주체를 뜻한다. 정부·여당에 대비되는 야당
으로 볼 수도 있고 중앙정부와 정치적 이해가 상반되는 시민단체 등 다
른 경제주체로 볼 수도 있다. 본 모형에서 정부·여당과 야당이라는 개념
은 편의상 사용한 것임을 주지하기 바란다. 보다 정확하게는 정책결정권
을 가진 경제주체와 그와 상반되는 이해를 갖는 경제주체이다. 고려대상
인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 중앙정부 내 한 부처가 정책결정권자이고
다른 부처가 대립 경제주체일 수도 있다. 일반국민은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국민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미래 세대는 미래 세대 국민으로 간
주해도 되고 미래의 정부로 간주해도 무방하다.
본 모형에서 그 행동이 명시적인 분석의 대상이 되는 경제주체는 정
부·여당, 공기업, 투자자이다. 정부·여당은 먼저 여러 프로젝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공기업으로 하여금 추진하도록 한다. 공기업은 정부·여
당이 할당한 프로젝트 하에서 경영행위를 수행한다. 경영행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첫째 프로젝트의 전략 수립, 둘째 프로젝트 추진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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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금조달, 셋째 프로젝트의 전술적 운영이다. 이중 자금조달을 위해
서는 공기업이 특수채를 발행하거나 자체자본을 활용해야 한다. 이때 특
수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적정한 이
자율을 약속해야 함은 물론이다.

2. 각 경제주체의 효용함수
가. 정부·여당
먼저 정부·여당의 효용함수를 고려하자. 정부·여당이 어떤 프로젝트를
공기업에 할당하면 그로 인해 비금전적 정치적 이익(non-pecuniary,
political advantage)  ≥  를 얻는다고 하자. (정부·여당이라는 개념은 편
의상 사용된 것일 뿐 보다 정확하게는 정책결정권을 가진 경제주체임을
상기하기 바란다.) 국민 대다수의 보편적인 지지는 정치적 이익  에 반
영되지 않는다. 후술할 사회적 편익  가 이러한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반영한다. 이와는 달리  는 사회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는 부분으로서
일부 국민들은 지지하나 다른 국민들은 반대하는 정책사업의 정치적 측
면을 반영한다. 예컨대 정부·여당이 대규모 자원개발 프로젝트를 공기업
을 통해 추진하면 동 프로젝트에 찬성하는 일부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고, 이러한 지지는 정치적 이익으로 환원된다. 또 다른 예로는 정
부·여당이 대규모 사회사업을 공기업을 통해 추진함으로써 해당 사업을
원하는 일부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 또는 국민 대다수가
느끼는 편익은 낮으나 특정 지역 주민들에게는 상당한 편익을 줄 수 있
는 인프라 투자 사업을 추진할 경우 정부·여당은 해당 지역 주민들로부
터 정치적 이익을 이끌어낼 수 있으나 다른 국민들은 지지하지 않을 수
도 있다.
정부·여당이 선택할 수 있는 프로젝트는 매우 다양한데 각각의 프로
젝트는 각각의 정치적 이익  와 대응된다. 즉, 정부·여당은 여러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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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하나를 선택하는 의사결정에 직면한다. 정부·여당이 정치적 이익  를
발생시키는 프로젝트를 선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효용을 얻는다.

(1)  ≥ 
상기와 같이 효용함수를 모형화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중요한 전제가
사용된다. 첫째, 정부·여당이 미래 세대의 부담을 내부화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부·여당이 단기 임기제 하에서 5년 이내의 단기적 이익을 극
대화한다는 가정이 반영되어 있다. 여당은 법인으로서 지속될지 모르나
여당의 구성원들은 단기적으로 교체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여당의 주
요 구성원들도 단기성과에 집중한다고 전제한다. 현실에서는 현 세대 정
부·여당이 비록 단기성과를 중시하더라도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본 모형에서와 같이 미래 세대
에 대한 부담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설정하면 단기 임기제 하에
서의 정부·여당의 행동을 보다 단순명료하게 분석할 수 있다.
본 모형에서 사용하는 두 번째 중요한 전제는 정치적 이익  는 정부·
여당이 공기업에 할당한 프로젝트의 사후적인 성공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는 것이다. 프로젝트가 성공하던 실패하던 동 프로젝트를 추진하면 그
프로젝트의 지지자들로부터 비금전적인 정치적 이익을 얻는 경우를 고려
한 것이다. 동 프로젝트가 장기 프로젝트인 경우, 그래서 최종적인 성공
여부가 정부·여당의 임기 내에 확실하게 결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베이스
라인 모형의 설정이 적절할 것이다. 그러나 동 프로젝트가 비교적 단기
과제라서 정부·여당의 임기 내에 평가가 가능할 경우 프로젝트 실패 시
정치적 비용을 수반할 수도 있다. 다만 본 모형에서는 단기임기제 정부·
여당이 비교적 장기 프로젝트를 공기업에 할당하는 것을 주요 관심사로
하고 있으므로 분석대상을 정치적 이익  가 성공확률에 연동하지 않는
경우로 국한한다.
이러한 전제와는 달리 정부·여당이 장기적 사회후생을 고려하여 미래
세대의 부담도 내부화하고 미래의 성공확률도 고려할 경우, 도덕적 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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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경감되거나 완전히 해소될 수도 있을 것이다.

나. 야당
두 번째로 정부·여당과 대립하는 경제주체인 야당의 효용함수를 고려
하자. (여기서도 야당이란 편의상 사용한 개념일 뿐이며 보다 정확하게
는 정책결정권자에 대립하는 경제주체임을 상기하기 바란다.) 야당은 정
부·여당과 이해관계의 대척점에 있으므로 정부·여당과 제로섬 게임
(zero-sum game) 상황에 놓여있다고 상정한다. 따라서 정부·여당이 정치
적 이익  를 얻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면 야당은 아래와 같은 정치적 불
이익(political disadvantage)을 입는다.
(2)  

다. 공기업
네 번째로 공기업의 효용함수를 고려하자. 정부·여당이 어떤 프로젝트
를 할당하면 공기업은 해당 프로젝트의 경영을 담당하게 된다. 이 경영
은 크게 세 가지 행위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프로젝트의 전략(strategy)
수립이다. 비록 정부·여당이 정책의 일환으로 프로젝트를 공기업에 할당
하기는 하나 프로젝트를 하나의 사업으로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
한 경영전략은 공기업이 수립하게 마련이다. 예컨대 해외자원 개발 프로
젝트를 수행하기로 한 경우 대상국가와 사업 파트너를 선정하는 일이나
자원개발 방식을 결정하는 일, 또는 사업기간과 투자/회수 기간을 정하
는 일 등 중요한 전략적 의사결정의 상당부분을 공기업 경영진이 수행
하게 된다. 이러한 전략이 결정되면 프로젝트의 대략적인 성공, 실패 가
능성이 결정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모형에서는 공기업 임직원이 전략
적 의사결정을 통해 프로젝트의 성공확률  를 결정한다고 상정한다. 성
공확률을 높이려면 공기업의 핵심인재와 중요자원을 배치해야 하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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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사업 중 일부를 포기하거나 그 규모를 줄여야 한다. 즉 성공확률을
높이는 데는 비용이 수반되기 마련인데, 동 비용을   이라고 하겠다.
여기서 상수    는 비용함수의 볼록성(convexity)을 나타내는 모수
(parameter)이다. (상수  가 비용의 절대적 크기를 나타내는 것은 아님을
상기하기 바란다.)
둘째, 프로젝트의 자금조달(financing)이다. 프로젝트의 전략이 수립되
면 동 프로젝트를 실제로 추진하기 위해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자체자
본이 충분하지 않은 이상 특수채 발행 등을 통해 외부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야 할 것이다.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총액
을 (정규화를 통해)  이라고 하자. 공기업이 순자산이나 내부유보 현금
을 통해  ∊   의 자금을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다면 나머지   
의 자금은 자본시장에서 투자자들로부터 조달해야 한다. 외부 투자자로
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은 크게 증자 등 자기자본조달(equity
financing)과 은행차입, 채권발행 등 부채조달(debt financing)로 나뉠 수
있다. 이중 현실적으로 공기업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은 부채조달
방식 중에서도 특히 채권발행이다. (공기업에 대한 증자는 정부가 국회
의 동의를 얻어야 수행할 수 있는 등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하
며, 부채조달 방식 중에서 회사채 발행이 아닌 은행차입은 미미하다.) 이
에 따라 본 모형에서는 공기업이 투자자들에게 이자율(gross interest
rate)  하에서    의 자금을 채권발행 등 부채를 일으키는 방식으로
조달한다고 상정한다. 한편 공기업이 자체조달하는 자금  에 대한 조달
비용(gross cost of capital)은  이라고 상정하겠다.
셋째, 기 수립된 전략에 따라 프로젝트를 전술적으로 운영하는 일이다.
이러한 전술적 운영은 앞서 언급한 전략과는 구별된다. 전략은 소위 말하
는 굵직굵직한 의사결정으로 프로젝트의 방향성을 정하는 일이다. 이를
통해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성공/실패 가능성이 결정된다. 후자는 이미 수
립된 전략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해 나가느냐에 관한 사항이다. 이 또
한 프로젝트의 성공/실패 가능성에 세부적으로나마 영향을 준다.
본 연구에서는 전략과 자금조달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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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 전술적 운영을 이론모형에 모두 반영할 경우 분석이 매우 어
렵고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베이스라인 모형에서는 전략과 자
금조달만을 모형에 반영하여 분석한다. 베이스라인 모형 분석에 뒤따르
는 추가적인 논의(discussion)에서는 전술적 운영과 자금조달을 고려할
때 결과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서술적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공기업의 전략 및 자금조달 결정을 반영한 효용함수는 다음과 같다.



(3)                      


먼저   는 프로젝트가 성공했을 때 발생하는 수익의 크기를 나타낸
다. 이러한 성공수익   는 정부·여당의 정치적 이익  가 클수록 감소
한다고 가정한다. 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가
정이다. 성공수익   는 재무적 수익인 반면 정치적 이익  는 비재무적
이익이다. 정치적 이익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프로젝트는 재무적 수익
성은 낮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제가 반영된 가정이다. 물론 성공수익이
정치적 이익에 비례해서 증가하는 프로젝트가 존재할 수 없는 것은 아
닐 것이다. 후술할 추가논의(discussion)에서는 비록 현실성이 떨어지기
는 하나 성공수익   가 정치적 이익  에 따라 증가하는 경우를 고려
한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경우 지급보증이 사회후생을 저해한다는 결
론에는 변함이 없다.
가정 1:    max  

31

프로젝트가 성공한 경우 공기업은    의 수익을 얻지만 그 중 일부
는 투자자에게 상환해야할 원리금이다. 이 원리금의 크기는    이

31 본 가정은 필요한 정도보다 더 강한 가정이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가  의 선형

감소함수일 필요는 없고 단지  의 임의의 감소함수인 경우에도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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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프로젝트 성공 시 공기업이 얻는 순수익은        이
다. 즉, 공기업은 수익에서 자금조달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갖는
다는 가정이 반영된 것이다. 실제로는 공기업이 그 중 일부를 임직원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내부에 유보하거나 장기적으로 정부
에 배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베이스라인 모형에서는 공기업 임직원이
순수익의 전부를 얻는다고 상정하고 분석을 진행하지만, 후술할 추가논
의(discussion)에서는 공기업 임직원은 순수익의 일정 비율을 얻고 나머
지는 미래 세대 또는 미래정부가 얻는 상황도 논의하기로 한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경우에도 정성적 결론에는 변화가 없었다.
한편 프로젝트가 실패한 경우 발생하는 수익의 크기는 0이라고 상정
한다. 물론 실패한 경우에도 낮지만 0보다는 큰 수익을 얻을 수는 있으
나 0이라고 상정함으로써 정성적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분석을
단순화하고자 하였다. 프로젝트 실패 시 공기업은 자체적으로는 투자자
에게 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공기업 임직원에 대
한 최소한의 보상수준인  도 지급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는 기본급
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통상적인 성격의 성과급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와 같이 프로젝트가 실패했을 때, 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명시적/암묵적 지급보증이 있는 경우 정부는 공기업을 대신하여 투자자
에게 원리금을 지급하고 공기업 임직원에게 약속한 최소한의 보상인 
를 지급한다. 반면 지급보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투자자는 원리금을
상실하고 공기업 임직원은 실직한다. 지급보증을 모형에 반영하기 위해
 ∊  을 지급보증의 강도라고 하자.    은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정부가 확률 1로서 투자자와 공기업 임직원에게 대상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반면    은 지급보증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을 의미
한다. 결과적으로 프로젝트 실패 시 공기업 임직원은  의 확률로  를
지급받게 된다.
공기업 임직원은 정부·여당이 할당한 프로젝트를 어떠한 경우에도 반
드시 수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공기업의 존망을 위태롭게 할 정도로
무리한 프로젝트가 강제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공기업 임직원은 사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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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이직하는 옵션도 보유하고 있으므로 최소한의 참여조건이 만족되
는 경우에만 정부·여당의 프로젝트가 수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참
여조건을 반영하기 위해 공기업 임직원이 할당된 프로젝트를 거부하고
사퇴/이직하는 경우 얻게 되는 대체효용(reservation utility)을 
 라고 하
자. 해당 프로젝트를 수행했을 때 얻게 되는 기대효용이 대체효용 
보
다 같거나 큰 경우에만 정부·여당은 프로젝트를 공기업으로 하여금 추진
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참여조건은 본 연구의 결과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중요한 부분이다. 정부가 어떤 프로젝트를 선택할지를 결정하는 주
요 요인이기 때문이다.
아래의 가정 2와 같이 공기업 임직원의 기본급(통상적인 성격의 성과
급 포함)  는 대체효용 
 보다 낮다고 가정한다. 반대로 기본급이 대체
효용보다 높다면, 임직원에 대한 보수는 기본급과 성과급의 합으로 구성
되기 때문에, 임직원은 프로젝트의 성공여부와 상관없이 항상 대체효용
을 초과한 기대효용을 얻는다. 따라서 이 경우 정부는 기본급 수준을 다
소 낮추더라도 공기업이 유능한 인재를 고용하도록 할 수 있으므로 높
은 기본급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
가정 2: 
 

라. 투자자
다섯 번째로 투자자들의 효용함수를 고려하자. 자본시장에는 수많은
투자자들이 존재하는데 모두 동질적이다. 따라서 한 명의 대표 투자자
(representative investor)가 존재한다고 상정해도 무방하다. 이 대표 투자
자는 공기업이 필요한 자금    보다 많은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상정한다. 공기업은 채권을 발행하여 대표 투자자로부터 자금    를
조달하려고 한다. 대표 투자자가 동 채권에 자금    를 투자할 경우
공기업이 추진하는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원리금    를 얻는다. 반
면 프로젝트가 실패하여 공기업이 지급불능상태에 빠지는 경우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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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보증이 있으면 원리금을 정부로부터 받게 되고 지급보증이 없으면
원리금 전액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지급보증 확률을  ∊ 라고
하면 대표 투자자의 효용함수는 다음과 같다.
(4)              
대표 투자자가 자금    를 공기업 특수채에 투자하지 않고 다른
투자대상에 투자할 경우 얻게 되는 기대수익률을  이라고 상정한다. 이
에 따라 상기 효용의 값이 0과 같거나 클 경우 대표 투자자는 공기업 특
수채에 투자한다.

마. 일반국민
세 번째로 일반국민의 효용함수를 고려하자. 일반국민은 현 세대 뿐
아니라 미래 세대를 포괄하며, 정부·여당이 공기업을 통해 추진하는 프
로젝트를 통해 사회적 편익(social benefit)  ≥  를 얻는다.
예컨대 정부·여당이 대규모 해외자원 개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대상
국과 경제적, 외교적 관계를 강화했다고 하자. 이러한 관계 강화가 우리
나라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로 이해해도 좋다. 또 다른 예로는 정
부·여당이 사회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상당수의 복지수준이 향상되
는 크기가 사회적 편익을 반영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해당 프로젝
트가 정치적 이익을 위해 무리하게 추진되는 경우 사회적 편익은 미미
한 수준일 수도 있다.
일반국민에 대한 사회적 편익은 정부·여당이 얻는 정치적 이익  와
어떠한 관련성을 가질 수도 있다. 정부·여당이 정치적 이익을 높이기 위
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회적 편익이 감소할 수도 있을 것이
다. 혹은 정치적 이익의 크기와 사회적 편익의 크기가 별다른 관계를 갖
지 않을 수도 있다. 물론 정부·여당이 국민 대다수를 대표하고 현재 세
대와 미래 세대 간 이해상충이 크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사회적 편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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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부·여당의 정치적 편익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도 있다. 따라서
본 모형에서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사회적 편익과 정부·여당의 정치
적 이익 간에 특별한 관계를 가정하지 않기로 한다. 이에 따라 사회적
편익  는  와 무관하고 고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만약 공기업이 실패할 경우 미래 세대는 그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다.
현 세대 정부가 지급보증을 제공한 경우 실패한 프로젝트에 대한 원리
금 상환부담과 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기본급(통상적 성격의 상여금 포
함) 지급부담은 미래 세대가 짊어지게 된다. 현 세대 정부가 국채를 발
행하여 계속 차환하는 방식으로 미래 세대에 부담을 짊어지우는 것이다.
반면 지급보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상기 프로젝트가 실패하더라도 미
래 세대의 부담은 없다. 이상을 종합하면 지급보증 확률  ∊ 하에
서 미래 세대를 포함한 일반국민의 효용은 다음과 같다.
(5)           
지금까지 정부·여당, 야당, 공기업, 투자자, 일반국민의 효용함수를 살
펴보았다. 이들의 효용함수 (1)-(5)를 모두 더하면 아래와 같이 사회 전
체의 효용함수, 즉 사회후생 함수를 얻을 수 있다.



(6)          
 

3.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최선의 선택(first-best)
상기의 모형경제에서 능동적으로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경제주체는 정
부·여당, 공기업, 투자자이다. 또한 모형경제에서의 핵심적인 제약요인
(constraints)은 공기업의 유인부합조건, 공기업의 참여조건(participation
constraint, 이하 PP로 명명), 투자자의 참여조건(이하 IP로 명명)이다. 이
중 유인부합조건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일반국민 또는 정부·여당

제2장 공기업 부채에 대한 정부 지급보증의 이중 도덕적 해이 문제

49

이 공기업의 행동을 관측하지 못하거나 관측에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
에 발생하는 제약요인이다. 반면 공기업과 투자자 각각의 참여조건은 정
보의 비대칭성과 상관없이 항상 충족되어야 하는 제약요인이다.
이후의 논의의 벤치마크로서 사회후생을 극대화하기를 원하는 선의의
계획자(social planner)가 존재한다고 하자. 선의의 계획자는 지급보증 여
부 결정, 프로젝트 선택, 전략적 의사결정, 자금조달 참여여부 결정을 모
두 직접 수행하며 이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는 모두 확보하고 있다. 따라
서 상기의 3대 제약요인 중 공기업의 유인부합조건은 충족시킬 필요가
없고 공기업과 투자자 각각의 참여조건만 충족시키면 된다. 결과적으로
선의의 계획자가 풀어야 하는 의사결정 문제는 다음과 같으며, 이하의
논의에서는 그 최적해를 도출한다.

max            
   subject to




(PP)                     ≥ 

(IP)          ≥   
먼저 지급보증 정책, 즉  가 고정되어 있다고 하자. 또한 프로젝트가
주어져 있다고 하자. 즉, 정부·여당의 정치적 이익인  는 고정되어 있다.
이때 사회후생 함수 (7)을 극대화하는 최선의 성공확률은 다음과 같다.
  


(8)    ≡ 

여기서    는 확률이므로 1보다 작은 값을 가져야 자연스럽다. 따라
서 다음과 같이    라고 가정하기로 한다. 여기서  는 성공확률을 높
이기 위한 비용의 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동 비용함수의 볼록성
(convexity)의 강도를 나타낸다. 따라서 가정 3은 수익성이 비용보다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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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의미가 아니고 비용함수가 충분히 볼록하다고 하는 다소 기술적인 가
정에 불과하다.
가정 3:   
상기의 성공확률    는 프로젝트가 주어져 있을 때의 최선의 성공
확률이며, 이는 프로젝트마다 달라진다. 프로젝트의 재무적 수익성  
는 정치적 이익  의 감소함수이므로(가정 1)    는  가 증가할수록 낮
아진다. 즉, 선의의 계획자가 정치적 이익이 높은 프로젝트를 선택할수
록 동 프로젝트의 성공확률은 낮아지는 것이다.
이제 최선의 프로젝트는 무엇인지 분석하기로 한다. 주어진  하에서
의 최선의 성공확률    를 사회후생 함수 (6)에 대입한 후 정치적 이
익  로 미분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는다(        이므로).








(9)                
      ′        



즉, 선의의 계획자가 정부·여당의 정치적 이익이 높은 프로젝트를 선
택할수록 프로젝트의 재무적 수익성   가 낮아지면서 사회후생이 감
소한다. 따라서 정치적 이익을 최소화하는 프로젝트를 선택해야 한다.
이상을 종합하면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최선의 프로젝트와 성공확률
은 각각 다음과 같다.


(10)  ≡  ,     


이러한 최선의 프로젝트와 성공확률은 지급보증 여부(즉,  의 크기)와
무관하다. 지급보증이 존재하던 존재하지 않던 정치적 이익을 최소화해
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사회적으로 최선의 선택을 했을 때 사회후
생의 값은 다음과 같고 이를 (최선의 프로젝트    의) 사회적 순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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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social net present value)라고 부르기로 한다.


(11)     
 


지금까지의 논의에서는 공기업과 투자자의 참여조건을 고려하지 않았
으므로 선의의 계획자의 의사결정 문제를 완전히 푼 것은 아니다. 따라
서 이러한 참여조건이 성립하는지 여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참여조건은 지급보증 여부에 따라 그 양상이 달라진다. 먼저 지
급보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 투자자는    의 이자율이 주어
지면 참여한다. 또한 이 경우 공기업의 효용은     이므로 아래의
조건이 충족되면 공기업은 참여한다.


(FC-0)    ≥ 



(FC-0)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FC-0)이 충족되면 공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내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최선의 프로젝트(    )
가 추진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 때의 자금조달조건
(financial constraint)으로 간주할 수 있다.) 반면 (FC-0)이 충족되지 않으
면 공기업의 참여를 보장하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FC-0)은 최선의 프로젝트의 재무적 순현재가치(financial net present
value)인      
 가 0보다 크다는 조건과 동일하다.
두 번째로 지급보증이 존재하는 경우(    ), 투자자는     
의 이자율이 주어지면 참여하며, 이 경우 공기업의 효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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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3에 따라 이 효용은 지급보증이 없을 때의 효용보다 항상 크
다.32 지급보증이 있으면 자금조달비용이 줄어들고 기본급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즉, 지급보증이 없을 때 공기업의 참여조건이 충족되면
(=(FC-0) 충족) 지급보증이 있을 때도 참여조건이 충족되나, 그 역은 성
립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아래의 내용에서는 논의의 편의상 지급보증
이 존재하면 공기업의 참여조건이 항상 충족된다고 가정한다.33




가정 4:               ≥ 




따라서 지급보증은 공기업과 투자자 모두의 참여를 이끌어내므로 최
선의 프로젝트(    )가 추진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그런데 프로젝트
를 추진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 사회적 순현재가치(= 재무
적 순현재가치 + 사회적 편익  )가 0보다 큰 경우에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최선의 선택은 다음과 같다. 먼저 최선의 프로젝트
의 재무적 순현재가치가 0 이상인 경우((FC-0)가 성립) 지급보증 여부와
상관없이 프로젝트는 추진될 수 있고 사회적 순현재가치는 0보다 크므
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지급보증 여부는 사회후생 수준에 영
향을 주지 않는다. 반면 재무적 순현재가치가 0 미만인 경우((FC-0)가
성립하지 않음) 지급보증이 없으면 자금조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
데 사회적 편익  가 충분히 커서 재무적 순현재가치가 음수임에도 불구
하고 사회적 순현재가치가 0을 상회하는 경우 지급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면 사회적 편익의 크기
가 충분히 크지 않은 경우 사회적 순현재가치가 0을 하회하므로 지급보
증을 제공하지 않음으로서 자금조달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즉, 최적의 지급보증 정책을  라고 하면 이는 다음과 같다.
32 단,        인 경우 지급보증 여부와 상관없이 효용의 크기는 같다.
33 가정 4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정성적 결론에 변화가 없으나 수학적으로 더 많은 구간을
나누어 구간별로 결과를 달리 표현해야 하므로 복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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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FC-0)가 충족되는 경우,     ;
(FC-0)가 충족되지 않는 경우,         
≥  이면
   이고          
   이면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선의의 계획자가 존재하지 않는, 보다 현실적인
상황에서 투자자, 공기업, 정부·여당이 어떠한 선택을 하는지 분석하고
자 한다.

4. 공기업의 1차적 도덕적 해이
먼저 (대표)투자자의 투자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자.
주어진 이자율(gross interest rate)  과 주어진 성공확률  하에서 투자자
는 투자에 따른 기대수익        이 투자비용인    보
다 클 때 투자에 참여한다(효용함수 (4) 참조). 따라서 공기업이 투자자
에게 약속해야할 최저 이자율은 다음과 같다.




(12)    ≡  ;    ,   
     


지급보증이 존재하는 경우(    ) 투자자는 무위험 이자율(    )만 주
어져도 투자에 참여한다. 반면 지급보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 투
자자는 프로젝트가 실패할 경우에 대한 위험 프리미엄을 가산한 이자율
인    을 요구한다. 일반적으로  는 무위험이자율    보다 높
다. 이를 통해 지급보증이 폐지되면 공기업의 자금조달비용이 높아진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제 공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자. 공
기업은 자금조달 이전에 전략적 의사결정을 통해 성공확률  를 결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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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먼저 지급보증이 존재하는 경우(    ) 이자율은 무위험이자율인 
과 동일하므로 공기업의 효용함수 (4)는 다음과 같이 단순화된다.

                    



상기 효용함수를 극대화하는 최적의 성공확률은 다음과 같다.
         


(13)    ≡ 

상기의 성공확률    는 동일한 프로젝트  하에서 사회후생을 극대
화하는 최선의 성공확률인    보다 낮다(식 (8) 참조). 공기업은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 충분히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만약 지급보증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 이자율은    이므로
공기엄의 효용함수 (4)는 다음과 같이 단순화 된다.

 

                


 


따라서 상기 효용함수를 극대화하는 최적의 성공확률은 다음과 같다.
  


(14)    ≡ 

상기의 성공확률    는 동일한 프로젝트  하에서의 사회후생 극대
화 확률인    와 동일하다(식 (8) 참조). 즉, 적어도 주어진 프로젝트가
동일하다면 선의의 계획자가 선택하는 성공확률과 공기업이 선택하는 성
공확률이 동일하므로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는 발생하지 않는다.

제2장 공기업 부채에 대한 정부 지급보증의 이중 도덕적 해이 문제

55

공기업의 성공확률 선택에 대한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지급보증이
도덕적 해이(            )를 초래하는 채널은 크게 두 가지임
을 알 수 있다. 첫째, 지급보증 하에서는 기본급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지급보증이 있는 경우 프로젝트가 실패하더라도 공기업 임직원은 실직하
지 않고 기본급(+통상적인 성과급)을 얻는 반면 지급보증이 없는 경우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공기업 임직원이 실직의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따
라서 실직을 피하기 위해 공기업 임직원이 성공확률을 높이는 노력을 할
유인이 발생한다. 만약 프로젝트 실패시 정부가 공기업은 구제하더라도
때 공기업 임직원은 일정수준의 책임을 부담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면,
즉 위기시  를 낮출 수 있다면, 도덕적 해이의 정도는 완화될 것이다.
(그러나 베이스라인 모형에 이어지는 추가적인 분석에서는 임직원에 책
임을 분담시키더라도 도덕적 해이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음을 밝히고
있다.)
둘째, 지급보증 하에서는 자금조달비용 절감의 유인이 없기 때문이다.
지급보증이 있는 경우 이자비용은 공기업 임직원의 노력수준과 상관없이
무위험비용인    로 고정되어 있다. 따라서 노력을 더해도 이자비용
을 낮출 수는 없다. 반면 지급보증이 없는 경우 이자비용은    이
므로 공기업 임직원이 노력을 더하는 만큼 이자비용을 낮출 수 있다. 따
라서 그만큼 공기업이 성공확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유인이 강화된다.
이러한 저금리 조달 효과의 크기는 공기업의 자본구조에 좌우된다. 공기
업이 순자산과 내부 유보금이 충분히 많아 특수채를 전혀 발행하지 않고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는 경우(    ), 부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자
비용이 없고 따라서 저금리 조달 효과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본
급 보장 효과가 없다면(    ) 지급보증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공기업
은 동일한 수준으로 노력하게 된다. 그러나 자체조달비중이 낮을수록( 
가 낮을수록) 특수채 발행을 통해 외부에서 조달해야 하는 부채가 많으
므로 이자비용 절감이 더 중요해진다.
아래의 가정 5는 이후의 논의를 유의미하고 흥미롭게 만들기 위해 사
용하기로 한다. 이는 지급보증이 있는 경우의 성공확률    가 모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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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적 이익  에 대하여 0보다 같거나 크다는 가정이다. 적어도 정치적 이
익  가 충분히 낮은 일부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지급보증이 있더라도 성
공확률이 0보다 큰 경우를 상정하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본 가정을
사용하였다.
가정 5:       
상기의 두 가정과 상기의 논의를 종합하면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에 관
한 아래의 명제를 얻게 된다.
명제 1: 정부·여당으로부터 프로젝트  가 공기업에 주어져 있다고 하
자. (1) 공기업에 대한 지급보증은 아래와 같이 공기업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한다.
          

(2) 지급보증으로 인한 공기업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의 크기는 기본급
(통상적 성과급 포함)  가 높을수록, 자체조달비중  가 낮을수록 더 커
진다.
중명: 본문의 논의내용으로 대체 ■

5. 정부·여당의 도덕적 해이
지금까지 정부·여당의 선택을 주어진 것으로 한 상태에서 공기업의 성
공확률 선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분석하였다. 이제 정부·여당의 프로
젝트 선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분석하기로 한다.
정부·여당은 정치적 이익  를 극대화하는 프로젝트를 선택하기 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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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정치적 이익을 너무 중시하면 재무적 수익성이 감소하므로
공기업이나 투자자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렵다. 투자자는 항상 손익분
기점이 일치되도록 하는 이자율 하에서 자금조달에 참여를 하지만(식 (9)
참조), 공기업은  가 과도하게 높을 경우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
서 공기업의 참여조건을 살펴보기 위해 공기업의 효용함수를 고려할 필
요가 있다.
먼저    는 지급보증이 존재할 때 공기업이 최적 성공확률    를
선택한 상황에서 얻게 되는 효용이라고 하자. 또한    는 지급보증이
존재하지 않을 때 공기업이 최적 성공확률    를 선택한 상황에서 얻
게 되는 효용이라고 하자. (이러한 효용 계산 시 대체효용 
 는 고려하지
않았다. 이는 향후 이러한 효용과 대체효용 
 를 비교하기 위함이다.) 따
라서    와    는 다음과 같이 도출된다(식 (4), (13), (14) 참조).
          

(15)         

  

(16)       


공기업의 효용은 지급보증의 존재여부를 떠나서 항상 정부·여당의 정
치적 이익  가 증가할수록 감소한다. 이는    와    를 각각  로 미
분한 결과인 아래의 식 (17)과 (18)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34


         



  

(17)        ′        


(18)        ′        



34 식 (16)와 (17)은 가정 1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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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공기업의 효용이 정치적 이익에 따라 감소하는 이유는 무엇
일까? 정부·여당이 정치적 이익을 바라고 프로젝트를 공기업에 할당하면
사업성이 낮아진다(즉, ′     ). 따라서 성공보수(      )가 감소하
므로 공기업의 효용도 감소한다.35
따라서 정부·여당은 프로젝트를 선택함에 있어 일종의 상충관계
(trade-off)에 직면한다. 정치적 이익을 높이기 원하지만 그렇게 할 경우 사
업성이 떨어져서 공기업의 적극적인 노력을 이끌어내기 어렵고 따라서 공
기업의 효용이 떨어져서 궁극적으로 공기업이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
결국 정부·여당은 아래와 같은 공기업의 참여조건을 충족시키면서 정
치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프로젝트를 선택한다.
    ≥ 
 ,    
 은 지급보증이 존재할 때(    ) 정부·여당이 선택하는 프로젝트의

정치적 이익의 크기라고 하자. 또한  는 지급보증이 존재하지 않을 때
(    ) 정부·여당이 선택하는 프로젝트의 정치적 이익의 크기라고 하자.
 과  는 각각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정치적 이익  의 크기이다([그

림 2-9] 참조).

35 일부 독자는 성공보수가 감소하면 공기업 임직원의 효용이 직접적으로 감소할 뿐 아니
라, 공기업 임직원의 근로유인이 약화되기 때문에 성공확률이 낮아져서 효용이 간접적
으로도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성공확률을 통한 간접적 효과

는 존재하지 않는다. 보다 낮은  가 주어지면 그 상황에서는 성공확률을 낮추는 것이
(직접적 효과로 인한) 효용감소폭을 줄이는 최선책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기
술적으로는 봉투정리(envelope theorem)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봉투정리에 따르면 다
음과 같은 결과를 얻는다.

 

 
            



 
여기서 첫 번째 항은 성공수익 감소로 인한 효용의 직접적 감소 효과이며 두 번째 항은
성공확률 감소를 통한 효용의 간접적 감소 효과이다. 그런데 이 두 번째 항은  가

    를 극대화하기 때문에 0이다. 따라서 직접적 효과만 남는다.

제2장 공기업 부채에 대한 정부 지급보증의 이중 도덕적 해이 문제

59

(19)     

(20)     


[그림 2-9] 정부·여당의 프로젝트 선택

주: 가정 1에 따라 y(b)는 y-b임.

 과  의 상대적 크기를 비교한 결과, 정부·여당은 지급보증 존재 시

정치적 이익이 보다 큰 프로젝트를 공기업에 할당함을 알 수 있다(즉,
   ).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지급보증이 없는 경우에 비해 주어진

프로젝트 하에서(즉,  가 주어진 상태에서) 공기업 임직원의 효용이 더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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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지급보증이 제공되면 공기업은 보다 낮은 비용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
게 되어 프로젝트 성공 시 더 높은 성공수익을 얻고, 프로젝트가 실패해
도 기본급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지급보증이 있으면 정부·여
당이 공기업 임직원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쉬워지고 따라서 앞서 설명한
정치적 이익과 공기업 임직원의 참여 간 상충관계가 완화된다. 결과적으
로 정부·여당은 정치적 이익이 보다 높은 프로젝트를 공기업에 할당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상기의 논의는 지급보증이 없을 때에도 자금조달이 가능하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다. 지급보증이 없을 때 공기업의 효용은
균형에서    이고, 이는 정치적 이익  가 클수록 작아지므로 공기업이
얻을 수 있는 효용의 상한은    이다. 따라서 아래의 조건은 공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내면서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다.

(FC-0) 
≤        


(FC-0)는 선의의 계획자의 자금조달 조건과도 동일하다. 최선의 프로
젝트(    )의 재무적 순현재가치인      
 가 양수라는 조건과 정
확하게 일치한다.
아래의 명제 2는 이상의 논의내용을 요약하고 있다.
명제 2: (1) (FC-0)이 성립하는 경우, 정부·여당은 지급보증이 존재하면
존재하지 않을 때에 비해 정치적 이익이 더 높은 프로젝트를 선택한다.
즉,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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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C-0)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지급보증이 존재하지 않으면 자금조
달이 불가능하므로 정부·여당은 어떤 프로젝트도 선택할 수 없다. 반면
지급보증이 존재하면 자금조달이 가능하고 이 때 정부·여당은 프로젝트
   을 선택한다.

증명: (1) 먼저  의 존재를 증명하기로 한다. (FC-0)에 따라    ≥ 

이다.

또한

       
 이고

    는

의

순감소함수이므로

    
 을 만족시키는    가 구간     내에 유일하게 존재한다.




두 번째로  의 존재를 증명하기로 한다.        이므로 (FC-0)
에 따라     
 이다. 또한 가정 2에 따라               
 
 이고     는  의 순감소함수이므로      
 를 만족시키는
   이 구간            내에 유일하게 존재한다.

세 번째로  이  보다 크다는 것을 증명하기로 한다. 먼저 가정 3에 따
라    이므로        임을 보일 수 있다. 또한    와    는
모든  ∊           에 대하여 순감소함수임이 명백하다. 모순에
도달하기 위해  ≤  라고 하자. 따라서        ≥     

이다. 이는     
 라는 사실과 모순이다.
(2) (FC-0)이 성립하지 않으면 지급보증이 없을 때 공기업의 참여조건
은 정치적 이익  의 크기에 상관없이 항상 충족되지 아니하므로 자금조
달이 불가능하며 따라서 프로젝트의 선택도 불가능하다. 반면 지급보증
이 있는 경우 가정 4에 따라 공기업의 효용은 아래와 같이 
 보다 크므로
자금조달이 가능하며 따라서 정부·여당은    을 선택한다.

     max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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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제 2는 본 연구의 핵심결과 중 하나이다. 정부·여당은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프로젝트를 공기업에 할당할 수
있다. 공기업의 참여조건은 정부·여당이 정치적 이익만을 과도하게 추구
하지 못하도록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지급보증이 존재하면 공기
업 임직원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보조금을 제공하는 셈이므로 공기업의
참여조건이 약화되고, 따라서 정부·여당의 도덕적 해이가 심화된다.

6. 공기업의 2차적 도덕적 해이
지금까지 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이 어떻게 공기업의 도덕적 해
이와 정부·여당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는지 분석하였다. 그런데 이 두 도
덕적 해이는 서로 관련되어 있다. 이하의 내용에서는 정부·여당의 도덕적
해이가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어떻게 가중시키는지 분석하기로 한다.
지급보증이 존재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주어진 프로젝트 하에
서 공기업 임직원이 선택하는 성공확률    와    를 다시 한 번 고
려하자(식 (13), (14) 참조). 이들 성공확률은 모두 정치적 이익  의 감소
함수이다. 정치적 이익이 증가할수록 가정 1에 따라 프로젝트의 수익성
  가 감소한다. 따라서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더라도 공기업 임직원이

얻을 수 있는 성공수익이 낮으므로 사전에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
노력할 유인이 줄어드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사항은 아래의 명제에 요약
되어 있다.
명제 3:    와    는 모두  의 순감소함수이다.
증명: 상기 논의내용으로 대체 ■
이제 명제 1, 2, 3을 결합하면 정부·여당의 도덕적 해이가 어떻게 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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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도덕적 해이를 가중시키는지 알 수 있다. 원래 지급보증이 없었으
나 지급보증이 새로이 제공되었다고 하자. 만약 정부·여당의 프로젝트 선
택에 변화가 없다면 공기업은 1차적인 도덕적 해이를 일으킨다. 지급보
증으로 인해 자금조달비용이 낮아지면서 성공수익이 높아지고 실패 시에
도 기본급을 보장받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급보증이 제공되면 정부는 정
치적 이익이 보다 높고 수익성은 보다 낮은 프로젝트를 공기업에 할당할
수 있게 된다. 지급보증은 공기업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보조금으로서
역할하기 때문에 공기업은 수익성이 보다 낮은 프로젝트도 기꺼이 추진
할 용의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의 이 같은 도덕적 해이는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가중시켜 2차 도덕적 해이를 초래한다. 수익성이 보다 나
쁜 프로젝트가 할당되면 공기업의 성공수익이 감소하면서 사전에 프로젝
트를 성공시킬 유인이 한층 더 줄어들기 때문이다.
아래의 따름명제 1은 상기의 논의를 요약하고 있다.
따름명제 1: 지급보증은 아래와 같이 정부·여당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
하여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가중시킨다.
        공 기 업 의 차     공 기 업 의 차   
도덕적 해이

도덕적 해이

7. 지급보증의 사회후생 효과와 바람직한 정책방향
상기의 내용에서는 지급보증이 공기업과 정부·여당의 도덕적 해이를
어떻게 발생시키는지, 또한 정부·여당의 도덕적 해이가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어떻게 가중시키는지 분석하였다. 물론 이러한 분석을 통해 지급
보증이 사회후생에 미치는 효과를 간접적으로나마 파악할 수 있으나 이
하의 내용에서는 사회후생 효과를 보다 명시적으로 분석하고 정책적 시
사점을 도출하기로 한다.
먼저 지급보증 여부와 상관없이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조달이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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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를 고려하자. 즉, (FC-0)가 성립하는 경우이다.
정부·여당, 야당, 일반국민, 공기업, 투자자, 미래 세대 등 모든 경제주
체의 효용을 분석하면(식 (1)~(6) 참조) 미래 세대를 제외한 모든 경제주
체의 효용의 합은 지급보증의 존재여부와 무관하게 항상 사회적 편익(또
는 비용)  와 동일함을 알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먼저 정부·여당
과 야당의 효용을 살펴보자. 이들은 제로섬 게임을 하기 때문에 두 경제
주체의 효용의 합은 항상 0이다. 다음으로 일반국민은 정부·여당이 공기
업에 할당하여 추진케 한 프로젝트를 통해 사회적 편익(또는 비용)  를
얻는다. 한편 공기업의 효용은 항상 대체효용과 같은데 이는 만약 효용
이 대체효용보다 높을 경우 정부·여당이 정치적 이익이 보다 큰 프로젝
트를 할당함으로써 공기업의 효용을 낮추기 때문이다. 결국 대체효용을
차감한 공기업의 순효용은 0이다. 또한 투자자의 효용도 경쟁적 자본시
장 하에서 0이 된다.
그런데 미래 세대의 효용은 지급보증의 존재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먼
저 지급보증이 존재한다고 하자. 이 경우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투자자에
게 지급해야할 원리금    와 공기업 임직원에게 지급해야할 기본급
(통상적 성과급 포함)  를 미래 세대(또는 미래정부)가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미래 세대의 효용은 다음과 같다.
           

반면 지급보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투자자는
원리금을, 공기업 임직원은 기본급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 투자자는 프
로젝트가 실패할 경우 원리금을 상실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투자
단계에서 높은 이자율을 요구하고 그에 따른 부담은 공기업에 전가된다.
또한 프로젝트 실패 시 공기업 임직원들은 기본급을 상실하므로 그에 따
른 부담도 추가된다. 이와 같이 지급보증이 있는 경우에 비해 공기업의
부담이 크므로 공기업이 균형에서 얻는 효용은 지급보증이 없을 때 더 낮
아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지급보증이 없어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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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부담이 높아졌으므로 그 부담을 낮추어주기 위해 정부·여당이 그
만큼 정치적 이익은 적고 수익성은 높은 프로젝트를 할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이 공기업에 이전되면서 미래 세대의 효용
은 0이 되지만 공기업의 (대체효용을 감안한) 순효용 역시 여전히 0이다.
이상의 결과는 지급보증의 사회후생 효과 분석 측면에서 유용하게 활
용될 수 있다. 본 모형은 정부·여당, 공기업, 투자자 등 6개의 서로 다른
경제주체의 효용과 선택을 분석하고 있어 일면 사회후생 분석이 어렵고
복잡해 보인다. 그러나 이상의 논의결과 균형에서 이 모든 경제주체의
효용을 더한 사회후생은 일반국민이 얻는 사회적 편익(또는 비용)  에서
미래 세대가 부담하는 비용을 차감한 것으로 단순화된다. 따라서 양자의
절대적 크기를 단순하게 비교함으로써 지급보증이 사회후생에 미치는 효
과를 쉽게 분석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에서는 지급보증이 없더라도 자금조달이 가능한 경우를 고
려하였다. 그러나 공기업 임직원의 대체효용이 충분히 높아서 (FC-0)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지급보증이 없으면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조달이 이
루어질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사회후생은 당연히 0이 된다. 반면 지급보
증이 있으면 자금조달이 이루어지므로 사회후생은 전술한 바와 같이 사
회적 편익(또는 비용)에서 미래 세대의 부담을 차감한 값이 된다.
이상의 논의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의 명제 4를 얻게 된다.
명제 4: (1) 지급보증이 있는 경우 자금조달이 이루어지며 사회후생은
다음과 같다.
            

(2) 지급보증이 없는 경우, (FC-0)이 성립하면 자금조달이 이루어지며
사회후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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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FC-0)이 성립하지 않으면 자금조달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사회
후생은 0이다.
증명: 상기 논의내용으로 대체 ■
명제 4는 즉각적이고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논의에 앞서
먼저 어떤 프로젝트 군(群)  가 있다고 하자. 이 군에 포함된 프로젝
트들은 정부·여당의 정치적 이익  의 크기에 따라 서로 다르지만 공통적
으로 사회적 편익  를 발생시킨다.36 이러한 프로젝트 군 하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지급보증이 없어도 자금조달이 가능한 경우(즉, (FC-0)가 성립),
지급보증을 폐지하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바람직하다(<표 2-7> 참조).
이는 지급보증이 없을 때 공기업과 정부·여당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경
감되면서 미래 세대에 비용을 전가하지 않더라도 동일한 사회적 편익(또
는 비용)을 창출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혹자는 지급보증이 폐지되면 자
금조달비용이 상승하면서 국가경제에 부담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본 모형 경제에서 이는 사실이 아니다. 자금조달비용의 상승은 공기업과
투자자 간 성공수익의 단순이전에만 영향을 줄 뿐 그 자체만으로는 사회
후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오히려 공기업의 자금조달비용이 상승하
기 때문에 정부·여당이 정치적 이익은 낮고 수익성은 높은 보다 바람직
한 프로젝트를 공기업에 할당하므로 사회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인 결과가
발생한다.
둘째, 지급보증이 없으면 자금조달이 불가능한 경우(즉, (FC-0)이 성립
하지 않음), 사회적 편익(또는 비용)  의 크기에 따라 지급보증이 바람직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표 2-7> 참조).37 사회적 편익이 0
36 또는

     인데  가  의 감소함수라고 가정해도 이하의 논의에서 정성적인 결론

에 차이가 없다.
37 사회적 편익

 가 0이라고 하자. (FC-0)는 최선의 선택(first-best)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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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크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미래 세대에 전가되는 비용인
           을 초과할 정도로 충분히 큰 경우에야 비로소 지

급보증을 제공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 이 경우 사회적 가치가
매우 높지만 자본시장에서 자금조달을 할 수 없는 프로젝트 군을 지급보
증을 통해 추진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이다. 물론 사회적 편익이 설령 0
보다 크다고 하더라도 미래 세대의 비용보다 낮으면 동 프로젝트 군은
사회 전체적인 관점에서 추진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2-7>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지급보증 정책
(FC-0)이 성립

(FC-0)이 불성립

 ≥           

  

  

 ≤            

  

  

주) 재무적 순현재가치란       
 를 나타내고 사회적 순현재가치란 재무적 순현재가치
에 사회적 편익  를 더한 값을 나타냄.


상기의 두 시사점을 종합하면 지급보증에 대한 다음과 같은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따름정리 2: 지급보증에 대한 바람직한 정책방향
(1) 일반적인 경우 공기업에 지급보증을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2) 예외적으로 아래의 두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즉 고려대상인
프로젝트 군의 ‘(a) 수익성이 낮아서 지급보증이 없이는 자금조달이 불가
능’하지만, ‘(b) 사회적 편익이 매우 커서 지급보증에 따른 미래 세대의
부담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하에서의 사회후생이 0과 같거나 크다는 조건과 동일하다. 즉, 사회적 편익이 0일 때, 지
급보증이 없으면 자금조달이 안 되는 프로젝트 군은 추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자
금조달이 되는 프로젝트 군은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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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b)  ≥           

8. 임직원의 책임부담 비율을 높일 경우 도덕적 해이를 근
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가?
일부 독자는 지급보증이 제공되더라도 프로젝트 실패 시 공기업 임직
원이 충분히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면 도덕적 해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
다고 예상할 것이다. 즉, 유사시 공기업이라는 법인은 구제하되 그 임직
원은 처벌하는 경우(=“save the firm, punish the people”), 임직원의 도덕
적 해이가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프로젝트가 실패한 경우 지급보증이 존재할 때 미래 세대의 부담은 투
자자에 대한 원리금 상환 부담과 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기본급(통상적 상
여금 포함) 지급 부담이 있다. 이중 투자자에 대한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공
기업 임직원에게 부담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반면 기본급은
사전에 마련된 고용계약을 통해 유사시 삭감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극단적으로 프로젝트가 실패한 경우 공기업 임직원의 기본급  를 전
액 삭감하기로 (사전에 고용계약을 통해) 합의했다고 하자. 식 (12)에 따
르면 공기업 임직원의 1차적인 도덕적 해이는 다음과 같이 경감된다. 프
로젝트 실패 시 (기본급 삭감 조항이 없는 경우에 비해) 보다 많은 책임
을 져야하기 때문에 사전에 성공확률을 높일 유인이 보다 커지는 것이다.
       
         
                



또한 식 (19)과 (20), 가정 3에 따르면 정부·여당의 도덕적 해이도 경감
됨을 알 수 있다. 지급보증이 있을 때의 공기업 임직원의 효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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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본급  가 감소하면 줄어든다. 따라서 공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려워졌으므로 정부·여당은 정치적 이익이 보다 낮고 수익성은 보다 높
은 프로젝트를 공기업에 할당함으로써 공기업의 참여를 이끌고자 한다.
반면 지급보증이 없는 경우 기본급이 애당초 공기업 임직원의 효용에 영
향을 주지 않았으므로 정부·여당의 프로젝트 선택에도 변화가 없다. 결과
적으로 공기업 법인에 지급보증을 제공하되 임직원은 기본급을 모두 반
납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부과할 경우 정부·여당의 도덕적 해이의 강도
(    )는 줄어든다.
그러나 공기업 임직원에게 책임 분담을 요구하더라도 지급보증의 도덕
적 해이 문제를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다. 공기업의 1차적 도덕적 해이는
그 정도는 감소하나 아래와 같이 여전히 존재한다.
         

             



또한 정부·여당의 도덕적 해이 역시 그 정도는 감소하나 여전히 존재
한다. 기본급  가 0으로 줄어들어도 공기업 임직원의 효용    는 지급
보증이 없는 경우의 효용인    보다 크기 때문이다.
공기업과 정부·여당의 도덕적 해이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이유는 부
채를 통한 자금조달 비용과 지급보증의 관계 때문이다. 먼저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해소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자. 지급보증이 없는 경우
공기업

임직원이

성공확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수록

조달비용

   는 절감된다. 반면 지급보증이 있는 경우 조달비용    는

성공확률과 상관없이 고정되어 있어, 조달비용 절감 유인이 존재하지 않
는다. 두 번째로 정부·여당의 도덕적 해이가 해소되지 않는 이유를 살펴
보자. 지급보증이 제공되면 투자자들은 안전하게 느끼기 때문에 낮은 자
금조달비용에도 투자에 참여하고 따라서 공기업의 자금조달부담이 경감
된다. 따라서 정부는 지급보증이 없는 경우에 비해 정치적 이익이 보다
높은 프로젝트를 공기업에 할당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급보증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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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의 도덕적 해이를 통해 공기업 임직원의 2차적인 도덕적 해이를 초
래한다는 정성적인 결과도 여전히 성립한다.
공기업 임직원에게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경우는 공기업이 해당 프로젝트 투자금 전액을 자기자본으로 조
달했을 때이다. 그러나 이 경우는 애당초 부채를 일으키지 않았으므로
지급보증 자체가 의미가 없다.
한편 지금까지는 공기업 임직원이 사업 실패에 대해 유한책임을 지는
경우를 고려하였다. 사업이 실패한다고 해서 임직원이 채권의 원리금 지
급 의무까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채권거래의 당사자는 투자자와 법인으로서의 공기업이며 공기
업 임직원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원리금 지급 의무를 강제하기 어
려울 것이다. 비록 채권단이 공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배상금액에 제한이 있을 것이고, 제한
이 없더라도 임직원의 부(wealth)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제약을
직면할 경우 원리금 전액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론적 비교를 위해 공기업이 실패할 경우 임직원
의 기본급을 전액 삭감할 뿐 아니라 채권 원리금 전액(=   )을 지급
하도록 강제할 경우 지급보증이 존재하더라도 존재하지 않은 경우와 동
일한 성공확률과 프로젝트(  )가 선택된다.
따름정리 3: (1) 공기업 법인에 대해서는 지급보증을 제공하지만 프로
젝트 실패 시 임직원에 대해서는 기본급을 전액 삭감(    )하는 경우,
공기업과 정부·여당의 도덕적 해이는 경감되나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는
다. (2) 프로젝트 실패 시 임직원의 기본급을 전액 삭감하고 추가적으로
원리금 전액 지급 의무를 강제할 경우(      ), 공기업과 정부·여
당의 선택은 지급보증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하다.
증명: (1) 공기업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는 상기 논의내용으로
증명을 대체한다. 정부·여당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 증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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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식 (14)와 (15)에 따르면 아래의 관계가 성립된다는 것은 자명하다.
                   

지급보증이 없는 경우의 정부·여당의 선택    는     
 를 만족
하며 지급보증이 있고 기본급 삭감조건이 있는 경우의 선택      은
        
 를 만족하며 지급보증이 있고 기본급 삭감조건이 없는

경우의 선택      는        
 를 만족한다.   와   은  의
순감소함수이므로 다음의 관계가 성립된다.
            

(2) 실패 시의 보상수준  를     로 설정할 경우 식 (13)과 (14)는
       임을 보여주고, 식 (15)와 (16)은          임을 보여준

다. 이로써 증명이 완료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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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확장모형(extensions)

상기의 베이스라인 모형에서는 본 연구에서 가장 관심이 갖는 상황에
한정하여 지급보증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현실경제는 베
이스라인 모형에서 가정한 상황과 다를 수도 있다. 이하의 내용에서는
베이스라인 모형을 다양한 측면으로 확장하여 다른 상황에서도 분석결과
가 유지되는지 검증하기로 한다.
결론적으로 아래의 모든 상황에서 지급보증에 대한 바람직한 정책방향
은 따름정리 2에서 요약한 내용과 정성적으로 다르지 않다. 즉, 일반적으
로는 지급보증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재무적 수익성은 낮지만 공
공성이 충분히 높은 예외적인 프로젝트 군에 대해서는 지급보증을 제공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수익사업부와 공익사업부의 교차보조(cross subsidization)
베이스라인 모형에서는 공기업이 하나의 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을 고려
했으나 현실에서 공기업은 서로 다른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이러한
사업 중에는 정책적으로 중요하지만 수익성이 낮은 사업도 있고 반대로
정책성은 낮으나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사업도 있다. 이하의 내용에
서는 편의상 전자를 정책사업, 후자를 수익사업으로 명명한다.
공기업이 정책사업과 수익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수익사업에서 발
생한 이익으로 정책사업에서 발행한 손실을 보전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
컨대 한국철도공사는 무궁화호와 KTX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무궁화호는
낮은 비용에 전국 대부분의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다. 따라
서 국민에 보편적인 이동 편의를 제공하기는 하지만 원가 대비 운임이 낮
아 만성적인 적자를 기록하는 사업이다. 반면 KTX는 원가 대비 운임이
높아 흑자를 거두는 사업이다. 수익사업과 정책사업 간 교차보조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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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상황에서 공기업에 대한 지급보증을 폐지할 경우 정부의 재정 부담
이 늘어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민영화에 따른 사회 전체의 편익이 정책사업부에 대한 재정투
입 비용보다 크다는 반론도 있다. 많은 경우 공기업의 수익사업은 독과
점 시장에서 영위된다. 그런데 수익사업부를 민영화하여 시장경쟁에 노
출시키면 비록 공기업의 수익이 감소하여 그 감소분만큼 재정이 투입되
어야 할 것이나 소비자의 편익은 그 보다 더 큰 크기로 증가할 것이다.
즉, 사회 전체의 이익(=소비자의 편익 증가분 - 공기업의 수익 감소분 =
소비자의 편익 증가분 - 재정 투입 비용)은 민영화로 인해 증가한다는 반
론이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 민영화는 선택 가능한 대안이 아닐 수도 있으므로
이하의 내용에서는 사업부 간 교차보조 하에서의 지급보증의 경제적 효
과를 분석하기로 한다. 먼저 논의를 단순화하기 위해 공기업 임직원의
대체효용은 0이라고 가정한다. 본 모형에서 공기업은 정책사업부와 수익
사업부 등 두 개의 사업부를 운영한다. 수익사업부에 대한 모형은 베이
스라인 모형과 같다.  와   는 각각 공기업 임직원이 선택하는 수익사
업부의 성공확률과 성공수익이며    는 수익사업부의 부채자금조달
규모이다. 분석의 편의를 위해 정책사업부에 대한 모형은 다음과 같이
단순화한다. 정책사업부는 항상(확률 1) 손실  을 발생시키며 공기업 임
직원이나 정부·여당은 정책사업부에 대해서는 특별한 선택을 하지 않는
다. 수익사업부의 순수익(=수익사업부 임직원의 효용)을       라고
하자. 이 순수익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따라서 공기업 임직원의 참여조건은 다음과 같이 바뀐다.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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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정책사업부의 결손  이 일종의 대체효용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가정 1을 “    ”로 바꾸어야 한다.)
교차보조의 맥락에 부합하도록 모형을 만들기 위해 다음의 가정을 사
용한다. 수익사업부에 대한 지급보증이 제공되는 경우, 정부·여당이 프로
젝트 할당을 통해 개입하지 않을 때 수익사업부의 순수익은 아래와 같이
정책사업부의 손실  을 보전하고도 남는다고 가정한다.
             

반면 수익사업부에 대한 지급보증이 폐지되면 공기업의 자금조달비용
이 상승하고 기본급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순수익은 감소하게 된다. 정부·
여당이 프로젝트 할당을 통해 개입하지 않을 때 수익사업부의 순수익은
아래와 같이 정책사업부의 손실을 보전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모형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지급보증이 있는 경우
   일 때 수익사업부의 순수익은 정책사업부의 손실을 상회하므로 정

부·여당이 정치적 이익을 추구할 여지가 생긴다. 즉, 정부·여당은 수익사
업부의 순수익이 정책사업부의 손실과 같아질 때까지 정치적 이익을 늘
리고자 하며 그러한 프로젝트 ′ 을 선택한다(  는  의 감소함수이며 아래
식을 참조하기 바란다). 즉, 정부·여당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
  ′         

반면 지급보증이 없는 경우 수익사업부의 순수익(    일 때)은 정책
사업부의 손실을 보전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므로 정부·여당은 정치적 이
익을 추구할 수 없다. 이 경우 손실을 보전하고 부족한 부분은 정부가 재
정을 통해 지원해야 할 것이다. (즉, 본 연구는 정책사업부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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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종적인 지급보증 및 결손보전의 주체임을 전제하고 있다.) 결과
적으로 지급보증을 폐지하면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해소될 뿐 아니라
정부·여당의 도덕적 해이도 발생하지 않는다. 더욱이 미래 세대의 부담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회후생이 향상된다.38 비록 정부가 공기업에 재정을
투입해야 하나 이러한 재정지원액은 정부에서 공기업을 통해 궁극적으로
는 일반국민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사회후생의 총액에 변화를 주지 않
는 요소이다. 따라서 지급보증은 일반적으로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는 결론에 변화가 없다.

2. 요금규제
공기업의 재무적 건전성이 취약할 경우 그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
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정부의 정책사업 할당, 둘째 공기업의 방
만한 경영, 셋째 정부의 요금규제이다. 이 중 앞의 두 원인은 본 연구의
주안점이었으나 요금규제는 고려되지 않았다. 이하의 내용에서는 확장모
형의 일환으로 요금규제가 존재할 때 지급보증이 도덕적 해이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사회 전체적으로 바람직한 지급보증 정책을 모색한다.
세 가지 요인을 하나의 모형에서 모두 고려하면 분석이 매우 복잡해지므
로 이하의 내용에서는 정책사업 할당 부분은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정
부의 주된 역할이 정책사업 할당과 요금규제에 있다고 한다면 본 연구의
베이스라인 모형은 이 중 정책사업 할당과 공기업의 방만 경영에 지급보
증이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것이고 아래의 모형은 요금규제와 공기업의
방만 경영에 지급보증이 미치는 효과를 연구한 것이다.
요금규제를 고려하기 위해 베이스라인 모형을 다음과 같이 변형하기로
한다. 먼저 정부는 사업 할당을 하지 않고 요금을 규제한다. 규제 방식은
38 수익사업부에 대한 자금조달 조건(FC-0)이 충족된다는 조건이 필요하나 수익사업부는

수익이 충분히 발생하는 사업부일 것이므로 자금조달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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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대다수의 편익을 위해 요금을 낮추는 것이다. (베이스라인 모형에서
와는 달리)  ≥  를 이러한 요금인하폭이라고 하자. 정부가 요금을 많이
낮출수록 공기업의 수익   는 감소한다.
공기업이 제공하는 공적서비스의 요금을 인하하는 것은 사회 전체적으
로 바람직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전기, 수도, 가스 등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공적서비스의
요금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일면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공적
요금이 원가보다 낮을 경우 공기업의 재무 건전성이 훼손되는 문제도 있
다. 또는 요금규제는 단순히 공기업의 이익이 국민의 이익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사회후생의 크기에는 변화가 없다는 인식도 존재한다.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최적 요금규제를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급보
증이 도덕적 해이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므로 이하의 내용에서
는 요금규제 수준이 사회후생의 크기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정부는 공
기업의 생존(즉, 참여조건)을 보장하는 수준에서 최대한도로 요금을 낮춘
다고 가정한다. 또한 여당과 야당의 의견대립이 관심의 초점이 아니므로
여기서 정부는 여당과 야당을 포괄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고려대상인 경
제주체는 정부, 공기업, 투자자, 일반국민, 미래 세대이다. 정부의 효용은
고려대상이 아니며, 공기업, 투자자, 일반국민, 미래 세대의 효용은 모두
베이스라인 모형에서와 같은 함수형태를 갖는다. 따라서 사회후생 함수
또한 베이스라인 모형과 다르지 않다.
수학적으로 본 모형과 베이스라인 모형에 차이가 없으므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급보증이 있으면 (없는 경우에 비해) 주어진 요금규제 수
준  하에서 공기업의 효용이 보다 크다. 따라서 정부는 지급보증이 없는
경우에 비해 요금을 더 큰 폭으로 인하한다. 그런데 요금이 인하되면 공
기업이 사업 성공 시 얻게 되는 수익이 감소하므로 성공확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유인이 줄어든다. 즉, 지급보증으로 인한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는 정부의 강화된 요금규제로 인해 더욱 악화되는 것이다. 또한 지
급보증이 일반적으로 지양해야할 바라는 정책적 시사점도 그대로 유지된
다. 지급보증이 있으면 사회후생은 사회적 편익  에서 미래 세대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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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차감한 것이나 지급보증이 없으면 사회적 편익만이 사회후생을 구성
하기 때문이다.

3. 정치적 이익이 높을수록 재무적 수익성이 향상되는 경우
베이스라인 모형에서는 정치적 이익  가 높을수록 성공 시의 재무적
수익   가 감소한다고 가정하였다(가정 1 참조). 이하의 내용에서는 강
건성 분석을 위해 그 반대의 상황을 상정하기로 한다. 즉,    는  의 증
가함수라고 가정하자. 추가적으로 수학적인 완결성을 위해  의 상한이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이를  라고 하겠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결론적으로
지급보증은 정부·여당의 도덕적 해이는 초래하지 않으나 공기업의 도덕
적 해이는 여전히 발생시키며 이로 인해 사회후생의 손실이 발생한다.
먼저 벤치마크로서 선의의 계획자가 선택하는 최선(first-best)의 결과를
고려하자. 식 (8)에서        는    가  의 감소함수인 경우에서
의 최선의 성공확률인데, 이는    가  의 증가함수인 경우에도 여전히
최선의 성공확률이다. 식 (9)는 사회후생 함수와 정치적 이익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데 가정의 변화로 인해 그 관계의 방향성이 아래와 같이
바뀌게 된다.





 

              
      ′    




따라서 정치적 이익  가 높을수록 사회후생이 증가한다.
정부·여당은  를 극대화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를 높이는 것은 정부·
여당도 좋고 사회후생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일이 된다. 따라서 정부는
지급보증의 존재여부와 상관없이 항상  의 상한인  를 선택하고, 이는
사회후생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므로 정부·여당의 도덕적 해이는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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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공기업의 선택을 분석하자. 식 (13)과 (14)는 각각 지급보증이 있
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대하여 공기업 임직원이 선택하는 최적(optimal)
성공확률을 나타내고 있다. 이 성공확률들은   가  의 증가함수인 경
우에도 여전히 최적 성공확률이다. 따라서 균형에서의 성공확률은 다음
과 같다.
          
   
            



지급보증이 존재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균형 성공확률이 낮으므로
공기업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된다. 지급보증으로 공기업 임직원
의 자금조달부담이 경감되고 기본급이 보장받기 때문이며, 이는 재무적
수익성과 정치적 이익의 관계와 상관없이 항상 성립한다.
식 (8)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최선의 성공확률은 지급보증이 없는 경우
의 균형 성공확률인     와 같다. 따라서 지급보증은 공기업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일으킴으로써 사회후생의 손실을 초래한다.
한편 지금까지의 논의는 지급보증이 없더라도 자금조달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었다. 그러나 (FC-0)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지급보증을
제공한 경우에만 자금조달이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지급보증에 대한 바람
직한 정책방향은 베이스라인 모형에서와 정성적으로 다르지 않다. 즉, 일
반적으로는 지급보증을 폐지하는 것이 사회후생을 극대화하기 위해 바람
직하나, 지급보증 없이는 자금조달이 안 되지만 사회적 편익이 충분히 큰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4. 자금조달 이후 공기업이 성공확률을 선택하는 경우
베이스라인 모형에서는 공기업의 3대 주요 의사결정인 전략수립, 자금
조달, 전술적 운영 중에서 전략수립, 자금조달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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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따라 전략수립 단계에서 도덕적 해이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분
석하였다. 이하의 내용에서는 공기업의 일상적인 운영에서 도덕적 해이
가 어떻게 발생하며 정부·여당의 도덕적 해이와 어떻게 관련되는지 분석
하기로 한다.
정부·여당이 공기업에 프로젝트를 할당하고 공기업이 동 프로젝트의 추
진전략을 설정한 이후를 고려하자. 그 다음 단계로 공기업은 투자자들로
부터 자금을 조달하려할 것이다. 이 때 투자자들은 자금을 제공한 이후에
공기업 임직원들이 프로젝트를 전술적으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운영할 것
인지 미리 예상하고 그에 따라 상환 가능성을 추정한 후 이를 조달 금리
에 반영시킬 것이다. ′ 을 투자자가 예상하는 성공확률의 추정치라고 하
자. 물론 동 추정치는 일반적으로 실제 성공확률인  와 다를 수도 있다.
(전략적 의사결정에 따른 성공확률  와 구분하기 위해  라는 문자를 사용
하였다.) 그러나 투자자들이 합리적이라면 추정에 체계적인 오류가 있지
않을 것이므로 추정치와 실제 확률이 사후적으로 일치되는 합리적기대균
형(rational expectations equilibrium)을 고려하기로 한다. 지급보증이 없는
경우 ′ 하에서 투자자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최저 이자율(gross rate
of interest)은   ′ 이다. 반면 지급보증이 있는 경우 투자자는 위험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이자율    이 주어지면 투자에 참여한다.
이제 공기업의 전술적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분석하기로 한
다. 베이스라인 모형에서와는 달리 이자율은 공기업의 의사결정 이전에
이미 결정되어 있다. 따라서 공기업의 효용함수는 다음과 같다.



(23)                     ,  ∊   

상기 효용함수를 극대화하는 최적의 성공확률은 다음과 같다.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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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로 지급보증이 없는 경우(    )를 고려하자. 합리적기대균형에
서는 공기업이 선택하는 실제 성공확률(식 (24) 참조)  가 투자자가 예상
하는 추정치 ′ 과 같아야 한다. 이러한 균형 성공확률을  라고 하면 이
는 다음을 만족한다.
          

(25)   


식 (25)를 만족시키는 실수해가 존재하려면 관계식 “   
   ”
가 성립해야 한다. 이하의 내용에서는 수학적 편의성을 위해 정치적 이익의
하한  가 존재하며 “     
   ”가 성립한다고 가정한다. 식 (25)




는 이차방정식이므로 실수해가 두 개 존재하는데 그 중 큰 것을  , 작은
것을  라고 하자. [그림 2-10]은 이 두 실수해 중에서 큰 것만이 안정적
(stable) 합리적기대균형이며 작은 것은 불안정적(unstable) 합리적기대균형임
을 보여주고 있다. 즉, 어떠한 이유로 성공확률이  에서 다소 벗어나 있을
때 투자자와 공기업의 최적 조정이 반복된 결과 궁극적으로 성공확률은 
로 수렴한다. 반면 어떠한 이유로 성공확률이  보다 다소 벗어나 있을 때
최적 조정 결과 성공확률은  에서 점점 더 크게 벗어난다. 실제로 성공확
률의 초기 값이 무엇이든 최적 조정 결과 궁극적으로  로 수렴함을 알 수
있다. 물론 본 모형은 정태적 모형이므로 투자자와 공기업이 동태적인 조정
을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투자자와 공기업이 실제가 아닌 사고실험을 통해
조정을 한 결과가 균형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안
정적인 합리적기대균형에 집중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모형에서의 합리적기
대균형    는 다음과 같다.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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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1에 따라 상기 균형 성공확률은 정치적 이익  의 크기에 상관없
이 항상 1보다 작다.
[그림 2-10] 안정적 합리적기대균형

주: 식 (24)를 만족하는 실수해 중 큰 것은

 ,

작은 것은

 임.

두 번째로 지급보증이 있는 경우(    )를 고려하자. 이 경우 균형 이
자율은  이므로 균형 성공확률  은 다음과 같다.
         

(27)   


가정 1에 따라 상기 균형 성공확률은 정치적 이익  의 크기에 상관없
이 항상 1보다 작다.
지급보증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도출된 균형 성공
확률을 비교하면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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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식 (25)와 (27)을 비교한 결과 관계식 “   ”이 성립하기 위
한 필요충분조건은 다음과 같음을 알 수 있다.

  

(28)         

식 (28)은 지급보증이 반드시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는 것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그 이유는 자금조달비용 절감효과 때문이다. 지급
보증이 없는 경우 조달비용     는 공기업의 성공확률 선택  와는
무관하게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성공확률을 높여서 조달비용을 낮
추려는 유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베이스라인 모형과는 다른 점이다.
전략적 의사결정을 고려하는 베이스라인 모형에서는 자금조달 이전에 성
공확률이 정해지므로 성공확률을 높이면 조달비용을 낮출 수 있었다. 이
조달비용은 지급보증이 있는 경우

   로

낮지만 없는 경우

    로 보다 높다. 따라서 수익    에서 조달비용을 차감한 성공

보수는 지급보증이 있는 경우가 더 크다. 즉, 기본급  가 없다면 공기업
임직원이 성공확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유인은 지급보증이 있을 때 더
욱 높은 것이다. 식 (28)의 우변은 지급보증의 이러한 조달비용 절감효과
를 나타내고 있다.39
그러나 기본급  가 있기 때문에 지급보증 하에서는 공기업 임직원이
노력할 유인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다. 프로젝트가 실패해도 기본급이 보
장되면 실패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할 유인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본급 보장 효과와 조달비용 절감효과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기능한다. 기본급 보장 효과가 상대적으로 클 경우 지급보증은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나 조달비용 절감효과가 더 클 경우 지급보증 하에
39 즉, 전략적 의사결정을 고려한 모형에서 지급보증은 ‘저금리 조달 효과’를 통해 공기업
의 도덕적 해이를 강화하지만, 전술적 의사결정을 고려한 모형에서는 지급보증이 ‘자금
조달비용 절감 효과’를 통해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줄인다. 반면 기본급 보장 효과는
전략적, 전술적 의사결정 모형 모두에서 지급보증이 도덕적 해이를 강화하는 기제로 작
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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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공기업은 오히려 더욱 열심히 일하게 된다.
이제 정부·여당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자. 지급
보증이 없는 경우 공기업 임직원이 주어진 프로젝트 하에서 최적의 성공
확률을 선택하면 임직원의 효용함수는 다음과 같다.
          

(29)       


식 (26)은 정치적 이익  가 증가하면 균형 성공확률    가 감소함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식 (29)는    역시  의 감소함수임을 알 수 있다
(      인 이상           임). 지급보증이 있는 경우의 공
기업의 효용함수는 다음과 같다.
          

(30)         


    또한 정치적 이익  의 감소함수임이 자명하다(      인 이상
        임). 그리고 양대 효용함수의 크기를 비교하면 지급보

증이 있는 경우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지급보증으로 인해
기본급이 보장되고 자금조달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이다. 지급보증 여부와
상관없이 효용함수는 정치적 이익의 감소함수이고 지급보증이 있을 때
효용함수가 더 크므로 결과적으로 정부·여당은 지급보증이 있을 때 더
많은 정치적 이익을 주는 프로젝트를 선택한다(    ). 즉, 정부·여당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
도덕적 해이에 대한 분석결과 베이스라인 모형과는 다소 상이한 결과
가 관측되었다. 먼저 정부·여당의 도덕적 해이는 항상 발생한다. 반면 공
기업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는 기본급  의 크기에 따라 발생할 수도 있
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실패 시 지급되는 기본급  가 충분히 커서
식 (27)이 충족되는 경우 지급보증은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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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경우 정부·여당의 도덕적 해이가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가중시키는 문제가 발생(=>            )하며 이는
베이스라인 모형 분석결과와 동일하다. 반면 기본급  가 충분히 낮아서
식 (28)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지급보증은 공기업 임직원의 근로유인을
고취시키므로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        ).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의 도덕적 해이는 상존하므로 보다 나쁜 프로젝트가
할당되게 되며 이에 따라 공기업 임직원의 고취된 근로유인이 축소되는
효과가 있다(=>        ). 결과적으로 지급보증 하에서의 균형
성공확률    은 지급보증이 없는 경우의 균형 성공확률    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
공기업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에 지급보증이 미치는 효과가 베이스라
인 모형에서와는 다소 달라졌지만 지급보증에 대한 바람직한 정책방향은
변함이 없다(따름정리 2 참조). 먼저 지급보증이 없는 경우 자금조달이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사회후생 함수는  와 같다. 정부/여당의 도덕적 해
이는 상존하므로 정부/여당은 공기업의 효용이 대체효용과 같아질 때 까
지 정치적 이익을 늘린다. 결과적으로 일반국민을 제외한 모든 경제 주
체의 (대체효용 차감후) 효용은 0이 되므로 사회후생은  와 같다. 반면
지급보증이 있는 경우 사회후생 함수는              와
같다. 결과적으로 지급보증을 폐지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바람직하나, 사
회적 편익이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을 초과할 정도로 크지만 재무적 수
익성은 낮아서 지급보증 없이는 자금조달이 안 되는 예외적인 프로젝트
군에 대해서는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공기업 법인
은 지급보증을 통해 구제하는 이상 임직원에 대한 책임분담 조치를 아무
리 강하게 요구하더라도 사회후생 손실을 완전히 해소할 수 없다는 결론
도

그대로

유지된다.

지급보증에

따른

사회후생

손실은

           인데 이는 실패 시 보장되는 기본급  를 낮출수

록 줄어들긴 하나 여전히 양의 값을 갖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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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결론

본 연구는 규모 및 확대 가능성 측면에서 국가경제에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공기업 부채에 대한 정부의 명시적·암묵적 지급보증이
정부와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
을 도출하였다. 그간 은행 부문에 대한 연구에서는 지급보증이 도덕적
해이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논문이 많았으나, 공기업 부문에서는 이러
한 연구가 적었다. 특히 공기업 부문의 특수성이라고 할 수 있는, 정부가
정책사업을 할당하고 그것을 공기업이 운영하는 구조를 명시적으로 고려
하여 지급보증이 정부와 공기업의 이중 도덕적 해이에 미치는 효과를 이
론적으로 규명한 연구는 본 연구가 최초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특
수성으로 인해 지급보증의 도덕적 해이 효과가 방향성 측면에서도 분명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 연구는 이론분석을 통해 그 방향성을 제시한 데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그런데 정부는 공기업의 주인이므로 정부의 지급보증이 일면 당연하다
는 주장이 제기될 수도 있다. 물론 민간인이나 민간회사가 기업의 주인
이라면 주주로서 자체 자금을 가지고 기업의 채무를 책임져야 할 것이나,
정부는 국민의 대리인이므로 납세자의 자금을 가지고 지급보증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정부는 납세자라는 주주를 대리하여 공
기업을 감시·감독하는 이사회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고, 따
라서 지급보증이 이중 도덕적 해이를 통해 전체 국민의 사회후생을 저해
할 경우 이를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여기서 도덕적 해이의 중
요성이 매우 큰데, 만약 도덕적 해이가 전혀 없다면 지급보증은 경제적
이익이 일반국민과 투자자에서 공기업으로 단순히 이전되도록 할 뿐이므
로 국가경제 전체의 사회후생에는 변화가 없다. 그러나 지급보증이 도덕
적 해이를 초래하여 사회적 편익 대비 효율성이 지나치게 낮은 사업이
선택되거나 사업 운영상 방만한 경영이 발생할 경우 이는 경제적 이익의
단순한 이전이 아니라 전체 사회후생의 감소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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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반론으로는 공기업은 전기, 수도, 가스, 철도와 같이 국민에
보편적인 역무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실패하더라도 구제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이다. 이에 관해서는 본 연구진이 현재 추진 중인 후
속 연구에서 보편적 역무가 지속적으로 제공되도록 하면서도 구제금융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 부문에
서는 지급결제 등 보편적 역무 성격이 있는 핵심 금융기능을 유지하면서
도 실패한 은행을 구제금융하지 않는 소위 베일인 체제가 도입되고 있다.
베일인의 핵심은 핵심 금융기능을 운영하는 사업 부문과 그 외 수익 사
업 부문을 분리(firewall)한 후, 핵심 금융기능 사업 부문에는 은행 전체의
실패 여부와 상관없이 안정적인 자금이 제공되도록 하고, 수익 사업 부
문에 문제가 생기면 구제금융 없이 정리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정책사업 추진이라는 공기업의 특수성을 명시적으로 고려한
상황에서 지급보증이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정부와 공기업의 이중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는지 이론적으로 규명하였다. 또한 지급보증에 대한 바람
직한 정책 방향도 도출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 방향을 실제로 제도
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다. 예컨대, 공기업은 현행
법상 파산할 수 있는가? 만약 법 개정을 통해 파산이 가능하다고 해도
앞서 설명한 대로 보편적 역무의 제공을 유지시킬 수 있는가? 지급보증
을 폐지할 경우 공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이 크게 상승할 것인데 이에 대
한 대응책은 무엇인가? 전술한 베일인의 아이디어가 공기업 부문에도 적
용될 수 있는가? 본 연구진이 현재 추진 중인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책 이슈를 점검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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