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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에서는 공공부문 조직의 경영효율화 전략의 한 방안으로서 한국서부발전 사례를 통해 최근 전력산
업의 해외진출 사례에 대한 현황분석을 시도하고, 이를 통해 경영효율화 전략을 도출해 봄으로써 향후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해 보는데 연구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경험을 
토대로  기업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사용 전략(목표설정, 성과창출의 적시성, 리스크관리, 조직임무 및 역할)  

효율적인 인력관리  사업다각화 등의 4가지 분석국면을 토대로 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공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측면으로서 해외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첫째, 불확
실한 경영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노력이 필요하고, 둘째, 민관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통한 사업 추진, 셋
째, 효율적인 글로벌 인적자원 관리, 넷째, 전략적 구성요소들의 고려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국가 경쟁력, 경영효율화, 인적자원관리, 전력산업, 서부발전  

Abstract  Recently, a lot of effort has been made to reinforce the profitability of the company through 
successful overseas expansion as one of the major ways to secure the competitiveness and to increase the 
business value these days. So, this study aims to try to analyse of the status of the overseas expansion case 
for the recent power industry through the case of the Korea Western Power Co., Ltd. as a measure of the 
management efficiency strategy of the public sector organization, and to present the policy implications about 
the management efficiency in the future by drawing upon the management efficiency strategy. 
This paper suggests alternatives as follows:
First, the competitiveness should be reinforced through continuous change and innovation and the management 
efficiency should be developed. Second, the governance system for public-private sector should be constructed. 
Third, the efficient management of the global human resources is needed. Fourth, the mutual 
confidence-building through the active contribution to the community activities is required. 

Key Words : Management Efficiency, National Competitiveness, Personnel Management, Power Industry, Korea 
Western Power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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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IMF는 2013년 세계경제성장률을 3.3%에서 3.1%

로, 2014년은 4.0%에서 3.8%로 각각 0.2% 하향조정한 바 

있으며[15], 특히 신흥국의 경우 2013년 신흥국 경제성장

률은 5.3%에서 5.0%로, 2014년은 5.7%에서 5.4%로 하향

조정한 망치를 발표하 다[14]. 이와 같이 세계 경제의 

침체 속에서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신 추진 방안과 

련하여 공기업 민 화 등 공공부문의 경 효율화를 통

해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사회 후생을 증 시키려는 

부분에 한 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10]. 이에 

따라 최근 공공기 에서는 기업가치 향상과 경쟁력 강화

를 한 수단의 하나로 성공 인 해외진출을 통해 기업

의 수익성을 확 해 나가려는 시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공공부문의 경우 기업의 효율성에 근거하여 경쟁

력이 달라진다는 이론에 기반하여 성장한계 극복을 한 

수단으로써 공기업의 해외진출 성공사례를 표 인 경

효율화 성공사례로 보고 경 효율화의 개념에 근하

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신 추진 방안

과 련하여 공공부문의 경 효율화에 한 심이 증가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경 효율화에 한 배경, 필요성, 

심도있는 논의 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1]. 다른 한편으로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해외투자와 함

께 ODA 차원에서 아 리카 국가들에 한 원조를 해 

새마을 운동에 한 새로운 시각에서의 개념 정립화 시

도[12], 에 지 부문에 한 정 기술 연구 등 다양한 시

각에서 논의가 확 되고 있다[18].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

는 에 지 자원정책을 국정의 핵심과제로 삼은 바 있으

며[17],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국가들

의 많은 력회사들은 자국 력수요 성장의 둔화로 인

한 성장한계의 극복  수익증 를 한 신규 사업거

을 확보하기 해 극 으로 해외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데 이를 학술  측면에서 논의하는 것은 매우 요한 의

의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16].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공공부문 조직의 경 효율

화 략의 한 방안으로써 최근 력산업의 해외진출 성

공  사례를 통해 경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는 한국서부

발 의 성공요인과 정책  함의를 도출해보고 향후 공공

기 의 경 효율화에 한 정책  방안을 제시해 보는 

데 연구목 을 두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경영효율화의 개념

부분의 많은 기업들은 경쟁력 창출을 하여 지속

인 변화와 신을 추구하고 있으며, 그 의미도 경

신, 조직변 , 경 효율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다루어지

고 있다고 할 것이다.  

재 기업들에서 논의되는 경 효율화는 “핵심역량에 

집 하고 경  로세스의 비효율 인 측면의 개선을 통

해 조직을 성과 주로 재편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21]. 지 까지 공공부문은 민간 부문보다 경 효율성은 

떨어지지만 시장실패가 존재하는 역인 수도, 가스, 

력, 철도 등의 역에서는 효율성에 한 부분이 존재

했지만, 최근 공공부문에도 최첨단 경 기법이 도입되고 

경 효율성이 강력하게 추진되면서 “경쟁력

(competitiveness)"이 요한 개념으로 두되고 있는 상

황이다[20]. 이는 정부조직 개편과정에서 효과성, 효율성, 

필요성 등에 한 논쟁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것과 같은 

맥락이며, 정부부처들 간 조직개편 기능배분을 둘러싼 

치열한 갈등 계가가 지속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공

기업은 공기업이 존재하는 산업의 특성과 공기업에게 주

어진 미션이 공존하므로 한 차원 높은 경 효율화의 개

념을 도입하고자 할 때는 공공조직의 특성과 맥락을 심

층 으로 이해하여 근할 필요가 있다[19]. 

를 들어 한국정부는 2008년 이후 공기업선진화 정

책을 발표하면서 공공기 별 특성  경쟁여건 등을 고

려하여 민 화, 통폐합, 기능조정  경 효율화 등의 선

진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에 지 부문의 공기업 

효율화 목표는 생산성 13% 향상, 산 10% 감, 수익 

3% 향상이라는 경 효율화 방침이 정해지기도 한다[21]. 

즉, 핵심역량 심으로 조직을 재편하여 불필요한 부문

은 아웃소싱으로 돌려 조직의 유연성을 강화하고 조직을 

성과 주로 재편한다는 것이다.  

결국 경 효율화에 한 논의를 해서는 명확한 개

념정의와 공기업이 추진하는 산업의 특성과 조직맥락에 

한 논의와 분석이 필요하며, 조직내부의 극 화된 노

력과 가장 최 화된 효율화 략을 추진해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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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시할 필요가 있다. 

2.2 연구방법

이 연구는 민 화 공기업의 경 효율성 분석이라는 

단일 주제를 연구한다는 에서 상황의 유일성

(uniqueness)과 독특성(idiosyncrasy)을 고려할 수 있는 

질  연구방법을 통해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경 효

율화의 과정분석은 연구분석 틀에 따라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가 될 수 있는 바, 이 연구의 상이 되는 사례는 서

부발 이라는 특정 공기업이 상이 되기 때문에 서부발

의 경 보고서의 주요 통계자료  담당자들의 면담자

료를 심으로 논의를 개하고자 한다. 즉, 2011년 - 

2012년 사이에 생성된 미얀마 양곤 가스복합 발 사업

(2012년 4월 MOA체결), 라오스 세남노이 수력발 사업

(2012년 10월 략구매계약 체결), 인도 마하라쉬트라 가

스복합 발 사업(2011년 12월 건설공사 착공) 등의 사례

가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요인을 탐색하고, 이러한 요인

들이 어떻게 경 효율화와 연계가 되는지 맥락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정책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공기업 경 효율화에 한 최근 논의에서 Cheo, 

Kwang Sik(2009)은 민 화 공기업의 경 효율화 요소를 

재무구조, 사업구조, 지배구조, 경 리기법, 인력운용, 

노사 계, 리더십 등 7가지 요소로 들고 있다[10]. 이러한 

논의를 토 로 볼 때 공기업의 경 효율화를 한 요

한 요소들은 외부  요인, 사업 추진시 사용된 략, 효율

인 인력 리, 사업다각화를 한 략 등으로 정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을 심으로 논의를 개하고

자 한다.

2.3 선행연구 검토

기업의 FDI(foreign direct investment)는 그동안 다양

한 근과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가 이루어져 왔지만, 

부분의 연구가 민간기업을 상으로 이루어져 온 것이 

실이다. 를들면, 국내건설업체의 해외수주 황 분석

을 통한 략수립과 국가경쟁력 강화방안에 해 논의를 

한 한충희최욱 (2005)의 연구가 있으며[2], 해외자회사

의 네트워크 유형이 략  역할과 성과간에 어떠한 

계가 있는지를 연구한 손정민(2011)의 연구가 있다[8]. 

한편, 공기업 해외 투자와 련해 김용창(2012)은 국가의 

통제, 국가사회경제의 기반시설 제공이라는 특성을 갖는 

공기업의 해외투자 특성을 분석하기 해 해외직 투자

에 한 이론  계보와 특징을 검토하고, 1970년 이후 세

계 해외직  투자 동향과 특징, 우리나라의 해외투자제

도 변화  해외투자 동향과 특징을 살펴보고 있다. 한 

공기업의 지배구조와 조직특성, 공기업의 민 화, 자원개

발  자원연계형 해외진출 략, 해외신도시 수출정책, 

해외하부구조 시장의 부상과 국내기업의 진출 략 등을 

심으로 몇몇 연구가 이루어진바 있다[23]. 최진욱

(2007)은 해외건설 수주 경쟁력 확 략을 해 ODA의 

지원 차  단순화, 지원 규모의 확 , 지에 ODA 

담 사무소를 설립하고 구속성이 높은 원조 성격의 제고

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한 수주지역의 다변화, 국민 

인식을 개선하기 한 홍보  교육의 확  방안을 모색

하여야 하며, 지에 ODA 담 사무소를 설립하는 략

이 필요하다고 논의하고 있다[6]. 

이 외에도 주상 (2013)은 공공기 의 경쟁력 확보방

안의 한 측면으로서 미얀마 양곤 가스복합 발 사업, 인

도 마하라쉬트라 가스복합 발 사업 등 최근 력산업의 

해외진출 사례에 한 황을 한국서부발  사례를 가지

고  해외정부 리스크 요인(인허가, 안정  연료 공 조

건 확보, 력 매의 안정성을 확보, 융조달)  참여자

간 이해 계 조정  상  특화된 해외사업 추진 략 

등의 요인을 통해 분석하고 있다. 그는 분석을 통해 향후 

공공기 의 해외진출 사업에 한 정책  함의를  원

활한 사업추진을 한 융지원 강화와 인허가  안정

 수익확보를 한 략추진,  공공-민간부문 간 력

 거버 스 체계 구축  상호간 신뢰구축  특화된 해

외사업추진 략구축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16].  다른 

시각에서 김민수 외(2012)는 철도 련 공기업들이 국내

외에서 독자 인 투자에는 한계가 있는 바, 해외사업에 

주요 행 자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참여하

고, 이들의 이해 계를 히 조정하는 것이 매우 요

하다는 을 논의하고 있으며[11], 손정민(2011)의 경우 

해외자회사의 략  역할과 성과간의 계에 지 네트

워크가 매우 요하기 때문에 지의 공 자 는 매

자로 구성된 시장네트워크를 통해 역할이 보다 효율 으

로 수행될 수 있으며, 공기업의 사업발주형태는 특화된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8].

결국, 최근까지 한국의 경우 공기업의 해외투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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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한 연구들이 김용창(2012), 주상 (2013) 외에는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지만, 공기업이 민간기업과는 다른 목

과 해외투자 동기, 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계경

제  FDI에서 국가의 통제를 받는 국  기업의 역할

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22].

2.4 분석체계

이 연구에서는 공공부문 조직의 경 효율화 략의 

한 방안으로서 한국서부발  사례를 통해 최근 력산업

의 성공  해외진출 사례에 한 황분석을 시도하고, 

이를 통해 경 효율화 략을 도출해 으로써 향후 공

공기 의 경 효율화에 한 정책  함의를 제시해 보는

데 연구목 을 두고 있다. 

선행연구의 분석을 통해서 볼 때, 공기업의 경 효율

화 략 분석은 다양한 분석 요인들이 검토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경험을 토 로  기업환경 

변화에 한 응  사용 략 (목표설정, 성과창출의 

시성, 리스크 리, 조직임무  역할)  효율 인 인력

리  사업다각화 등의 4가지 분석국면을 토 로 분석을 

하고 이를 토 로 정책  함의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

지 까지의 논의를 심으로 이 연구의 분석 틀을 정

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Fig. 1] Analysis Framework

3. 분석

3.1 한국서부발전 경영현황

발 산업의 경 효율성과 함께 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해 한국 력공사로부터 분리되면서 설립된 회

사로서, 2012년 12월 말 기  태안, 평택, 서인천 등 6개 

사업소 8,409MW의 설비를 보유운 하며 국내 총 발

량의 약 11%인 56,091GWh의 력을 생산하고 있는 발

문공기업이다(KOWEPO, 2013). 체 인력은 2008년 

1,860명, 2010년 1,794명, 2013년 1,970명이고, 2013년 수

입은 7조 5천억원 정도로 분포되어 있다. 특히 차입 이 

2011년 5,000억, 2012년 7,700억, 2013년  18,000억, 2014년 

14,000억원으로 사업확 에 따른 차입 이 차 증가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서부발 은 2001년 

한 에서 분리된 직후 2001년과 2002년의 경우 5개 자회

사  평가에서 1 를 차지하 지만, 이후 공공기  평가

에서 2012년 B등 으로 락하면서 경 효율화의 필요

성이 으로 요구되는 시 에 있다고 사료된다[3].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발 회사들은 정체된 사업수익의 

극 화와 기업의 성장 모멘텀을 새롭게 하기 해 최근 

해외투자 사업을 극 개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의 

2013년 지 사항  필리핀 발 사업의 지분투자가 부

정이라는 평가 등을 볼 때 해외투자사업의 효율 인 추

진은 매우 요하지만 어려운 사업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서부발 의 경우 2020년 경 목표 달성 로

드맵에서 2012년 매출액 48.9억불, 2016년 73.4억불, 2020

년 112.6억불 달성을 통해 2012년 국내발 사  권

에서 2016년 이후 국내발 사  설비용량 1 를 차지하

여 상 권으로 도약하기 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3].

3.2 사례의 분석

3.2.1 사례의 개요: 라오스 세남노이 수력발전사업

라오스 세남노이 수력발 사업은 수자원이 풍부한 라

오스  남부 참 삭  아타푸 주에 수력발 소를 건설하

여, 생산된 력을 태국에 매하는 총 사업비 10억 달러 

규모의 형 수력발 사업으로 발 용량이 410MW에 

달한다. 한국서부발 은 2005년 SK건설과 본 사업 개발

을 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태국발 회사 라차부리  

라오스 국 기업 LHSE를 합류시켜 2012년 10월 라오스

정부와 사업양허 계약을 체결하 고, 2013년  태국

력공사와 력요  정(Tariff MOU)을 체결한 후 착공

에 들어간 상황이다. 지분비율을 보면 SK건설 26%, 서부

발  25%, 라차부리 25%, LHSE 24% 등이며, 한국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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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은 공 후 2018년 8월부터 27년간 발 소 운   

유지정비를 맡아 그 동안 국내에서 축 된 발 소 운

기술을 활용한 수익창출은 물론 라오스 인력 고용  교

육훈련을 통한 개도국 기술발 에 기여하게 되며, 태국

에는 값싸고 안정 인 력공 을, 라오스는 매년 330억

원의 로열티 수입을 확보하고, SK건설은 발 소 설계, 

구매  건설을 책임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9].

그동안의 추진과정을 보면, 2006년 8월에 MOU 체결

(라오스정부, 국내컨소시엄)하 고, 2008년 11월에 사업

개발 약(PDA)을 체결하 으며, 2010년 8월에 력 매

가격(Tariff) MOU 체결(태국 력공사)이 이루어졌다. 

2011년 6월에 주주간 약서(SHA) 체결과 10월에 력구

매계약(PPA) Initial 서명, 2012년 3월 특수목 법인

(SPC) 설립, 8월 비공사 계약  착공, 10월 양허계약

(Concession Agreement) 체결 등의 과정을 거쳐 사업이 

추진되기에 이르 다[16]. 

 이 사업은 민간기업과 공기업이 해외에 나가 벌이는 

첫 민 합동 사업이자 BOT 사업이란 과 특히 최근 성

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라오스와 동남아시아 메콩강 유

역권에 진출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3.2.2 해외사업 추진 전략 분석

1) 국내외 경 환경의 불확실성 

최근 미국발 융 기와 코리아 디커 링(korea 

decoupling) 등 국내·외 경 환경의 불확실성이 한층 더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 으로 회사 비용의 80%를 

차지하는 발 연료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지속 으로 

상승하고, 순환정 사태 발생을 계기로[7] 국내에서의 

안정  력 공  요구가 강해지고 있으며, 신재생  

해외사업의 극 인 추진도 필요한 상황이다. 한 

2011년 1월 한국서부발 을 비롯한 6개 발 회사는 

시장형 공기업에 새로 편입되었으며, 평가 주체가 

기획재정부로 변경되면서 발 회사가 아닌 다른 

공기업과의 경쟁체계로 어들게 되었다. 한 

경 투명성 강화차원에서 이사회의 의장이 사장에서 

비상임이사  기획재정부 장 이 선임한 사람으로 

변경이 되고, 사장의 임명 주체가 주주총회가 아닌 

통령으로 변경되는 등 경 환경에 변화가 생긴다[9]. 

이와 같이 국제 경 환경의 불확실성 제고, 국내의 

안정  력공  요구, 발 회사의 경쟁체제 도입 등 

국내외  환경의 변은 조직이 외부환경에 극 으로 

응해 나갈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해외투자사업은 

조직의 새로운 생존 략의 수단으로 고려된다. 

2) 사용 략

미래 측이 쉽지 않고 유사한 업무가 반복되지 않는 

경우 분석 논리  방법에 근거한 략계획 방법론 보

다는 략  자세(strategic attitude)나 직 (intuition)이 

효과 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사용 략의 구성요소들

은 목표설정의 성(targeting), 성과창출의 시성

(timing), 투자의 균형성(balancing), 조직임무  역할

(organizing) 등이 요한 요인으로 논 된다

(http://blog.naver.com/kingseft). 

서부발 의 해외투자사업 성공요인은 일단 첫째, 목표

설정면에서 다국간 력계약을 통해 고수익  자 조달

을 확보하고, 발 원가가 렴한 라오스에서 력 매가

격이 높은 태국으로 수출함으로써 고수익 실 을 추진하

고, 라오스는 투자 부 격국가로 PF가 불가능하나 투자

격국인 태국으로 력을 매함으로써 PF 추진이 가

능하도록 하는 (win-win) 략이 성공을 거둔 것으

로 분석된다. 둘째, 성과창출의 시성 면에서도 라오스 

력 매가 성공  상으로 수익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

이며, EPC, O&M 법인세 면제, 법인세율을 한국 법인세

율 한도로 용받는 등 한국 개발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라오스 정부와 양허계약을 기에 체결하는 성과를 이룩

하게 된다[21]. 

셋째, EDCF 자 을 활용하여 라오스 정부가 안정

인 자본 을 납입할 수 있도록 하고, 라오스 정부 출자에 

따라 지분출자를 33% → 25%로 감하는 등 서부발  

지분의 최소화를 통해 리스크 리를 하는 등 략 인 

측면에서 투자의 균형성 확보를 해 노력한 것이 성공의 

요인으로 분석된다. 즉, 이러한 략이 가능했던 배경은 

라오스는 투자부 격 국가로 정상 인 PF 추진이 불가능

하여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 속에서 한국 서부발 의 

험 부담 최소화와 안정 인 사업운 을 하여 라오스 정

부의 참여가 필요하나 라오스 정부는 자 이 부족하여 사

실상 출자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사업양허계약

(CA), 력 매계약(PPA) 체결을 한 라오스정부 유인

을 해 라오스 정부 출자를 지원하기 하여 KEXIM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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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경제 력기 (EDCF)1) 활용 등을 추진하여 라오스 

정부의 력을 이끌어 낸 것으로 분석된다[9].

넷째, 조직임무  역할  측면에서 한국서부발 은 

2009년부터  사업소 조직까지 제조직을 확 운 하

고 있으며, 폭 인 권한 임과 장 심 책임경  체

계를 강화하고 수평 이면서도 로세스 심의 조직체

계를 구축2)함으로써 변하는 경 환경에 능동 으로 

응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악된다[3]. 한 한국서부

발 은 2001년 한 에서 분리 후 2004년 건설처 소속의 

해외사업 의 발족과 함께 해외사업 개발을 시작하여 

2005년 해외사업개발실로 조직을 확  하면서 본격 으

로 국제 IPP 시장에 진출하 으며, 재 국내 총 발 설

비의 약 10.7%인 8,404MW의 설비를 보유운 하고 있

다. 한 한국서부발 은 태안, 평택을 비롯한 5개 지역

에 44기, 총 8,404MW의 발 설비를 보유하고 있고, 국내 

화력사업, 신재생사업, 해외사업, 사업지원 등 4  략

과제에서도 해외발 사업 확 , 사업 역 다각화 기반 

확보, 해외 신재생사업 추진 등 해외사업 부문을  

략과제로 선정하여 경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다[3]. 이와 

같이 폭 인 권한 임과 장 심 책임경  체계를 

강화하고 수평 이면서도 로세스 심의 조직체계 구

축  조직슬림화를 통해 경 효율화를 추진하는 등의 

신경 리기법은 조직이 역 으로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들에 한 탄력 이고 효과 인 응이 가능했던 요

인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3) 효율 인 인력 리

한국서부발 은 성과지향  인재개발을 해 수립된 

역량기반 교육훈련체계로써 통합 리 시스템인『두드림 

(Do Dream)』을 운 하고 있고, 종업원 역량개발을 

해 2011년에 국내외 총 1,269개의 교육 과정을 

개설하 으며, 일인당 연평균 교육시간은 132시간으로 

1) EDCF(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대외경제
협력기금) : 개발도상국의 산업화·경제발전을 지원하고 우리
나라와의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설립된 유상원조 기금. 기
금운용의 주체는 기획재정부이며 한국수출입은행(KEXIM)
에서 수탁운영을 담당함.

2) 본사조직은 기존의 33팀을 24팀으로 감축하여 2본부 4처 2
실 24팀의 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사업소는 기존의 73개 부
서를 4본부 3처 67개 팀으로 구성하여 조직슬림화를 통해 
경영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 외에도 임직원 수는 1,725
명, 자본금은 1,589억원, 자산규모는 52,506억원, 매출액은 
52,045억원의 조직현황을 가지고 있다. 

나타나고 있다. 한편, 해외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해서는 각 부문별 해당지역 문가의 확보가 매우 

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표 1>에서 보듯이 

서부발 의 경우 해외사업 다각화를 한 지역 문가 

양성을 해 인도네시아, 베트남, 라오스에 국가별로 

2명씩을 견하여 지역 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한 

‘11년까지 선발된 해외사업 비인력 Pool 40명을 

상으로 주기 인 내외 맞춤형 양성교육을 시행하는 

등 해외사업 문인력 양성을 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 던 이 라오스 발 사업권 획득  성공 인 

추진이 가능한 요인이 되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Table 1> Professional manpower education 
            goals[16]    

Goal Year ～2013 ～2020

Business Management 7 14

Business

Contract
5 10

Business

Financing
5 10

Consulting

Power Operation
20 40

Green Energy,

Resurce Development
5 10

Total 42 84

한 사업개발 역량강화를 한 방안으로 사업 리, 

사업계약, 사업 융 등으로 체계화하여 외부 문기  

직무교육  자체 맞춤형 교육시스템을 개발하여 문인

력을 양성하고 있다[16]. 구체 으로 살펴보면, 사업 리

분야는 해외사업 개발  기술  타당성 문교육 강화

와 한  등 유 기  문가를 청하고 선진 경험사례

의 체화 등을 통한 자체 개발 ‘해외사업 역량개발 교육’ 

로그램 시행 등을 들 수 있다.  

사업계약분야는 법률분야 외부 문가를 활용한 해외

사업 계약역량 습득 등과 같은 국제계약서 작성, 상기

술 개발 등의 계약역량 배양을 들 수 있다.

사업 융분야는 Project Financing 이론  사례분석 

교육강화와 융기  약체결 등 인력양성(한 , 수출

입은행 1명 견) 등을 들 수 있다. 

4) 사업다각화

특정 기업이 서로 연 성 없는 여러 분야의 시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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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의 운 형태를 ‘사업다각

화 ’라고 하는데, 사업다각화를 추구하는 기업은 보통 한 

분야에만 쓰기엔 아까운 역량을 용시킬 수 있는 다른 

분야가 있을 때나 험을 분산시키고자 그 분야로 사업

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와 같은 략을 고려한다. 때문

에 새로운 분야에 투자하려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매우 

요한 략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서부발 은 2020년까지 설비용량 2,000만kW, 연매출 

9조원을 달성하겠다는 비  목표를 가지고, 특히 신재생

에 지와 해외사업부문 비  20%  해외매출 1조 이상

의 종합에 지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계획이다[14]. 이

를 하여 서부발 은 에서 언 한 사업과 더불어 

388MW 인도 마하라쉬트라 복합화력을 건설 에 있으

며, 250MW 인도네시아 따깔라 석탄발 사업, 150MW 

필리핀 카난 수력발 사업 등을 개발 이다. 한 한국

서부발 은 발 소 신규건설, 운 ․정비 분야 뿐 아니

라, 컨설  사업, 자원개발 사업, 신재생에 지 개발사업 

등 다각 인 해외사업 추진을 하여 라오스, 인도네시

아, 필리핀 등 해외 6개국에 인력을 견하여 3,300MW

가 넘는 용량의 해외사업을 추진 이다[9]. 이러한 다양

한 해외사업 추진은 어느 한 곳의 험을 최소화 시키고, 

기업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간

다는 에서 조직생존의 성공을 해 매우 요한 요인

이라고 할 것이다.   

4. 분석결과의 함의

지 까지의 분석을 토 로 공기업 해외투자 사업의 

성공요인을 도출해 보면 다음과 같이 논의할 수 있다.  

4.1 불확실한 경영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노력

세계경제 침체와 한국의 경제 기, 조직의 성장추구 

노력 등 국내·외 경 환경의 불확실성이 한층 더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외  환경의 변은 조직이 외부환경에 

극 으로 응해 나갈 필요성을 제기하며, 해외투자사업은 

조직의 새로운 생존 략의 요한 수단으로 고려될 수 

있다. 의 경 조직은 한 분야에만 머무르기 보다는 

다양한 분야와 역으로 확장해 나가는 다양화된 구조를 

추구하는 략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최근 경제 기 

상황에서는 주력분야의 발  보다는 사업다각화 략을 

통해 다각화된 사업들 간의 시 지효과를 거두려는 

경향이 기업의 환경변화에 한 응 략으로 나타난다3). 

이러한 측면에서 국내외 외부환경에 한 기업의 

극 인 응노력은 기업의 생존능력을 향상시키고, 신규

사업의 추진을 한 동력의 확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에서 능동 인 조직운용이 요구된다. 

4.2 민관 협력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통한 사

업 추진

해외사업에서 최 의 시 지 효과를 창출하기 해서

는 특화된 역을 바탕으로 공기업과 민간 기업의 력

 거버 스 체계 구축이 요구되며, 특히 해외사례에서

의 력  계는 정책의 성공을 좌우하는 요한 동인

이 된다[4]. 라오스 발 사업에서도 한국서부발 은 2005

년 SK건설과 본 사업 개발을 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SK건설은 발 소 설계, 구매  건설을 맡고, 태국발

회사 라차부리  라오스 국 기업 LHSE를 합류시켜 라

오스정부와 사업양허계약을 체결한다. 한 태국 력공

사와 력구매계약을 체결하 으며, 한국서부발 은 

공 후 27년간 발 소 운   유지정비를 맡아 수익창출

을 추구한다. 력구매국인 태국은 값싸고 안정 인 

력을 공  받게 되고, 라오스 정부는 소득세  로얄티 

등으로 매년 330억의 수익 얻게 되는 각 이해 계자들간

에 상호 호혜  계가 형성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된

다. 즉, 국제 계 뿐 아니라 앙정부, 지방정부 간 신뢰

계 형성은 향후 지속 인 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에서 매우 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요약하면, 

라오스 세남노이 수력발 사업은 공기업의 환경변화에 

한 극 인 응 략이며, 민간기업과 공기업이 해외

에 나가 벌이는 첫 민 합동 사업이자 BOT 사업이란 

3) 최근 발전자회사들이 수주 가능성이 풍부한 동남아 시장으
로 눈을 돌려 적극적인 해외 사업을 추진했지만, 정부의 고
강도 부채감축 주문에 신규 사업은 물론 기존 해외 사업 폭
도 줄여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 동서발전은 감사 보고서
를 통해 "필리핀 풍력발전 사업, 베트남 남딘 석탄화력 발전
사업 및 자메이카 신규 360MW 복합화력 사업 등은 출구전
략의 불명확, 공기업 예비타당성 조사 및 사업현지 여건의 
불확실성 등으로 개발 중단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와같이 
기업의 경영환경은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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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특히 최근 성장세가 뚜렷한 라오스와 동남아시아 메

콩강 유역권에 진출하는 탄탄한 사업교두보를 마련했다

는 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 과정에서 요한 것은 서부발 이라는 공기업과 

표 인 민간기업인 SK건설이 상호 력  거버 스 

체계를 구축하여 해외사업 유치를 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력하는 과정을 통해 사업이 성공을 거두었다

는 이라 할 수 있다. 결국 향후 해외사업 추진과정에서

도 기업 간 거버 스 체계 구축은 투자자의 신뢰도 확보

를 해 매우 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사업성

공의 요한 동인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4.3 효율적인 글로벌 인적자원 관리

과거에는 기업들이 량생산이나 기술을 통하여 기업

경쟁을 했다면 최근의 환경은 인 자원을 리함으로써 

기업경쟁을 해야 하는 시 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인  

자원은 지식의 자산이자, 창조력을 갖춘 자원이며, 기업

의 략 선택에 매우 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로벌 인

자원은 조직과 외부환경과의 경계연결의 역할

(boundary spanning role)을 수행하는데, 이러한 인 자

원이 략 인 우 를 가지도록 하기 해서는 지인

(HCNs: host country nationals)을 상으로 훈련을 통한 

국제 인 다양성 리 등 인  자원을 략 인 에

서 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5]. 

서부발 의 해외투자사업이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요한 요인은 략  거  지역에 한 해외사무소를 

확 설치하고, 인력교류 문가를 양성하는 등 인 자

원을 효율 으로 리하 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KOTRA 지 인 라를 활용하고 동남아 정부와 MOU

를 체결하여 인력교류  지역 문가를 양성한 략은 

요한 요인으로 지 된다. 따라서 향후 해외사업 다각

화 상지역의 해외 유수 학과 연계하는 교육 로그램

의 개발 등 인 자원의 효율  리를 한 극  안

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단된다.

4.4 전략적 구성요소들의 고려

미래 측이 쉽지 않고 유사한 업무가 반복되지 않는 

신규사업들의 경우 분권인지 집권  방향인지 등 략  

경 이 요구된다[1]. 이때 사용되는 략의 구성요소들은 

목표설정의 성(targeting), 성과창출의 시성

(timing), 투자의 균형성(balancing), 조직임무  역할

(organizing) 등인데  요소들이 체계 으로 구성되어 

나타날 때 사업의 성공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략 인 측면에서 고수익과 험을 분산시키고, 투자

의 균형성 확보를 해 노력하여야 하며, 조직의 임무와 

역할을 강화하기 해 폭 인 권한 임과 장 심 

책임경  체계를 강화하고 수평 이면서도 로세스 

심의 조직체계를 구축하여 조직의 응능력을 향상시키

는 것이 해외사업과 같은 신규 사업의 성공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 론

개발도상국에서의 민자발 사업은 투자 상국의 정

치, 경제 등 진출 기업들이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 많고 

BOT 유형의 민자발 사업은 사업기간이 장기간임으로 

인하여 투자 상국과 해당 사업의 상황변동 가능성이 매

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서부발 의 경우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등 GMS(Greater Mekong Subregion) 지역 발

소 건설  운 을  추진하고 있고, 인도네시아  

인도를 심으로 한 동남아시아, 러시아를 심으로 한 

앙아시아, 이밖에 북미에서 자원개발과 함께 병행하여 

해외사업을 추진하고 있다[16]. 

최근 정부의 고강도 부채감축 요구에 서부발 의 경

우 해외 사업 축소를 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를 들면, 건설, 하나 투증권 등과 함께 

컨소시엄을 꾸려 미얀마 정부로부터 지난 2012년 수주한 

가스복합발 소 사업의 참여 지분을 일 방침이다. 이 

사업의 재 서부발  지분은 37%, 이를 10% 미만으로 

축소할 방침으로 알려졌다[9]. 그러나 력산업의 민 화

와 무한 경쟁시 를 맞이하여 국내외 경 환경 변화에 

따른 요구에 부응하고, 기업의 지속 인 성장을 유지하

는 한편, 국제경쟁력 강화를 해 극 인 노력을 기울

이는 서부발 의 사례를 볼 때 우리 공기업이 해외진출

을 추진할 때 많은 시사 을 던져 다고 할 것이다. 

불확실성이 높은 발 회사들의 경 략의 경우 계획

이고 의도된 략(intended strategy)뿐만 아니라 략

을 실행해 가는 과정에서 학습하면서 만들어가는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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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ergent strategy)이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음을 악하

여야 할 것이다. 새로운 사업 략은 계획보다는 학습에 

의해 만들어질 수 있다. 공기업의 경 효율화는 조직의 

상황에 합한 략의 수립과 실행을 통해 추진되어야 

한다. Lee, Won-il(2008)에 의하면 공기업 경 효율화 단

계를 제1세 부터 제4세 까지 구분하여 살펴보고 있는

데, 서부발 의 사례에서 보면 력분야 한국 공기업은 

제2세  경 효율화인 조직  인력의 슬림화 단계를 넘

어서 핵심역량에 집 하는 략  효율화 단계인 제3세

 경 효율화 단계에 진입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 효율화와 자생  신의 인 라 구축단계인 제

4세  경 효율화 단계에 진입하기 해서는 다음과 같

은 략  방향들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첫째, 지속

인 변화와 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 효율화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 특히 이를 해 사업 다각화 략 

등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재무구조, 

인력운용, 리더십, 노사 계 등 민 화 공기업의 경  효

율화 요소를 효과 으로 리하여 경 효율화 활동을 추

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선택과 집 의 경 효율화 

략과 함께 사업 추진 시 민  력거버 스 체계 구축

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넷째 로벌 인 자원 

리를 통해 사업의 동력과 력을 유인하고, 활발한 지

역사회 공헌활동을 통한 상호간 신뢰구축이 실히 요구

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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