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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여성 임직원 비율과 해당 기관의 청렴

도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반부패와 청렴의 가치는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나 공기업
을 비롯한 공공부문의 청렴은 더욱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
기관 임직원들의 부패문제는 빈번하게 언론에 등장한다. 공공기관이 우리나라 경제에
서 차지하는 큰 비중과, 청렴의 정도가 조직의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점을 생각할 때, 
공기업을 비록한 공공기관의 청렴도는 곧 국가경쟁력과도 연결된다. 
  한편, 여성의 활발한 경제활동참여는 사회의 발전정도를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로서 
기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들에 비해서 여성의 사회참여나 경제활동 참
여가 저조한 편이다.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민간기업과 비교하였을 때 여성임직원의 
비중이 낮을뿐더러, 의사결정자의 위치에 있는 여성 관리자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더 
낮다.
  부패의 문제는 개인으로부터 출발한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여성의 범죄율은 남성
의 범죄율보다 낮다. 부패를 범죄의 일종이라고 간주할 때, 여성이 남성에 비해 부패
를 덜 저지른다고 생각할 수 있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윤리의식이 강하고 부패에 민
감하다는 여러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할 때, 조직에서 여성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해당
조직의 청렴도가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개인의 부패성향이 조직
으로 확산되는 메커니즘은 사회자본이론과 연결망 이론을 통해 설명하고자 하였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여성임직
원, 여성 관리자 비율이 높을수록 해당 기관의 청렴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가설을 세
우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대상으로 설정한 기관은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이 규정하는 공기업 및 준정
부기관 116개이다. 또한 여성임직원 비율에 관한 자료는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
인 ‘알리오’에서 수집하였다. 공공기관청렴도에 대한 데이터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
표하는 자료를 참고하였다. 시간의 범위는 2014년이다.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는 다음과 같다. 종속변수는 공공기관청렴도의 하부항목인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를 설정하였다. 독립변수는 여성임직원 비율, 여성관리자 비
율, 앞의 두 비율을 곱한 값과 각각의 제곱 값을 설정하였다. 기관의 청렴도에 영향
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한 기업규모(총 임직원 수), 임직원 평균 보수수준,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등은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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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청렴도의 경우 분석하고자 한 독립변수와의 유의미한 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내부청렴도의 경우에 변수 간 상관관계는 독립변수인 총여성비율과 여성관리자 비율, 
총여성비율의 제곱값, 총여성비율과 여성관리자비율을 곱한 값이 약한 음(-)의 상관관
계를 보였다.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외부청렴도는 독립변수와의 관계에 있어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내부청렴도의 경우에는 총여성비율 변수의 다중회
귀계수가 음(-)의 값으로 나타났고, 총여성비율 제곱변수의 계수는 양(+)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여성의 비율과 기관의 청렴도 간
에 U자 곡선 형태의 관계가 있음을 예상할 수 있게 한다. 현재 분석대상 기관의 여성
비율이 더 높아지게 된다면 기관의 청렴도가 개선될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
다.
  본 연구를 통해서 볼 때 우리나라에서 현재 추진 중인 반부패청렴정책과 여성관리
자 확대정책은 독립적으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여
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공공기관에서의 여성관리자의 확대는 남성위주의 부패에 취약
한 조직문화를 청렴한 문화로 개선시킬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기관을 청렴하게 
만드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음을 기대할 수 있다..

주요어 : 공기업, 준정부기관, 여성비율, 부패, 공공기관청렴도

학번 : 2013-23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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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제 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한국의 고질적인 부패의 문제

  부패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 주제이다.1) 시
대와 국가를 초월하여 부패근절을 위한 노력은 끊임없이 있어왔지만 부패의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을 보면, 부패는 완전히 척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적정한 수
준에서 관리해야하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게 한다. 오늘날 부패에 대한 논의는 경제성
장에의 영향이나 공직윤리 측면에서 확장되어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 정부의 효율성 
저하, 정부신뢰 저하 등 다양한 측면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선진국과 후진국을 막론하고 부패의 문제는 상존하지만 문제는 우리나라가 경제적 
수준에 비해 그 정도가 유난히 심하다는 데 있다2). 아시아의 문화적 특수성에서 그 
원인을 찾아보고 싶지만 아시아의 다른 경쟁 국가들과 비교한다 해도 유난히 더 심하
다.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반부패 운동 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
(Transparency International, TI)가 발표한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 따르면 우
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55점으로 2013년와 같았으며, 국가별 순위는 전체 175개 조
사대상국 가운데 43위를 차지하였다. OECD 가입 34개국 중에서는 지난해와 같은 27
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특이한 점은 여타 아시아 경쟁국과는 다르게 우리나라가 
2008년 이후 6년 연속 하락과 정체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1999년부터 2008년까
지 보인 상승과 개선 추세를 지속하였다면, 우리나라는 2014년에 65점을 받을 것으
로 예상할 수 있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순위보다 점수의 격차이다. 덴마크(1위, 92
점)와의 비교는 차치하고라도, 싱가포르(7위, 84점), 일본(15위, 76점)과의 점수격차를 
보면 격차가 크게 난다. 투명성과 청렴이 국가경쟁력으로 평가받고 있는 시점에서 세
계 10위권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는 경제력과 투명성과의 격차가 심하다고 
할 수 있다.

1) 김병섭, 박순애 편, 「한국사회의 부패 : 진단과 처방」, 서울：박영사, 2013 p.3
2) 부경복(2011), 「부패전쟁 : 삼성이 초일류기업이 될 수 없는 이유」, 프리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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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우리나라 CPI변동 추이

                                                           <자료 : 한국투명성기구>

<표 1> OECD 주요 국가별 CPI현황

구분 덴마
크

뉴질
랜드

핀란
드 영국 미국 프랑

스
폴란
드 스페인 한국 이탈

리아
그리
스

2014 1위
(92점)

2
(91)

3
(89)

13
(78)

16
(74)

20
(69)

23
(61)

24
(60)

27(55) 32
(43)

32
(43)

2013 1위
(91점)

1
(91)

3
(89)

13
(76)

16
(73)

18
(71)

24
(60)

25
(59)

27(55) 32
(43)

33
(40)

                                                             <자료 : 한국투명성기구>

  또한 홍콩에 있는 컨설팅회사인 정치경제리스크컨설턴시(PERC)가 최근 발표한 
'2015 아시아ㆍ태평양 국가 부패인식'에서 볼 수 있는 한국의 부패 수준도 기대에 많
이 못 미친다. 이 지표는 아ㆍ태지역에서 활동하는 기업 관리ㆍ경영자 1648명을 대상
으로 올 초부터 3월 중순까지 설문조사한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가장 
부패한 경우를 10으로 하여 0과 10 사이 숫자로 표시한 부패인식지수에서 한국은 
6.28로 2014년 점수인 7.05에서 다소 낮아졌다. 그러나 설문조사 대상 16개 중 12개
국의 지수가 개선돼 전체 평균이 0.3가량 낮아진 점을 감안하면, 한국은 사실상 제자
리이다. 또한 조사대상 16개국 가운데 부패하지 않은 순서로 여전히 중하위권인 9위
에 머물렀다. 1위인 싱가포르의 1.33, 2위인 일본의 1.55, 3위인 호주의 2.61에 비해 
부패인식지수가 현저하게 높다. 
  설문조사 시기가 2015년 1분기였음을 감안하면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사회의 부
패척결 노력이 거의 실효를 거두지 못했음을 말해준다. PERC는 보고서에서 “한국은 
다른 어떤 선진국보다 최악의 부패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는 ‘특별한 국가’라며 “지수
를 어떻게 바라보더라도 한국은 아시아 선진국에서 꼴찌”라고 비꼬았다. 특히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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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난 경남기업과 석유공사 등 자원외교와 관련된 비리에서 보듯 한국의 기업들이 
경영투명성을 높이기보다는 정부나 국회의원들과의 관계 형성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
다고 지적했다.3)

  위와 같이 국제적으로도 청렴하지 못한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2015년 
3월3일에 소위 ‘김영란 법4)’ 이라고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
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많은 사회적 논
란에도 불구하고 여론의 지지와,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봤을 때, 
이는 사회 각 분야에 걸쳐 팽배한 부패에 대한 근절의 의지가 투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그만큼 부패의 문제가 심각함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2. 사회의 발전 척도로서의 청렴

  한 사회가 발전하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먼저 사회구성원들이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함을 유지하여야 한다. 그 다음으로 구성원들에게 
불합리한 차별이 없는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었을 경
우에 그 결과가 비록 불평등할 지라도 사회구성원들은 용인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
으로 풍요로움과 건강함, 균등한 기회의 제공이 지속되어 더 이상 퇴행하지 않는 상
태가 될 경우 그 사회가 선진화되고 발전했다고 말 할 수 있다. 이러한 조건들이 지
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부당하고 불합리한 이유로 인하여 위의 조건들이 훼손되
지 않아야 한다. 부패는 이러한 조건들을 훼손시키며 결과적으로 사회의 건강성과 지
속성을 퇴행시킨다.
  부패하지 않은 상태, 즉 청렴한 상태는 경제성장과도 관련이 있다. 차문중(2009)은
연구를 통해 청렴도가 높은 국가의 경제 대체적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높다고 볼 수 
있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다5). 또한 차문중(2008)은 1991년부터 
네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평균부패지수를 구하고, 이를 같은 기간 OECD국가들의 평
균 부패지수 및 성장률과 비교하여, 한국의 현저히 낮은 청렴수준이 경제성장에 악영
향을 주고 있음을 시사한다.6)

3) 헤럴드경제 2015년4월20일, 세계일보 2015년4월20일자 기사에서 발췌인용
4)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 법은 공직자 등의 비리를 규제하는 강화

된 반부패법이다. 첫 제안자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이름을 따 이렇게 불린다. 기존 
형법상 뇌물죄는 직무에 관련되었음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공직자가 금품·향응을 받았더라도 처벌
하지 못하는 빈틈이 있었다. 김영란법은 직무와 관련되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금품수수 자체를 
규제하고, 그간 금품이 오가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았던 부정청탁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했다. 입법 과
정에서 법의 적용 대상에 공직자와 함께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 등이 포함됐으며, 이를 두고 '과잉 입
법'이라며 위헌 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이 법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시행된다. (출처 : 
다음 백과사전,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47XXXXXXXXX1)

5) 차문중(2009). ‘사회적 청렴과 국가경쟁력 간 연관성 분석연구’. K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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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한 개념을 정의할 때에는 그 개념의 구성요소와 특징을 나열함으로써 규정지을 
수 있지만, 반대로 그 개념과 대척점에 있는 개념을 끌어옴으로써 네거티브한 방식으
로 정의할 수 있다. 사랑을 예로 들자면, 사랑을 정의하기란 어렵다. 하지만 반대로 
사랑이 아닌 것을 나열하기는 쉽다. 이런 식으로 사랑이 아닌 것을 제거해 나가다 보
면 결국 남는 것이 사랑이라는 개념징표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이다. 부패와 청렴의 경
우도 마찬가지다. 청렴한 상태를 정의하기란 어렵다. 하지만 청렴하지 않은 상태를 규
정하기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뇌물수수, 횡령, 배임, 권력오남용, 부정청탁, 낙하산 
인사 등등 청렴하지 않은 상태를 나타내는 용어들은 무수히 많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청렴하지 않은 상태를 부패한 상태와 동일시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청렴
도를 비롯하여 청렴의 가치를 강조하고자 하는 이유는 ‘부패하지 않은 사회’보다는 
‘청렴한 사회’가 더 바람직하고 적극적인 가치를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3. 연구의 필요성
 

  본 연구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여성 임직원 비율과 해당 기관 청렴도가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청렴은 ‘법적으로 처벌받는 부패를 저지
르지 않기만 하면 된다.’ 라는 과거의 소극적인 가치에서 발전하여 적극적인 가치로써 
한 사회의 핵심경쟁력으로 기능하고 있다.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민영화 논란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대한민국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인식하
는 공기업의 청렴수준은 아직 미흡한 편이다.

6) 차문중(2008).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질서 수준 제고방안’. K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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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우리사회 부패수준 평가 추이

                                  <자료 : 2014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인식도 종합결과>

<표 2> 연도별 우리나라 부패수준 응답비율

‘부패하다’ 
응답비율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전년대비
증감

일반국민 63.4 55.5 59.1 56.6 51.6 65.4 44.3 53.7 +9.4

공무원 19.1 16.4 16.0 - 10.5 15.1 12.9 13.5 +0.6

기업인 37.0 27.8 34.9 34.0 39.0 26.7 40.1 38.1 △2.0

외국인 - - - 40.5 37.0 21.3 15.3 27.1 +11.8

                                  <자료 : 2014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인식도 종합결과>

위의 그림과 표는 기업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조사대상(일반국민, 공무원, 외국인)은 
‘한국사회가 부패하다’ 라는 응답의 비율이 전년보다 증가하였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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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사회분야별 부패수준비교

<자료 : 2014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인식도 종합결과>

<표 3> 응답자에 따른 사회분야별 부패

구분

정당 
및 

입법
분야

사법
분야

행정
기관

공기
업

민간
기업

언론
분야

종교
단체

시민
단체

교육
분야

문화/
예술/
체육
분야

노조 
등 

노동
단체

일반국민 2.45 3.42 3.95 3.18 3.97 3.38 3.65 4.59 4.52 4.39 3.71

공무원 3.14 4.66 6.62 4.57 4.49 3.41 4.64 5.32 5.72 5.16 4.95

기업인 3.00 4.28 4.53 3.98 4.76 3.88 4.18 4.96 4.98 4.75 4.25

외국인 4.60 5.43 5.32 5.15 5.06 5.21 5.27 6.02 5.69 6.05 5.55

<자료 : 2014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인식도 종합결과>

  모든 조사대상이 정당‧입법(평균 3.30점)을 가장 부패한 사회분야로 평가한 반면, 
청렴한 분야에 있어서는 조사대상별 차이가 발생하였다. 일반국민은 시민단체(4.59
점), 공무원은 행정기관(6.62점), 기업인은 교육분야(4.98점), 외국인은 문화/예술/체
육분야(6.05점)를 각각 가장 청렴하다고 평가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은 공무원만이 사회
분야중 ‘행정기관’을 가장 청렴(6.62점)한 것으로 인식하여 다른 평가대상의 인식(평균 
4.92점)과의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본 연구대상인 공기업 분야에 대한 응답자들의 
평가를 보면 일반국민의 경우 정당 및 입법 분야를 제외하고는 가장 ‘부패하다’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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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정부에서 관피아 척결을 내세우면서 공공기관의 최고관리자에 대한 임명을 낙
하산이 아닌 내부승진의 방식으로 바꾼 이후에도 기관장들의 부패행위로 인한 폐해는 
끊이지 않고 있다.7) 공기업이 차지하는 경제적 비중과, 국민들이 향유하는 필수적인 
사회기반서비스의 많은 부분을 공기업이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점을 봤을 때 공
기업이 부패로 인해 제 기능을 못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갈 수밖에 없
다.

  한편 여성의 사회적 진출은 산업화가 진행되고 고도화됨에 따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여성들의 교육의 기회가 
늘어남과 더불어 여성들의 전문직 진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비례하여 여성들의 
공직 및 선출직 직위로의 진출 또한 과거에 비하여 비약적으로 증가한 것이 사실이
다. 각종 광고에서도 볼 수 있듯이 ‘금녀의 벽’은 점차 허물어지고 있으며, 사회의 각 
영역에서 여성은 남성 못지않은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2013년기준 여성의 사회적 지
위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를 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 2013년 사회 각 분야 여성인원 비율(%)8)

교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판사 검사 변호사

58.4 23.9 26.1 18.8 64.3 27.4 25.4 19.4

여성공무

원(전체)

5급공채

합격자

외무고시

합격자

사법시험

합격자

7급공채 

합격자

9급공채

팝격자

4급이상 

공무원

고위

공무원

42.8 46.0 59.5 40.2 37.5 42.7 8.8 3.7

<자료 :　2014 통계로 보는 삶에서 재구성>

  또한 여성가족부 보도자료9)에 의하면, 기업의 여성인력 활용에 있어서 전체 직급의 
여성비율도 중요하지만, 특히 의사결정지위의 여성이 존재하거나 많은 기업일수록 재
무성과가 좋다고 밝히고 있다. 다시 말하면 여성 관리자 비율 및 여성임원수가 높을
수록 재무성과(ROE, ROS, 매출액증가율10))도 높으며, 여성임원수와 ROS, ROE간 상

7) YTN 2015.1.12.일자 ‘내부승진 공기업 사장들...부패혐의 줄줄이 아웃’
8) 각 %는 해당분야 전체인원 대비 여성의 비율
9)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14.8.22.) '여성 관리자 비율 높을수록 기업 성과도 높아'
10) 자기자본이익률(Return On Equity, ROE) : 당기순이익/평균 자기자본×100
   매출액수익률(Return On Sales, ROS) : 순이익/매출액×100
   매출액증가율 : 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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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관계가 높다는 것이다. 조직 내 여성의 대표성(비율)과 조직문화의 유형은 조직구성
원에 의해 인식된(perceived) 직무만족, 직무스트레스, 조직몰입과 같은 직무행태와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 연구도 존재한다(이창길, 2006; 김호정, 
2004, 2002; 정동섭, 2007).
  하지만 위와 같이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고 그와 더불어 여성의 사회경제적 
기여가 확대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지만, 여성이 그와 걸맞는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지
를 살펴보자면 현실은 그렇지 않다. 아래 표는 UNDP(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에서 발표한 2003년~2009년까지의 우리나라 여성권한척도(GEM)11)를 보면 
대부분의 지표들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호전되고 있으나 그 순위에 있어서는 기대에 
많이 못미치는 편이다. 특히 여성 행정관리직 비율은 일부 중동국가와 함께 세계 최 
하위권에 속하고 있다.12)

<표 5> 2003~2009 UNDP 발표 여성권한척도 

년도 순위/
대상국가 점수 여성의원

비율(%)
여성행정
관리직(%)

여성전문
기술직(%) 남녀소득비

2009 61 /109 0.554 14.0 9 40 0.52

2008 68 /108 0.540 13.7 8 40 0.52

2007 64 / 93 0.510 13.4 8 39 0.40

2006 53 / 75 0.502 13.4 7 38 0.46

2005 59 / 80 0.479 13.0 6 39 0.48

2004 68 / 78 0.377 5.9 5 34 0.46

2003 63 / 70 0.363 5.9 5 34 0.46

<자료 : 여성가족부>

11) 여성권한척도(Gender Empowerment Measure, GEM)는 정치.경제 분야의 중요한 정책결정의 행사
에서 여성참여 정도를 지표화한 것으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지
수이다. 이러한 GEM은 경제력과 정치력에 있어서 여성의 대표성을 측정하는 것으로 정치적 대표성, 
전문 관리직, 경제력, 그리고 소득에 있어서 성 격차가 고려되며, 성 격차에 관한 국제적 비교를 통해 
우리의 여성권한 위치를 파악하는 중요한 도구로써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여성권한척도 자료는 통계
자료 수집의 어려움, 선진국 위주, 도시 엘리트 편향의 통계라는 등의 비판을 감안해 UNDP는 2010
년에 이 두 지수를 대체하는 새로운 성불평등지수(GII: Gender Inequality Index)를 개발했다.(자료 : 
여성신문, http://www.womennews.co.kr/news/49218#.VbBUy6TtlBc)

12) 여성 행정관리직 9%(한국) 이하 7개 국가 : 카타르, 오만, 터키, 아제르바이잔, 알제리, 예멘 , 파키
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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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 부패와 여성의 문제를 결합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이유는 여성이 특별
히 도덕적이라서가 아니다. 한국에서 전통적으로 뿌리박혀있는 남성우월적인 유교문
화와, 이러한 문화가 현재까지도 관행으로 뿌리박혀 제도적 관성에 의해 잘 변하지 
않는다는 점이 공공기관 부패의 한 가지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공
기업 전체 임직원 중 여성이 어느 정도 비율을 점하고 있는지 와는 별도로, 관리직 
여성의 비율 역시 기관의 청렴도와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공기업과 준정부
기관의 주요한 의사결정은 관리자급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볼 때, 소위 ‘유리천장’ 
이라고 불리는 여성의 승진에 있어서의 보이지 않는 불이익이 기업의 청렴도와 어떠
한 관계가 있을지 알아보는 것은 의미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최근에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여성 관리자 확대목표제’ 정책에서
도 볼 수 있듯이, 정부 역시도 공공기관에서의 여성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승진에 있
어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언급한 정책에서는 여성 
관리자 비율의 증가여부가 여성고용의 활성화와 양성평등의 확산 이외에도 해당기관
의 경영실적의 평가요소에 포함될 것이라는 점과,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지표에 책임
경영, 윤리경영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여성 관리자의 비율이 공기업의 
청렴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러한 의문점에서 착안하여 연
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제 2절 연구대상 및 범위

  본 연구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연구대상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다. 2015년 현재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에 따라 공공기관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 에 공공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총 316개의 기관 중에서 공기업(시장형 14개, 준시장형 16
개)과 준 정부기관(기금관리형 17개, 위탁집행형 69개)인 116개 공공기관을 분석 대
상으로 하였다. 기타공공기관을 제외한 이유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기타공공기관
에 비해서 사회적 영향력과 공공성이 더 크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지정
요건과 분석대상 공기업 및 준 정부기관 목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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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공운법상 공공기관 지정요건 및 공기업, 준정부기관 목록
유형구분 지정요건 및 기관명

공기업

(30개)

지정요건 :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이고,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시장형

(14개)

지정요건 :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 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85% 이상인공기업

해당기관 : 한국가스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

부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

역난방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준

시장형

(16개)

지정요건 :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해당기관 :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마사회, 대한석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주택보증(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

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해양환경관리공

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준

정부기관

(86개)

지정요건 : 직원정원이 50인 이상이고,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

기금

관리형

(17개)

지정요건 :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

해당기관 :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기술신용보증기금,  서울올림

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신용보증기금, 영화진흥위원회, 예금

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무역보

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위탁

집행형

(69개)

지정요건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해당기관 : SW공학센터,건강보험심사평가원,교통안전공단,국립공원관리공단,국민건강보

험공단,국제방송교류재단,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극지연구소,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국립생태원,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농업기술실용화재단,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

원,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대한지적공사,도로교통공단,독립기념관,선박안전기술공단,소상

공인시장진흥공단,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서울요양원,에너지관리공단,(재)우체국물류지원

단,(재)우체국금융개발원,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정보통신산업진흥원,정보통신기술진흥

센터,축산물품질평가원,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한국농어촌공사,한

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한국광해관리공단,한국세라믹기술원,한국교육학술정보원,한국가스

안전공사,한국과학창의재단,한국디자인진흥원,한국보건산업진흥원,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석유관리원,한국소방산업

기술원,한국소비자원,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한국시설안전공단,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한국

장애인고용공단,한국전기안전공사,한국전력거래소,한국철도시설공단,한국청소년상담복지

개발원,한국해양수산연수원,한국고용정보원,(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한국해양과학기술진

흥원,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한국노인인력개발원,한국연구재단,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한국

환경산업기술원,한국정보화진흥원,한국산업기술진흥원,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산업기술평

가관리원,한국인터넷진흥원,한국환경공단,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한국장학재단,한국청소

년활동진흥원,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한국임업진흥원,한국기상산업진흥원

<자료 : 공공기관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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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선정한 공공기관의 전체 임직원수 중에서 여성임직원의 비율이 해당 공공기
관의 청렴도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분석하여 그 의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공공기관 청렴도는 부패에 취약한 부분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에 대한 처방을 내
리기 위해 정부가 1999년 대통령 자문기구인 ‘반부패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개발한 
기관의 부패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이다. 2002년부터 국가청렴위원회의 주도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2008년에는 평가영역의 확대에 따라 평가기준이 세분화되고 
정교화 되었다. 이런 탄생 배경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청렴도를 앞서 언급한 공공기
관의 임직원 중에 여성의 비율과 연관시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제 2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제 1절 부패 일반론

1. 부패의 개념

  부패(corruption)에 대한 개념은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또한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도 부패에 대한 인식은 다르다. 과거에는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어지는 
행위들도 시민들의 교육수준, 의식수준이 높아지고 사회가 민주화되고 투명성이 강조
되면서 부패로 인식되어 지는 것이다. 예를 들면 과거에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
는 관공서의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소위 ‘급행세’ 라고 불리는 돈을 
주게 되면 간단하게 해결되었다. 또한 학생들을 둔 부모의 경우 스승의 날에 성의의 
표시로 자녀들의 담임선생님에게 촌지를 건내는 경우도 다반사였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현재 부정한 행위로 간주되고 받은 사람 역시 부패한 사람으로 처벌받는다.
  일반적으로 부패는 “위임된 공적 권력을 사익을 위하여 남용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Boylan & Long, 2003 ; OECD, 20003). Shleifer & Vishny(1993)는 정부부패를 
“정부관리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정부의 자산을 판매하는 행위” 라고 정의하며 정
부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임을 강조한다. 우리나나의 부패와 관련한 법령도 이러한 
부패 개념과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다.13)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으로 약칭) 제 2조 제 4항
은 ‘부패행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⓵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
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⓶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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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은 부패행위를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
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
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
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
는 공무원 개인의 일탈행위로서의 부패뿐만 아니라 공무원과 고객 사이의 병리적 관
계 또는 상호작용까지도 부패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다. 즉, 개인중심의 부패와 관계중
심의 부패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14)

  부패수준을 평가하는 청렴도는 부패의 정도를 측정하는 지수라고 할 수 있다. 따라
서 청렴도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는 부패의 발생 원인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
다. 부패원인에 대한 선행연구 등을 통해 부패 영향요인을 도출하고 영향요인별로 이
론적 배경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2. 부패에 관한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검토

1) 부패의 구조적 요인

  부패를 발생시키는 요인을 사회 구조에서 찾는 이론으로는 매스너와 로젠펠드
(Messner & Rosenfeld)가 제시한 제도적 아노미이론이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사
회의 기저에 오랬동안 존재해 오던 특정 제도나 문화는 그 구성원들의 일탈을 유발시
키는 사회구조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여 부패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낙하
산 인사나 정실인사 등 공기업에서 벌어지는 구조적 측면의 부패는 비합리적이고 비
현실적인 제도적 요인에 의해 유발된다.
  부패의 원인을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연고주의, 온정주의, 답례문화 및 선
물관행, 경조사문화 등 전통적으로 당연시되고 사회에 만연해 있는 사회문화적 전통
이 부패를 유발시키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온정주의는 가족과 같은 혈연이
라는 생물학적인 공통성의 경계를  넘어서, 단순히 다른 사회구성원과의 관계를 보다 
돈독하게 유지하고 싶어 하는 성향을 뜻한다. 이런 관계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
에 의해서보다는 인정, 의리와 같은 합리성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요인에 의해서 유지

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⓷위의 ⓵과 ⓶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
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14) 조정래,이현정,김장회, "일반논문 : 부패와 젠더: 기초자치단체 부패 영향요인의 탐색", 정부학연구
/20, 2014., 89-121,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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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므로, 이와 같은 온정주의적인 비공식적인 제도가 팽배한 사회에서는 정책결정을 
내리거나 행정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 정(情)적인 요소가 합리적 요소를 압도하게 된
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업무를 합리적으로 처리하거나 매뉴얼에 기초하여 처리하려는 
행동은 환영받기보다는 오히려 비인간적인 행위로 낙인찍히게 된다.
  부패의 원인을 조직이나 기관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찾으려는 입장에서는 부패의 문
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시스템적인 보완을 지적한다. 부패방지의 문제는 개인의 윤리
문제가 아니라 상시적이고 보편적으로 작동해야 하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기능하여야 
함을 주장한다. 이는 기업이나 조직의 부패방지의 문제를 윤리경영이라고 부르지 않
는 이유 중에 하나이다.15)

2) 부패의 개인적 요인

  공공부패의 유발 요인을 개인적 측면에서 설명하는 이론은 경제학에서 발전한 이론
으로서 ‘합리적 선택이론’이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모든 행위는 이해타산적인 판단
작용의 결과로서 이루어 지는 것이며, 특히 범죄행위는 범죄행위를 함으로써 얻게 되
는 이익과 범죄행위로 잃게 되는 손실에 대한 행위자의 합리적인 계산과정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부패의 개인적 요인에 대한 이론으로는 지대추구행위 이론이 있다. 
지대추구행위는 해당 조직의 구성원이 자신의 업무상 지위를 통해 금전적인 보상이나 
개인적인 연계를 이용하여 특혜를 얻고자할 때 이루어진다.
  윤태범(2001) 에 따르면 이러한 부패의 요인 중에 개인의 행태에 귀착시키는 것은 
부패를 협의로 이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부패 자체가 아니라 부패행위를 한 
‘부패한 개인’에게 초점이 모아지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바라볼 때, 부패의 원인
과 처방도 개인 중심으로 논의되는 경향이 발생한다. 개인적 윤리의식으로 책임을 돌
리거나 적발과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는 방향으로 처방이 진행된다. 그러나 이러한 인
식은 일부의 부패문제에만 타당할 수 있지 모든 부패문제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
니다

3) 부패의 환경적 요인

  이 관점은 가장 거시적인 시각에서 부패를 바라본다. 곽현근(2010)은 부패 발생에 
있어서 환경적 요인은 부패행위가 공무원 개인이나 법・제도상의 결함에서 발생되기
보다는 뇌물제공 등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기업과 시민 같은 외부 환경적 요인에 기

15) 부경복(2011), 「부패전쟁 : 삼성이 초일류기업이 될 수 없는 이유」, 프리스마. 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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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또한 외부 환경적 요인은 사회・문화적 환경과 역사적 전통
의 부산물, 즉 사회적 불안정, 한국인의 의리의식, 행정문화, 과다한 경쟁 등 포괄적
인 범위까지 확대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부패를 바라볼 경우 부패행위자나 부패행위 자체는 내재적인 이유
보다는 외부적인 원인에 의한 결과로써 작용하기 때문에, 그 책임을 전적으로 행위자
에게 묻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3. 청렴성과 반부패

  공공부패는 해당 지위를 이용한 사적인 이익 추구뿐만 아니라 직무의 불공정・불성
실한 이행 역시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불성실한 직무 수행에는 부작위한 측
면이나 혹은 친분에 의한 업무 수행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의 비난 회피를 위한 피상적
•소극적 업무수행 역시 포함될 수 있다. 즉, 합법적인 틀 내에서 이루어지는 책임회
피, 정책지연과 같은 행위 역시 광의적으로 부패의 한 요소로 볼 수 있다.16)

  청렴성(integrity)이라는 가치는 부정적인 의미의 부패와는 달리 유교문화권인 우리
나라에서 예로부터 강조되어오던 가치이다. 조선시대 ‘청백리’ 와 같이 사리사욕에 얽
매이지 않고 물질적인 가치보다는 공익적이고 대승적인 가치를 우선시하는 사람들이 
존경을 받았었다. 이러한 전통은 청렴성이라는 가치로 계승되어 현대사회에서도 공공
성의 가치 중에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청렴성의 개념과 관련하여 van Blijswijk et al.(2004: 719)은 “법과 원칙, 대중의 
의향과 지단의 이익에 일치하여 공공업무를 수행하여야한다는 공직 의무에 대한 개인
적 지지” 라고 정의한다. 또한 이종수 외(2008)는 청렴성을 “공직에 대한 몰입상태로
서 공직이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윤리적 가치에 대한 헌신적 실천”을 의미한다고 한
다.17) 이러한 청렴성은 부정적인 의미로 이해되는 부패의 대응개념으로서 활용된다.
  청렴성과 부패의 관련성에 대하여 김상미(2006)는 공적 청렴성을 “대중과 국가가 
받아들여야 하는 도덕적 가치와 규범에 따르는 행동의 질” 이라 정의하며 뇌물, 연고
주의, 이해충돌, 자원남용 등의 부패행위는 청렴성 위반에 포함되므로 부패와 청렴성
을 같이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반면 곽형석(2008)은 청렴성은 부정부패가 
없는 상태 이외에 정직성, 신뢰성, 공정성, 객과성, 정의 등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
념이라고 규정한다.18)

16) 김병섭, 박순애 편, 「한국사회의 부패 : 진단과 처방」, 서울：박영사, 2013 p.7
17) 박순애,박재현, “청렴성 개념과 측정 모형에 관한 타당성 연구”, 2009, 한국부패학회보 14(1) p.7에

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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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성과 반부패와 관련한 위의 논의들을 고려했을 때 부패하지 않은 ‘반부패’의 
상태는 ‘청렴성’이라는 요소를 구성하는 부분집합으로 기능할 수 있을지 모르나 청렴
성과 동등한 위상을 갖기는 어려워 보인다. 현대사회에서 요구되는 반부패의 구호는 
어떻게 보면 ‘청렴성’을 강조하기에는 고려해야 할 사항이 너무 많아서 실현가능성이 
떨어지기에, 청렴성 대한 대체개념으로서 기능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제 2절 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논의

1. 공공기관의 중요성

  공공기관이란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이
다. 2015년 현재 316개의 기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공기관으
로 지정되어 전기, 가스, 수도, 교통, 4대 보험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인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국민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316개의 
공공기관 중에서 공기업은 30개, 준정부기관은 86개, 기타공공기관이 200개이다. 우
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중에도 공공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매일 이용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일상생활은 상상하기 어렵다. 
  규모 면에서도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편으로 고
용 측면에서 볼 때, 공공기관의 인력은 2013년 말 현재 약 27만 2천명으로 우리나라
의 경제활동인구(2,573만 6천명) 중 1%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국가 행정공무원 정원
(61만 5천명)의 44.2%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경제적 규모 측면에서도 2013년 말 30
개 공기업의 매출액(약 153조원)이 삼성전자 매출액(158조원)과 비슷한 수준임을 볼 
때 우리나라 공공기관이 국민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2013년 공공기관의 예산 규모는 약 574조 7천억 원으로 이는 2012년 말 
GDP(1,298조원)대비 44.3% 수준이며 2013정부 일반회계 예산(349조원)의 1.7배 수
준에 이른다.19)

  공기업은 이러한 공공기관의 하위개념으로서 직원정원이 50인 이상으로 자체수입액
이 총수입액의 1/2 이상인 기관을 말한다. 공기업은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
업으로 나뉘는데, 시장형 공기업은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 수입액 중 자체수
입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공기업을 말한다. 그리고 준시장형 공기업은 

18) 박순애,박재현, “청렴성 개념과 측정 모형에 관한 타당성 연구”, 2009, 한국부패학회보 14(1) p.8에
서 재인용

19)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4). 공공기관 현황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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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을 말한다.20)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한 수준이다. 
2012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에 의하면 전체 공공기관의 자산 731.2조원 중 약 
71%인 524조원이 공기업의 자산이고, 전체공공기관 부채 493.4조원 중 약 71%인 
353조원이 공기업의 부채이다21). 공기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는 대부분 사회적 공익
의 추구라는 공공성에 기초하고 있다. 공기업이 만들어지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시장
실패, 국제 정치적 요인, 국내정치적 요인으로 나눠볼 수 있다.
  먼저 시장실패에 대한 정부의 정책대응으로 설명할 수 있다. 시장의 불완전성과 비
효율성에 대해 정부가 정책적 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해 공기업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경제주권의 장악 및 민족주의 결과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식민지시대의 
청산에 따라 국내에 진출해 있던 외국자본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국유화는 많은 신생
국가들의 정책이었다. 마지막으로 국내 정치의 산물로 공기업이 출현한다고도 볼 수 
있다. 공기업은 정치가들에게 노후를 보장하는 ‘대기실’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정치자
금의 창구로서도 기능한다.22)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한다. 공기업은 1960년대 이후 경제발전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핵심역할을 담당
하였다. 전후 민간기업의 경제기반이 취약한 가운데 정부주도의 경제개발전략의 핵심
요소로서 공기업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다. 준정부기관은 정치•사회•경제적 인프라 
구축이 덜 된 상태에서 아직 미성숙한 민간부문의 역할을 정부가 떠맡으면서 생긴 조
직이다. 이러한 공공기관의 역할은 지금까지도 사회의 공공성 유지를 위해서 지속되
고 있다.

2. 공공기관에서의 여성

  위에서 언급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과 같은 공공기관이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중
요성에 걸맞지 않게 공기업부문에서의 여성인력의 활용현황은 열악하다.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산업화가 성공적으로 진해되면서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활발해지고, 양성평
등의 가치가 상식이 되어가는 것과 더불어 공공기관에서의 여성이 차지하는 위상도 

2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21)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공공기관현황편람
22) 김준기(2001), “정부개혁과 행정학 연구 ; 공기업 민영화정책의 평가와 향후과제”,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pp.45-68에서 인용하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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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져야 하는데 현실을 그렇지 못하다. ‘유리천장(glass ceiling)’ 현상이 그 어디보
다 심한 조직이 공공기관이다.
  2014년 6월말 현재 정부가 지정한 시장형 및 준시장형 공기업 30곳의 남녀 임직원 
직급별 분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임직원 9만7천748명 가운데 여성은1만1천614
명(11.9%)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는 10대 그룹 상장사 여성 비율의 절반에 불과한 수
준이다. 3월 말 기준 10대 그룹 상장사 전체 직원은 62만4천909명이고, 여성은 
20.9%인 13만912명 이다. 특히 공기업 여성 직원은 사원급이 6천392명, 과장급 5천
148명으로 하위직급 인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부장급은 전체 직원의 0.1%에 
불과한 72명이었고, 여성 임원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최연혜 사장과 한국광물자원공
사 홍표근 상임감사위원 등 단 2명(0.002%)에 불과하다. 10만명중 2명의 확률로 여
성임원이 되는 것이다. 이는 민간부문 10대 대기업 여직원의 임원 승진 확률(0.07%)
과 비교할 때 35분의 1 수준이다.23)

  이러한 성비불균형을 타개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양성평등 균형
인사정책인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확대목표제’에서는 여성관리자 비율 40% 이상 기관 
등을 제외한 257개 기관에서 기관별 여성관리자 확대계획(팀장급 이상)을 수립하여 
20113년 12.7% 에서 2017년 18.6%로 확대하고자 한다.24)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과 같은 공공기관은 민간부문보다 한층 더 강한 공익과 공공
성이 요구된다. 양성평등과 같은 형평성의 가치는 공공성의 중요한 요소인 점을 고려
해 볼 때, 인력운용에 있어서 성별격차를 해소하려는 노력은 더 강화되어야 할 것으
로 보인다.

3. 공공기관 부패

1) 공공기관 부패와 민간기업 부패의 차이점

  특히나 본 연구에서 공기업 등 공공부문 부패에 주목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민간 
기업에서도 부패는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민간 기업에서 발생하는 부패의 문제와 공기
업 부문에서 발생하는 부패의 문제는 그 성격이 다르다. 민간 기업에서 발생한 부패
로 인한 피해는 주주들이나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소비자가 입게 된다. 하지만 
공기업이나 준 정부기관과 같이 서비스의 독점적 성격이 강하고, 민간부문보다 한층 

23) 연합뉴스 2014.8.20. ‘공기업 여성홀대 극심…직원 10만명중 여성임원 2명뿐’
24) 기획재정부 2015.2.16. 보도자료 ‘2015년 공공기관 인력운영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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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강한 공공성이 요구되는 조직에서 발생한 부패는 피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국
가와 국민 전체로 범위가 확산된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설립 시 국민의 세금을 이용하여 정부가 투자한 정부투자기
관의 성격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 국민 세금이 투입되고, 책임소재가 불확실한 점 
때문에 ‘방만 경영’이라는 꼬리표가 항상 따라붙는다. 낙하산 인사, 공적 사적으로 연
결된 네트워크에서 발생한 방만한 경영은 부패의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 되어 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2012년 공공기관 286곳 중 약 30%
에 이르는 82곳의 기관장이 주무 부처 출신이었다.25) 공공기관은 많고 적음의 차이는 
있겠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설립이 되었고, 많은 부분 국민의 혈세를 통해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공기업 부문은 일반 민간기업과 달리 이윤의 추구보다는 국가 
정책의 차원에서 거시적인 공공성을 더 우선시 할 수밖에 없다. 부패의 정도와 양태
는 민간기업과 다를지 모르나 그 부패가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은 공기업을 비롯한 공
공기관의 경우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반부패와 청렴의 문제에 있어 민간기업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2)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부패 원인과 유형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부패발생 원인은 앞에서도 언급한 일반론적인 부패발생 원
인과 더불어 불합리한 제도, 경영의 불투명성, 기업지배구조의 취약한 부패통제기능, 
과도한 정부규제 등과 같은 법적 • 제도적 요인, 개인의 가치관 • 윤리의식, 조직문화 
등의 행태적 요인, 그리고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풍토와 정치 • 행정적 환경 등의 체
제적 요인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서 부패 유형을 분류하는 또 하나의 기준은 구체적인 부패
행위의 범주를 찾아내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의 조직 및 인사관리영역에서는 
부적합한 임원 임명, 승진인사 과정에서의 부당한 외부청탁, 승진 및 보직부여 시  
금품상납 등의 부패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공사발주 및 조달 영역에서는 금품, 향응
수수, 공사비 과다책정, 용역감독 소홀 등의 부패가 발생하고 있다.26)

25) 동아일보 2014년 8월27일자 기사 ‘꿈쩍 않는 ‘관피아’ 철옹성… 부패 고리 못 끊으면 개혁 빈말‘ 
26) 한국공기업학회•삼일회계법인 공편(2001). 공기업분야 부패방지 대책 연구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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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과 조직의 행태적 요인

  (1) 개인의 윤리의식 및 전문성 부족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임직원들의 부패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윤리의식이 결여
되어 있을 경우에는 부패를 야기하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개인의 
주식투자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공금을 횡령하거나, 예금을 유치하는 대가
로 거액의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등의 부패사례는 개인의 윤리의식 부족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개인의 윤리의식은 부패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 및 
업무수행과 관련한 청렴성, 정직성 등으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업무처리과정에서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전문성 부족도 부패
를 유발하는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공사발주 과정에서 빈번하게 나타나
고 있는 공사비의 과다 계상 문제, 회계의 투명성 문제,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부패는 
임직원들의 전문성 부족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2) 반부패 활동에 대한 최고경영진의 저극적인 관심과 역할의 미흡

  부패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최고경영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신뢰성 확보
가 필요하다. 각 공공기관 수준에서의 반부패 대책 수립과 이의 집행활동이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반부패 활동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최고경영자의 경영목표 설정과 경영에너지 배분에 있어 투명경영의 실
현 및 반부패 활동 등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거나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하는 것이 어려
운 실정이다. 즉 기업성, 효율성 중심의 산출목표 극대화를 강조하는 최근의 경영여건
이나 해당 기관에서의 부패가 빈번하게 노출될 경우 최고경영진의 평가에 미치는 부
정적인 영향 등으로 인하여 반부패 활동에 대한 최고관리자의 적극적인 역할을 유도
하고, 책임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3) 부패에 관대한 조직문화와 분위기

  조직문화와 분위기는 조직구성원의 직무행태와 의사결정의 준거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부패에 관대한 조직문화와 분위기는 ‘부패의 기대비용’을 낮추는 효과
가 있어 부패발생의 개연성을 높이게 된다.27)

27) 한국공기업학회•삼일회계법인 공편(2001). 공기업분야 부패방지 대책 연구 p.29



- 20 -

 <표 7>에서 볼 수 있듯이 부패 거부자에 대한 조직차원의 배척분위기는 그렇게 문
제될 정도는 아니지만, 떡값이나 촌지에 대해 거부할 경우 직면하게 될 소외될 가능
성은 큰 것으로 나타났고, 부패신고에 대한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점으로 봤을 때, 
공기업 부문의 부패에 관대한 분위기는 상당히 커 보인다. 2001년의 이러한 결과가 
조직문화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면 2015년 현재까지도 이러한 경향
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표 7> 공공기관의 부패통제 지향적인 조직문화와 분위기28)(단위 %)

구분

매우

그렇

다

그렇

다

그런

편이

다

보통

이다

아닌

편이

다

아니

다

전혀

아니

다

합계

업무처리 관행으로 제공

되는 떡값이나 촌지를 거

부할 경우 오히려 다른 

동료들로부터 소외될 수 

있다

0.2 2.0 6.3 11.5
16.9 36.1 27.0

100

80
기관내부의 비리직원에 

대한 기관장이나 상급자

를 비롯한 조직내부의 대

응이나 태도는 엄격하다 

8.7 26.6 25.8 23.0
9.5 4.0 2.4

100

15.9
기관내부의 비리직원을 

내부적으로 신고하거나 

고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다

3.8 11.5 20.1 24.7
22.7 13.5 3.8

100

40

 <자료 : 공기업분야 부패방지대책연구(2001)>

4) 법적 제도적 요인

  (1) 조직 구성원들의 도덕적 해이와 부패통제기능 미약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지배구조 형성의 토대가 되는 재산권을 비롯한 소유주체가 
명료하게 구분되고 정의되어 있지 않다. 이 때문에 공기업은 ‘주인 없는 기업’ 또는 
‘주인 없는 대리인(an agent without a principal)’ 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28) 표7~9까지의 설문조사 결과는 2001년 한국공기업학회에서 13개 정부투자기관의 500여명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패에 관한  설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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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공적인 소유구조가 내재적으로 안고 있는 약점으로 인해 
경영자 및 임직원들에 대한 통제활동이 효과적으로 수행되지 못한 나머지 기관 경영
과정에서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형태의 대리인 문제가 광범위하게 존재할 
수밖에 없다. 공기업에서의 대리인 문제는 재량권 행사를 통한 자기목적의 추구, 지대
추구행위(rent-seeking behavior) 등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또한 공기업의 구성원들
은 장기적인 조직의 이윤증대로 인한 편익을 나누어가질 수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자신에게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다가 실수를 저지르는 것보다는 임무태만이 보다 안전
한 것으로 생각하는 무사안일한 위험 회피적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자기목적
추구 또는 지대추구 행동 등 대리인 문제는 결국 과잉인력, 높은 급여, 공금횡령 등 
임직원의 부정행위, 인건비성 비용의 부당집행 등 금전적 • 비금전적 행태의 각종 부
패를 유발하고 있다. 특히 공기업의 자기이익 추구적 사업 확장 노력으로 인해 국민
경제적 성과보다는 조직의 외형규모의 성장을 추구하는 행태는 기관본위의 사업다각
화나 자회사설립 등 공기업부문의 비대화를 초래하였고, 이는 결과적으로 자회사와의 
부당내부거래 등의 부패를 조장하고 있다.

  (2) 정치적 실체로서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공적 소유에 기인한 또 다른 문제점은 이러한 조직들이 경
제적 실체로서보다는 정치적 실체로서 운영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공운법 상의 
공공기관들은 궁극적으로 임명권자에게 책임을 지는 임명직 최고경영진이 경영하고 
있으며, 경영활동에 대한 정치적•행정적 개입의 가능성이 폭넓게 열려있다. 그 결과 
공공기관을 운영함에 있어 정부 또는 정치권으로부터의 부당한 개입과 압력 및 청탁 
등으로 인한 부패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공기업 생성과정에서부터 기업지
배구조에 배태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사회와 감사의 내부통제기능 및 부패통
제기능이 활성화 되어 있어야 하는데, 현실에서 이러한 기제는 잘 작동하지 못한다.
  공공기관은 기업지배구조를 형성하는 소유, 감독, 경영의 세 가지 국면이 독립된 
개별주체 단위로 분리되어 있다. 국민과 정부에 의한 소유, 정부부처•정치인•감사원 
등에 의한 감독, 임명직 경영자와 임직원에 의한 경영이 이루어진다. 공공기관은 외부
지배구조로서 시장기능을 통한 통제가 미약하고, 내부지배구조를 중심으로 기업의 지
배구조가 형성되었다.29)

  이처럼 공공기관은 정치적 실체로서 존재함으로써 발생하는 부패의 가능성과, 취약

29) 정선경, "공공기관의 부패와 지배구조에 관한 연구", 2006., 학위논문(석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
원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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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배구조로 인한 통제의 부족으로부터 발생하는 부패의 여지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3) 법적 • 제도적 독점의 보호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기관들은 대부분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보편적 재화와 서비스
의 공급자로서 자연독점 또는 법적 • 제도적 독점에 의해 독점적 시장구조를 형성하
고 있다. 특히 상품 • 서비스 등의 거래에 있어서 대규모 공급자 또는 수요자로서 거
래 상대방에 비하여 거래상 지위가 우위인 경우가 많다. 그 결과 공공기관들이 독점
력을 남용하거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거래
행위인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와 같은 부패가 발생하게 된다. 이처럼 공기업 및 준정
부기관들이 공급독점자 또는 수요독점자로서의 지위를 누리고 있는 점이 사업발주와 
조달 및 공사시행 등에 있어서 부패를 유발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5) 체제적 요인

  공공기관의 부패는 우리 사회 전반의 사회문화적인 풍토와도 연계되어 있다. 공공
기관과 민간부문의 사업자들 간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부패는 우리 사회 전반의 사
회문화적 풍토, 정치 • 행정체제의 특성 등 체제적 요인들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공사발주 및 조달업무에 있어서 부패의 발생가능성이 있
는 민간사업자들의 부패성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공기업부문 직원들은 민
간사업자들이 ‘법령을 준수하고자 노력하기보다는 청탁이나 금품제공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려고 하는 성향’을 상당한 정도로 갖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표 8> 공기업 부문 직원들의 민간부문의 부패성향에 대한 인식(%)

구분

매우

그렇

다

그렇

다

그런

편이

다

보통

이다

아닌

편이

다

아니

다

전혀

아니

다

합계

민간사업자들은 법령

을 준수하고자 노력하

기보다는 청탁이나 금

품제공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려고 한다

3.2 6.2 22.5
21.1 19.3 20.7 7.2 100

31.9

<자료 : 공기업분야 부패방지대책연구(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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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정부투자기관이 수요 또는 공급독점자로서 민간부문과의 거래관계에서 우위에 
놓여있는 가운데, 청탁이나 금품제공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려고 하는 민간사업자들의 
성향이 상호작용하면서 공사발주 및 조달업무 수행과정에서 부패가 빈발하게 되는 것
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한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경영에 대한 정치권과 정부의 부당한 요구와 압력도 
부패를 유발하는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투자기관인 공기
업 및 준정부기관의 직원들은 공사발주, 인사관리, 업무처리 등과 관련하여 정치권과 
정부로부터 과도하거나 부당한 압력과 청탁 등으로 상당한 애로를 경험하고 있는 실
정이다. 아래 <표 9>는 이러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표 9> 공공기관의 경영에 대한 정치권과 정부의 개입정도

구분

매우

그렇

다

그렇

다

그런

편이

다

보통

이다

아닌

편이

다

아니

다

전혀

아니

다

합계

기관의 공사발주나 인사관

리에 있어 정치인으로부터 

부당한 압력이나 청탁이 있

다

2.8 9.1 22.0
27.3 19.4 14.7 4.6 100

33.9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중앙

행정기관으로부터 과도하거

나 부당한 요구와 압력으로 

애로를 느낀 적이 있다

2.6 11.6 22.6
25.4 18.2 46.2 3.4 100

36.8

<자료 : 공기업분야 부패방지대책연구(2001)>

   제 3절 여성과 부패에 관한 논의

1. 여성과 범죄와의 관계

  부패는 조직구성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기관의 경쟁력을 훼손시킨다. 또한 부패한 
행위를 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집단이 있다면 필연적으로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피해
를 보는 집단도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부패와 범죄는 큰 범주에서 동일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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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과 부패와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은 조심스럽다. 자칫하면 남녀 간 성대결 양상
으로 치달을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여성에 대한 적극적 조치
(Affirmative Action)의 근거로 작용하여 역차별의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기 때문이
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도시화되고, 정보화사회로 이행하면서 여성의 경제활동과 사회
참여가 증가함과 더불어 여성 범죄율도 이전보다 높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여성에 
비해 남성의 범죄율은 훨씬 높다.
  아래 <표 10>은 2009년에서 2012년까지의 5년간 성별 범죄자의 추세를 보여주는 
자료이다. 여성범죄자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이는 교통범죄를 
저지르는 여성의 비율이 증가함으로 인해 전체 여성범죄율을 끌어올리는 데 그 원인
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0> 주요 범죄유형별 범죄자 성별 인원수 및 구성비 추이(2009~2010년)30)

<자료 : 범죄통계, 경찰청, 2013>

  또한 아래에서 볼 수 있듯이 거의 모든 범죄행위에 있어서 여성이 남성보다 낮은 
범죄율을 보여주고 있고, 부패와 관련된 공무원 범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30) 경찰청 2013년 범죄통계, http://www.police.go.kr/files/infodata/crimes2013/2-2%20범죄자
의%20특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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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성별에 따른 범죄자 수와 여성범죄자 비율31)

2013년 계(A) 남 여(B)
여성비율(%)
(B/A × 100)

미상

계 2,147,250 1,646,783 349,846 16.3 150,621

형법범 1,109,226 841,071 186,056 16.8 82,099

재산범죄 556,966 392,618 96,875 17.4 67,473

강력범죄(흉악) 28,180 26,622 958 3.4 600

강력범죄(폭력) 349,305 290,044 54,332 15.6 4,929

위조범죄 28,110 18,068 6,645 23.6 3,397

공무원범죄 4,486 2,947 260 5.8 1,279
직무유기 1,582 842 122 7.7 618

직권남용 1,377 721 53 3.8 603

수뢰 1,053 968 45 4.3 40

증뢰 474 416 40 8.4 18

풍속범죄 33,477 26,393 6,507 19.4 577

과실범죄 8,139 6,567 1,368 16.8 204

기타형법범죄 100,563 77,812 19,111 19.0 3,640

<자료 : 범죄분석, 대검찰청, 2013>

  위 통계에서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는 나와 있지 않지만,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이들 모두 공공부문이라는 큰 
범주에 속해 있고 직업안정성, 임용결격사유 등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위의 통계
로 봤을 때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범죄율 역시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앞선 논의에서도 남성에 비해 여성의 범죄율이 낮다는 통계를 제시한 바 있다. 이
처럼 여성이 저지르는 범죄가 남성보다 적은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가 있다. 여

31) 대검찰청 홈페이지 2014 범죄분석. 
http://www.spo.go.kr/spo/info/stats/stats02.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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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서는 본 연구가 여성과 부패의 관계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출산과 육아, 사회 내 여러 부문에서 겪는 여성으로서의 불평등, 경력단절 후 
재취업 곤란 등 여러 이유로 여성의 사회활동이 남성보다 소극적일 수 밖에 없는 현
실에서, 그만큼 범죄의 접근 가능성이 당연히 떨어진다고 한다. 따라서 여성의 활발한 
사회참여는 범죄율도 끌어올릴 것이라고 한다(Simon, 1975; 장상희, 1996). 이와는 
다른 시각으로 사회연대이론 혹은 범죄의 통제이론가인 Hirshi(1990)는 같은 상황이
라도 여성의 범행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신념, 애착, 참여, 전념 등의 여성성
(femineity)의 요소가 사회생활에 반영되어 통제력이 남자보다 높기 때문이라고 한다. 
유사한 의도로 국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여자청소년의 통제력이 남자보다 높음을 경험
적으로 분석한 연구도 있다(민수홍, 2002; 심보영, 2004; 김옥현, 2010)

2. 여성과 부패수준과의 관계

  제조업 위주의 산업생태계에서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의 
발달로 인해 지식기반사회로의 산업구조의 변화는 과거에는 과소평가되었던 여성인력
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지속되고 
심화됨에 따라 여성인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국가경쟁력 확보에 있어서 중요한 요
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여성노동력의 공공부문에의 활발한 참여로 인
한 유입은 여성인력의 효과적인 활용 차원을 넘어 사회의 부패를 감소시키는 데 긍정
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32)

  Dallar 외(1999)는 정부에서 여성 참여와 인식된 부패 수준간의 관계를 100여개 나
라를 표본으로 하여 검토함으로써, 여성의 참여증가가 부패를 감소시킴을 입증하였다. 
ICRG(International Country Risk Guide’s) 부패지수로 측정한 결과에 의하면, 여성 
참여 증가와 부패수준 사이의 관계는 일관되게 부의 효과를 가지며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관계를 갖는다는 사실을 보이고 있다. 서구 선진국에서는 여성의 사회참여, 공공
부문 참여와 부패수준 간의 관계에 관한 경험적인 연구가 소수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는 진행되어 왔다. 연구들에 따르면, 여성은 상대적으로 ‘뇌물을 공유하는 오래된 남
성 네트워크’에 덜 관여한다고 주장된다(Azfar, Knack& Lee). Peters & 
Welch(1978)는 동일한 수준의 부패에 대해 남성이 여성보다 더 관대한 태도를 보인
다고 결론짓는다. Azfar, Knack & Lee(1999)는 경제와 정치 분야에서 여성의 역할
을 확대시키고, 증가시키는 정책이 사회적인 형평성뿐만 아니라 부패의 감소에도 도

32) 조정래,이현정,김장회, "일반논문 : 부패와 젠더: 기초자치단체 부패 영향요인의 탐색", 정부학연구
/20, 2014., 89-121,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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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을 준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또한 Dollar, Fisman & Gatti(2001)는 여성 국회의
원의 비율이 높을수록 부패의 수준이 낮아진다고 경험적으로 증명하였다.
  우리나라의 연구를 보면 정철현･김종업(2009)은 구청공무원을 대상으로 층화무작위 
기법을 이용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여성공무원이 남성공무원에 비하여 윤리의식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미경(2002)은 경험적인 검증을 실시하지는 않았지
만 기존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여성의 정치･경제활동을 증대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하
고 있다. 주장의 요지를 보면 전 세계적으로 부패와 투명성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부패를 방지하고 행정과 정책결정과정에서의 투명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들이 모색되고 있고, 그 중에  우리나라에도 확대 도입할 만한 
한가지 방법이 공직부문의 여성 참여비율 증대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사례로 들고 
있는 것이 스웨덴이나 핀란드와 같은 북유럽 국가이다. 이들 국가는 부패수준이 낮고, 
국가 투명성과 국가경쟁력이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들 나라에서 
여성의원 참여비율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결국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덜 부
패하고 더 청렴하기 때문에 여성의 정치･경제활동 증대가 부패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는 것이다. 2004, 2005년도에 실시한 부패인식도 조사에 바탕을 둔 진종순․서성아
(2007)의 연구에 의하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부패행위와 같은 범죄에 연루될 가능
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진종순(2009)의 연구는 여성 공무원 비율이 높을
수록 청렴도가 높아짐을 확인했다. 여성 공무원은 뇌물에 대해 상대적으로 심한 거부
감을 보이며 이러한 태도는 남성 동료에게도 영향을 미쳐 부패 통제에 긍정적인 영향
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원칙과 규정의 준수, 부당한 금품수수를 하지 않는 
등 여성이 남성에 비해 부패에 엄격하였다. 서기용(2014)는 비록 경찰공무원에 한정
된 연구이긴 하지만 의무불이행, 불법행위 유형에 대하여 부패인식도를 측정,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여자 경찰공무원이 앞서 언급한 두 유형에 대하여 남자 경찰공무원보다 
부패인식도가 높음을 밝혀냈다. 이는 여자 경찰공무원이 남자 경찰공무원보다 부패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보
여준다. 정철현 외(2009)의 연구에 따르면 여성공무원이 남성공무원에 비해 윤리의식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영(2002)은 부패에 있어 남녀 간 성별차이가 있다
는 것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하고 있다. 의회, 정부부처,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참가율이 높은 나라에서 부패의 정도가 낮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한국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인원 중에서 여성이 차
지하는 비율과 해당기관의 부패수준을 나타낸 공공기관 청렴도 간에 어떠한 연관관계
에 있는지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의문은 합리적인 것이며 이에 대해 실증적으로 알아
보는 것은 의미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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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부패수준과의 관계

  ‘여성의 사회참여’의 하부개념이면서 이보다 더 나아간 개념이 ‘여성의 사회적 지
위’이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논의한다는 것은 여성의 사회적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사회의 대부분의 조직이 피라미드형 관료제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봤을 때, 여성의 사회참여가 어느 지위에서 이루어지는지는 조직이 어떻게 운
영되느냐 와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공공조직에 한정하여 봤을 때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는 고용 및 승진에 있어서 적극적 조치(AA)라고 할 수 있는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
와 ‘여성관리자 임용 확대 계획’ 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차별을 시정하고 공공행
정의 기본가치 중의 하나인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은 모범적인 고용주
로서의 바람직한 행태라고 볼 수 있다. 조직 내 인사관리에 있어서 형평성을 제고하
고자 하는 조치들은 대표관료제(representative bureaucracy)에 기반을 두고 정당화 
된다. 
  대표관료제란 공무원의 충원 등에 인종이나 성(gender)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특성
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박천오,2010, p.178). 대표관료제의 논
리적 정당성을 제일 먼저 제시한 이는 Kingsley(1944)이다. ‘왜 대표관료제가 필요한
가’라는 규범적 질문에 대해 Kingsley(1949)는 대표관료제를 통한 참여의 촉진은 관
료의 책임성(responsibility)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이는 사회적 불평등적 요
소 해소와 이에 따른 사회적 불만의 해소를 통해 결과적으로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대표관료제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계급적, 규범적 차원의 논의로 치환되어 다양한 사회적 소수집단의 공직진출을 정당
화시키는 논거로 활용되어왔다.33)

  여성의 사회참여의 확대 및 지위향상과 더불어 사회 전반에 걸친 반부패, 청렴에 
대한 강조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확고한 트렌드로 자리매김 했다는 점을 볼 때, 여
성의 사회진출 확대와 사회의 투명성, 청렴성 증대에는 모종의 관계가 있는 것이 아
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문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청렴도 간
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지위와 관련된 변수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요구
된다.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어떻게 측정하느냐에 따라 분석결과의 차이가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청렴도와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33) 김선희 ( Sun Hee Kim ). 2012. 여성 공무원의 능동적 대표성에 대한 탐색적 분석. 행정논총, 
50(1): 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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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다.
  David 외(1999)는 공공부문에서 여성공직자 비율이 증가하면 부패가 줄어든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때 측정에 활용한 변수는 정부에 대한 여성참여, 여성의 
의회진출, GDP 수준 등이다. 또한 Kaufman 외(1999)와 이영(2002)은 여성의 정치･
사회･경제참여도가 부패수준을 낮춘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때 여성의 사회
적 진출을 파악하기 위한 대리변수로 국회의원 중 여성비율, 장관과 상위공직자 중 
여성비율, 노동참가자 중 여성비율을 사용하였다. 진종순(2009)은 여성의 공공부문 참
여가 부패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와 같은 연
구를 위해서는 여성의 공공부문참여도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때 행정안전부
의 부처별 여성임용현황자료인 여성공무원 비율을 활용하였다. 또한 진종순･서성아
(2007)는 기존 연구에서 성별을 영향요인으로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에 입각하여 여성
노동력이 전체 노동력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대리하는 변수로 
활용하기도 하였다.34)

  선행된 연구에서 보듯이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통제력이 강하고, 뇌물
에 대한 거부감이 강한 점으로 봤을 때 부패통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을 예
상해 볼 수 있다. 또한 여성의 사회참여가 활발할수록,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
록 해당 부처의 부패수준을 낮추었다는 연구는 공기업 분야에서도 이러한 연구가 적
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제 4절 개인부패가 기관부패로 확산되는 기제에 관한 논의

  앞 절에서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부패, 공공부문에서의 여성의 위상, 여성과 
부패에 관한 논의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조직의 구성원으
로서의 여성이 조직 내에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소속된 조직과 기관의 부패수준(청
렴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이다. 따라서 개인차원의 청렴(또는 부패)의 성향이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해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볼 필요가 있다. 개인이 저지른 
부패행위가 일회적인 개인적 일탈로 끝나지 않고 반복될 경우 다른 조직구성원들에게
도 영향을 미치고 기관전체의 부패와 관련한 인식과 행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번 절에서는 조직구성원으로서의 개인의 부패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소속된 조직으

34) 남승하,김종현,라휘문,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청렴도간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인사행정학회보/9, 
2010., 129-149, 한국인사행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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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더 나아가 기관 전체로 확산되어 기관의 부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조직문화와 관련한 논의, 사회자본(Social Capital)이
론과 연결망(Network) 이론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조직문화와 부패

  부패를 첫 출발은 어찌되었든 개인일 수밖에 없다. 개인의 부패가 소속 조직으로 
확산되고 전체 기관으로 전염병처럼 퍼지는 것이다. 조직의 분위기나 문화에 따라 특
정한 행위라 할지라도 부패한 행위가 될 수도, 용인될 수준의 행위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부패의 문제는 곧 조직문화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윤태범(1999)에 따르면 조직문화는 조직구성원들의 행동규범을 제공한다는 면에서 
개인수준의 접근방법에서 부패의 원인을 규명할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관행에 의해
서 이루어지는 제도화된 부패를 설명하는 데 유용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도화된 부패는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해서 일관되게 그리고 일정한 유
형으로 고착되어 발생한다. 이처럼 일종의 생활양식처럼 부패가 존재할 때 그것은 그 
조직의 하나의 조직문화가 된다.
  부패에 대한 기존의 접근은 주로 사회문화 차원에서 우리 사회의 문화적 특성들이 
부패를 일으킨다고 본다(김호섭,1994; 송창근, 박홍식, 1994). 예를 들어 권오성
(2005)은 한국사회의 가치 구조적 특성인 출세적 연고문화, 배타적 권위주의, 위계적 
집단주의 등이 부패와 관련되어 있다고 한다. 연성진(1998)은 사회문화적으로 한국의 
가부장적인 가족제도와 가족주의, 의리의식과 정의적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전통, 전통
적인 관존민비 사상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 전수일(1984)은 관료 지상주의 가치관, 권
위주의적 행태, 가족에 대한 충성심과 연고주의, 정의적 사회를 관료부패와 연계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문화가 공무원의 행태와 어떻게 연계되고 잇는지
에 대해서는 검증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대부분의 부패에 대한 문화적 접근은 거시
적인 사회문화와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다. 
  조직문화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부패관행에 대한 실증적 연구로 고길곤, 이
보라(2012)은 사실적 의미에서의 관행은 사회구성원들에 의하여 통상적으로 널리 행
해지고 있는 행위로서, 부패인지 아닌지 혹은 불법행위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과는 
별개로 사회적으로 얼마나 만연해 있는가, 일상화되었는가의 기준에 의해 판단되는 
개념이라고 하고, 사실적 행위인 관행이 규범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당위의 영역
에 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관습이 된다. 이 경우 관습은 백색부패와 유사하게 되며 매
우 강력한 문화적 현상으로 기능한다. 따라서 관습은 규범성을 띄게 되고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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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는 매우 어렵게 된다.
  부패나 청렴에 대한 인식은 개개인마다 다르고 자연인으로서의 개인과 조직인으로
서의 개인이 인식하는 부패인식도 다르다. 대부분의 부패에 관한 연구는 개인의 입장
에서 부패에 대한 인식을 설문조사하여 합산한 방식이다. 개인의 인식과 조직문화는 
일방적인 영향을 주는 관계가 아닌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점을 생각해보면, 공공기관 
청렴도는 그 기관의 조직문화가 부패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도 기능할 수 있다.

2. 사회적 자본과 부패

  사회적 자본은 Bourdieu와 Coleman에 의해 사회학적으로 이론체계화 된 이후, 
Putnam, Hukuyama 등에 의해 다른 분야로 의미가 확장되어 널리 사용되어지는 개
념이다. 사회적 자본은 개인주의의 심화, 사회의 다원화로 인한 가족이나 직업과 같은 
일상관계의 붕괴해결, 지식기반 경제의 출현으로 인한 지식 공유의 필요성, 세계화 정
보화에 따른 경제사회적 불평등 심화 해결을 위한 정책적 방안으로 크게 조명을 받았
다(이영현, 2006).
  하지만 사회적 자본은 항상 긍정적인 기능만을 수행하지는 않는다. 사회적 자본과 
부패의 관계에 대해 기존 연구의 대다수가 일반적 신뢰(generalized trust)가 부패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긍정적 역할에 초점을 둠으로써 다른 집단에 대한 배타적인 성격
을 지닌 특수화된 신뢰(particularized trust)가 부패를 증가시킬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잇는 측면이 있다. 이에 대해 Putnam이 네트워크, 호혜성의 규범과 관련해 네트워크 
내부에서 정보를 가진 사람에게는 사회적 자본이 일반적으로 유익한 것이 될 수 있지
만, 네트워크 밖에서 정보를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는 항상 긍정적이지 못할 수 있으
며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이정주, 2008)
  사회적 자본은 공동체 수준에 따라 강력한 공동체 내부의 연계를 통해 집단의 정체
성과 공동목표를 강조하는 결속형 사회적 자본(bonding social capital)과 공유목표
가 서로 상이한 공동체 간의 수평적 관계를 중시하는 교량형 사회적 자본(bridging 
social capital)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Gittell and Vidal 1998: 이정주, 2008). 교
량형 사회자본은 외부지향적인 만남과 다양하게 사회적으로 분할되어 있는 사람들과
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확장시키며 집단이 접근할 수 없었던 자원을 연계시킬 수 있게 
해준다. 이와 같은 교량적 사회자본은 정보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사회를 투명하게 만
들고 상호 호혜성을 발생시킴으로서 부패의 가능성이 낮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결
속형 사회적 자본은 본질적으로 배타적이며 내향적인 만남과 교회, 형제애, 동료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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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조직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유사한 사람들의 배타적인 집단을 형성
한다. 제한된 연대와 신뢰 하에 집단 내부에서의 강력한 충성을 낳고 사회적으로 소
수집단에게 물질적, 심리적 자원을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결속된 조직 외의 다른 
집단에게는 적대감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폐쇄성, 분과주의, 불평등성은 결속형  
사회자본에서 많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결속형 사회자본으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는 학연, 혈연, 지연을 통한 각종 모임들이다. 이러한 모임은 비단 
조직이나 기관 외부에서 생성되는 것 뿐 아니라 조직내부에서도 생성된다. 관료제적
인인 위계구조를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 결속형 사회자본은 공식적인 보고체계
를 우회하는 루트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러한 비공식적인 방법은 부패의 온상이 될 
우려가 있다.
  위에서 언급한 부패발생의 원인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결속형 사회자본의 경우 한국
사회에서는 해결되지 않는 난치병으로 계속해서 부패를 구조화시킬 우려가 있다. 공
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인력채용의 폐쇄성, 정년보장과 같은 인사관리는 결속형 사회자
본을 공고화 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남성위주의 조직문화와 이러한 남
성문화와 친화적인 동문회, 향우회 모임, 공기업 분야에서의 낮은 여성의 비율은 비록 
여성이 남성에 비해 청렴할지라도 이러한 청렴성을 조직에 확산시킬 도구와 자원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3. 사회적 연결망과 부패

  공공부문에서의 부패의 발생은 일반적으로 민간부문의 부패 매개자가 존재하는 경
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공공조직 구성원의 부패 문제는 조직 내에서 안정적 업무 추
진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백완기 외(2000)는 공직부패를 연결망 이론을 적용
하여 설명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공직부패가 많이 발생하는 건설•건축, 세무, 환경•위
생, 교통•경찰 등의 4개 민원분야를 각각 4개씩 총 16개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부패
행위자인 부패유발자, 포섭대상자, 연결고리로의 가담자 형태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
과, 부패는 공직 내에서의 상호 연결망을 구성하고 연결망 외의 조직과 배타적인 성
격을 가지고 있는 동료들에 대해서도 부패에 가담하도록 하는 집단 압력과 역동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즉 부패유발자들은 민원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연
결고리(node)를 형성하였고, 연결고리로서의 부패가담자는 상하관계 또는 동료관계 
등의 인적관계에서 부패동업과 상납고리로 연결되어 있는 지극히 단순한 관계에 놓여
있음이 나타났다. 또한 연결망 속에는 부패가담자들인 상급자들이 부하직원들에 대한 
인사비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패통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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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부패의 조직화•제도화•집단화는 결국 부패가 조직문화의 일
부로서 내재화 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공공조직이라는 특수한 배경과 더불어 조직의 구성원으로서의 지대추구 선호의지가 
구성원들 간 연계를 유도하고, 이것이 보다 구체화 되어 구조로 확대･재생산되는 일
련의 과정을 제시하는 연구도 있다. 임성범•김경태(2014)의 연구는 부패연결망의 형성
과 확산에 대해 개인수준에서 형성된 부패의지가 집단과 조직으로 확산되는 동적과정
을 모형화 하였다. 공공부문의 부패문제는 그 발생자체가 단일한 원인에 의한 것으로 
보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부패연결망 형성 및 확산에 있어서 핵심요
인을 찾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 공공조직 부패문제애 대해 원자화된 개인
들의 지대추구(rent seeking)에 대한 선호를 부패연결고리 형성의 원인으로 인식한
다. 그리고 부패행위를 둘러싼 주 행위자 망이 참여자 망을 끌어들여 망 내 node(참
여자)와 line(관계)를 확산 시키는 과정을 ‘정교화의 원리(elaboration principle)’를 
통하여 언급하고자 하였다(Forsyth, 2006:125-7).
  아래 <그림 4>에서 인허가등과 같은 유, 무형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부패의 사슬
을 매개하는 C(증뢰자)가 이권(利權)을 선점하기 위하여 하급공무원 A(실무자)와 상급
공무원 B(관리자)를 포섭하는 경우, 핵심수뢰자 공무원 A와 B의 관계는 부하와 상관
의 관계에서 지대추구라는 매개요인을 통하여 부패행위자 A, B로 바뀌며 C로부터 뇌
물 등 이익을 받은 후 적발에 대한 부담감으로 새로운 수뢰자 A',B'를 소개한다. 또
한 경우에 따라서는 증뢰자 C 가 스스로 A와 B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거나 지대
추구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뢰자 A', B' 혹은A'', B''를 미리 접촉하
여 유착관계를 형성하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동적인 정교화 과정에서 중요하게 영향
을 미치는 2가지 요인은 ‘유사성 원리(Similarity Principle)’와 ‘부정적 사회자본
(Social bads of Social Capital)’으로 볼 수 있다(Forsyth, 2006).이 중 유사성의 원
리는 동료애, 동지의식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의 촉매제로 볼 수 있다. 
동일지역, 동일한 출신학교, 동일계층, 동일직종, 동일 가치관 및 정치관 등 다양한 
유사성과 동질감이 네트워크에 개입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내부 행위자들의 관계를 견
고히 하는 반면, 네트워크의 폐쇄성으로 인한 외부접근 가능성의 차단, 부정적 사회자
본의 개입에 취약할 수 있다는 약점이 있다. 부정적 사회자본은 외부인에 대한 배타
성, 구성원에 대한 지나친 요구, 개인 자유의 억제 등과 함께 위계조직 내에서 '암묵
적 압력'을 형성하고 행사한다(Portes & Sensenbrenner, 1993; Portes & Landolt, 
1996)35)

35) 임성범 , 김경태 “공공조직의 부패연결망 형성 및 확산요인 발견: DEMATEL법을 활용한 전문가 평
가를 중심으로”, 2014,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 2014권 0호 ,한국정책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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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조직 내 부패 Connection의 형성

<자료 : 임성범, 김경태(2014)>

  이 경우 위 그림에서처럼 부패는 조직 내로 확산되며 매개자 C를 통하여 조직원의 
부패개입 가능성은 자연히 높아지고 조직 전체에 대한 전방위적인 로비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처럼 부패네트워크 형성과 확산은 매개자의 유무가 일차적 요인이며, 이 
경우 그 구분에 영향을 주는 후발요인은 (관계와 행위를 매개할 수 있는)매개자와 수
뢰자의 경제행위에 따른 기대이익 정도와 조직의 크기, 손실비용 등으로 고려될 수 
있다(Herrera, 2003). 이러한 네트워크의 확산과정을 통해 조직 내 부패문화가 만연
하고, 공무원과 거래파트너의 부패커넥션 형성뿐만 아니라 공무원과 공무원, 민간업자
와 민간업자 간에도 커넥션이 형성되어 ‘총체적 부패그룹'이 형성 될 수 있다. 즉, 행
위가 구조 속에 배태되어(embedded) 체계화되는 단계이다.36)

  선행연구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여성이 남성에 비해 윤리의식이 높고 부패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고 청렴하다면, 위 그림에서와 같은 주 행위자의 네트워크에 참여할 확
률도 줄어들 것이고, 참여자 망의 연결점에 여성이 존재할 경우 부패가 발생하는 것
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부패가 조직 전체로, 기관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는 있
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36) 임성범 , 김경태 “공공조직의 부패연결망 형성 및 확산요인 발견: DEMATEL법을 활용한 전문가 평
가를 중심으로”, 2014,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 2014권 0호 ,한국정책학회 p.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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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에서 알아본 선행연구와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
리나라에서 부패는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는 심각한 문제이고, 경제발전, 사회발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제투명성 기구 등에서 부패가 심하지 않고 청렴하다고 평가
되는 국가들을 보면 여성의 정치, 사회적 참여는 활발하고 이러한 여성의 상대적으로 
엄격한 윤리성과 높은 사회 참여율이 부패 통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다수 존재한다. 하지만 공공부문의 여성의 비율은 OECD선진국 기준에 많이 못 미치
는 편이다. 특히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직위의 여성의 비율은 더 낮다. 한편 공기
업 및 준정부기관은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러한 공공부
문의 부패는 국가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권위 있고 공신력 있는 우리나라의 
부패통제기구인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국가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청렴도를 ‘공공기관청렴도지수’의 형태로 매년 발표하고 있다. 그리
고 조직 구성원으로서의 개인이 저지른 부패는 조직문화와 관행에 영향을 줄 수 있
고, 결속형 사회자본이나 사회적 연결망에 의해 조직 전체로 확산될 수 있다. 이 과
정에서 여성참여자의 존재는 이러한 확산을 방지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위에서 논의한 공공부문의 부패, 여성과 청렴, 여성의 사회참여와 청렴의 관계를 
바탕으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여성임직원의 비율과 기관 청렴도 간에 어떠한 관

계가 있는지 실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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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분석 틀과 연구 설계

  이상에서 알아본 부패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 공기업과 부패, 여성과 부패와 관련
된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연구에 들어가기 위해 개념적 
분석 틀과 연구가설을 설정해 보았다.

   제 1절 연구의 분석 틀

<그림 5> 연구의 분석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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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연구가설의 설정

앞서 알아본 논의들을 바탕으로 설정한 가설은 아래와 같다.

가설 1.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근로인원 중 여성임직원 비율이 

         높은 기관일수록  기관청렴도가 높을 것이다.

가설 2.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근로인원 중 3급 이상 여성 관리자 비율이 

         높을수록 기관의 청렴도는 높아질 것이다.

제 3절 변수의 설정과 조작적 정의

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나타
난 각 기관의 청렴도이다.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청렴도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외부청렴도이다. 외부청렴도는 민원인 등 업무상대방의 입장에서 주요 대
민업무의 청렴도를 평가한 것이다. 두 번째는 내부청렴도이다. 이 지표는 소속직원의 
입장에서 해당 기관의 내부업무와 문화의 청렴도를 평가한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정
책고객평가가 있다. 이 지표는 전문가 업무관계자, 주민이 해당 기관의 정책 등 업무 
전반의 청렴도를 평가한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모형’은 다음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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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공공기관청렴도 측정모형

<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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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은 공공서비스 유경험자에 대한 설문조사와 부패발생 현황자
료를 기초로 공공기관의 청렴수준과 부패에 취약한 분야를 객관적으로 진단함으로써 
각 기관의 자율적인 개선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공공기관 청렴
도 측정은 공공기관 간 청렴도 비교를 위한 비교지표, 공공기관 청렴수준 및 개선과
제 도출을 위한 진단지표의 기능을 하도록 설계되었다.37)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은 크게 네 가지 목적을 지니고 있
다. 첫째, 공공기관의 부패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측정함으로써 반부패 활동을 위
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기존의 부패 진단 체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
로 부패 수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기 때문에 동일한 경험을 공유하였다고 하더라
도 부패 수준에 대한 심리적 잣대가 모두 상이하여 인식수준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
는 문제점이 있었다. 둘째, 기관의 부패 수준 뿐 아니라 업무별로 부패 수준을 도출
함으로써 부패에 취약한 업무를 파악한다. 셋째 측정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공공 부문
이 자율적으로 청렴도 제고를 위한  활동을 하도록 환경을 조성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청렴도 지표 중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만 사용하기로 한
다. 정책고객평가의 경우 그 측정대상이 정책고객 구성 가능성을 고려하여 중앙행정
기관, 광역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및 일부 공직유관단체(공직유관단체Ⅰ, Ⅱ 유형38))
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외부청렴도’는 행정서비스의 고객인 국민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과정
에서 ‘공직자가 금품 ·향응․편의의 수수 등과 같은 부패행위를 하지 않고, 투명하고 
책임 있게 업무를 처리한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평가자는 대민업무일 경우에는 해
당기관의 민원인이, 대기관업무일 경우에는 공직자가 된다.  외부청렴도는 ‘부패지수’
와 ‘부패위험지수’로 구성된 설문조사 결과에 외부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을 적용하
여 도출된다. ‘부패지수’는 국민(민원인/공직자)이 직접 경험하거나 인식한 금품·향응·
편의수수, 특혜제공 등의 부패수준을 의미하며, ‘부패위험지수’는 국민(민원인/공직자)
이 인식하는 해당업무 수행과정의 공개성, 기준절차 수용가능성, 책임성 등의 부패위
험수준을 의미한다.
  ‘내부청렴도’는 소속직원이 내부고객의 입장에서 ‘해당기관의 내부업무가 부패행위 
없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진 정도’를 평가한 것이다. ‘내부청렴도’는 ‘청렴문화지
수’와 ‘업무청렴지수’로 구성된 설문조사결과에 내부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을 적용

37) 2015년 공공기관청렴도측정 매뉴얼 p.3
38) 정책고객평가의 대상이 되는 공직유관단체는 Ⅰ, Ⅱ 유형(정원 1,000명 이상)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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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도출된다. ‘청렴문화지수’는 ‘조직 내에서의 부패행위 관행화 및 용인정도와 부
패방지제도 운영의 실효성 정도’를 의미한다. ‘청렴문화지수’는 내부고발제도 등 조직 
내 부패통제장치 및 제도가 실효성 있게 구축 · 운영되는지 여부 및 부패와 관련된 
문화 · 행태에 대한 내부 구성원의 인식 정도를 구분하여 측정한다. ‘업무청렴지수’는 
‘인사·예산집행·업무지시 등 내부업무의 수행에 있어서 본인이나 타인의 사익을 추구
하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하며 적법하게 업무를 처리한 정도’를 의미한다. 즉 내부청렴
도는 대표적인 조직내부 업무라 할 수 있는 인사와 예산집행 그리고 상급자의 업무지
시에 있어서 금품·향응 제공, 부당한 예산집행이나 업무지시 사례등과 같은 부패 경험
과 부패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는 것이다.39)

  외부청렴도와 함께 내부청렴도를 측정함에 있어서 기존에는 설문조사 결과로 내부
청렴도를 도출하였으나, 2014년부터 청렴도의 타당도 제고를 위해 부패사건을 점수화
하여 청렴도에 반영하였다. 외부, 내부 청렴도의 감점요인인 부패사건지수의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부패사건에 대해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방식을 통해 지수화하고 있다.
 
2. 독립변수

  본 연구에서의 독립변수는 조사대상 기관의 총 임직원 중에서 ‘여성임직원 비율’과, 
‘3급 이상 총 관리자급40) 임직원 중 여성 관리자급 임직원의 비율’, ‘여성임직원 비율
의 제곱’, ‘여성 관리자급 인원 비율의 제곱’, ‘여성임직원 비율과 여성관리자급 비율
의 곱’이다. 또한 인적구성이 연구원들로 이루어진 준정부기관의 경우에는 관리자급으
로 볼 수 있는 연구원의 직급을 책임연구원 이상으로 설정하였다. 독립변수로서 제곱 
값과 수치들 간의 곱한 값을 넣은 이유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여성비율과 관리자 
비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분석단위를 확장시킬 경우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을
까 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여성 근로자 비율을 총 여성 근로자 비율과 여성 관리자 비율로 하여 분석을 수행
하는 경우 변수 간 상관관계가 높아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으
나, 조직의 의사결정과 경영참여 정도에 있어서 여성 관리자 비율이 총 여성 근로자 
비율보다 더 유의미한 관계를 보인다고 할 수 있으므로 총 여성 근로자 비율과  여성 
관리자 비율을 구분하여 독립변수로 놓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39) 국민권익위원회(2015) 2015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매뉴얼 재정리
40) 공공기관 관리자의 기준을 3급 이상으로 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알리오에 나와있는 공공기관 일

반현황 중에서 노조가입현황에서 노조원 가입 기준이 3급이하, 4급 이하인 기관이 혼합되어 있었다. 
따라서 관리자 직급을 3급 이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만일 관리자직급을 2급 
이상으로 한정했을 경우 여성관리자가 한 명도 없는 곳이 상당수 존재하기에 관리자 직급을 3급이상
으로 한 이유도 있음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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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제변수

  통제변수로는 공기업의 부패수준과 청렴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로 추정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형태(시장형 공기업, 준 시장형 공기업,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업규모(총 임직원 수), 임직원 평균 보수수준, 기관장의 업
무추진비 등을 설정하였다.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구분되고, 그 구분에 
따라 규제의 정도도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형태를 더미변수로 처
리하여 그 형태에 따라 독립변수인 여성임직원의 비율이 기관청렴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 보았다.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규모와 부패에 관한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선행연구는 부
족한 실정이지만, 진종순(2009)에 따르면 정부의 규모가 클수록 접촉의 빈도가 줄어
들고 상호통제가 불가능한 구조가 형성되어 부패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네트워
크가 미비하게 된다는 연구가 존재한다. 이에 따르면 큰 공동체에 속할 때, 구성원은 
적발가능성이 낮다고 여기게 되어 부패에 더욱 연루되는 경향을 띤다고 한다. 따라서 
공공기관 부문에서 정부규모에 대응시킬 수 있는 변수로 기업규모(총 임직원 수)를 설
정하였다. 
  이상철(2004)에 따르면 정부투자기관 조직의 부패기회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행정
재량권, 조직문화, 경제적 보상, 법적 통제 등의 순이고, 부패이미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조직환경, 경제적 보상, 행정재량권, 법적 통제, 조직문화 등의 순서임을 밝히
면서 조직구성원들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기관의 부패와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 따라
서 공공기관의 경우 임직원 평균 보수수준이 기관의 청렴도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이라 보았다. 또한 이와 더불어 기관장 연봉 역시도 기관의 부패와 관련이 있을것이
라고 추정하여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다른 통제변수인 기관장 업무추진비는 각종언론에서 방만 경영의 사례로 지적되고 
있으며, 업무추진비 산정에 관한 세부기준이 없는데다, 기관예산의 2% 범위에서 책정
하여 사용하는 점으로 봤을 때 기관의 부패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변수들은 해당 공공기관의 청렴도에 독립적으로 작용하여 영향을 미
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변수들을 통제함으로써 여성의 임직원 비율과 
기관의 청렴도 간의 관계가 더 명확해 지리라 판단된다.

  아래의 표는 본 연구를 위해 정의한 독립변수, 종속변수, 통제변수를 요약해 놓은 
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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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변수 요약 및 조작적 정의

구분 변수 조작적 정의

종속변수
외부청렴도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모형에 

  따라 측정된 기관별 청렴도 수치
내부청렴도

독립변수

총 여성비율

• (여성 임직원 총수 / 임직원 총계) 
  × 100 
• 임직원 : 상임임원 + 현원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제외)

여성 관리자 비율

• (여성관리자 수 / 관리자 총수) × 100
• 관리자 : 3급 이상(연구원의 경우 
  책임연구원급 이상)

총 여성비율 제곱 • (총 여성비율)2

여성 관리자 비율 

제곱
• (여성 관리자 비율)2

(여성비율X여성관

리자비율)
• (총 여성비율) X (여성 관리자 비율)

통제변수

총 임직원 수
• 임직원 : 상임임원 + 현원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제외)

기관장 연봉 • 기관별 공시자료(단위 : 백만원)

임직원 평균 

보수수준
• 기관별 공시자료(단위 : 백만원)

기관장 

업무추진비
• 기관별 공시자료(단위 : 백만원))

공공기관형태

(규제의 정도)

• 공기업 = 1, 
  준정부기관 = 0
  (더미변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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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절 자료의 수집 및 분석방법

1. 자료의 수집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에 공시되어 있는 공공기관의 총 임직원 수, 여성
임직원의 수, 관리자급 임직원의 수, 관리자급 여성 임직원의 수에 관한 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통제변수로 설정한 수치에 대한 자료도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종
속변수인 공공기관 청렴도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를 
대상으로 하였다. 기관의 인원에 대한 자료와 기관청렴도 자료 분석의 시간적 범위는 
2014년으로 한정하였다. 
  애초에 분석대상이었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69개 기관 중에서 국립생태원, 한국
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은 청렴도 자료가 존재하지 않았기에,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분석대상인 공공기관은 시장형 공기업 14개, 준시장형 
공기업 16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7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66개로 총 113개
이다.

2. 분석방법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서 수집한 기관별 여성인력 정보와 국민권
익위원회에서 조사한 해당 기관들의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통
계프로그램인 SPSS를 활용하여 기술통계 및 상관성 분석, 다중회귀분석을 통해서 공
기업 및 준정부기관에서 여성의 비율과 기관청렴도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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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공기업 및 준정기관 여성 비율과 청렴도 간 결과분석

제 1절  기술통계 분석

  분석대상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각 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량은 아래 표와 같
다.

<표 13> 각 변수들의 기술통계량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종속

변수

외부청렴도 113 7.61 9.10 8.4795 .32014

내부청렴도 113 6.62 9.16 8.1154 .42831

독립

변수

총여성비율 113 1.913 76.3 22.84 .086665

여성관리자비율 113 .000 63.31 8.64 .051658
총여성비율

제곱
113 3.61 5821.69 664.27 753.17

여성관리자

비율 제곱
113 .000 4008.66 181.61 525.23

총여성비율 X 

여성관리자비율
113 .000 4831.35 292.30 590.87

통제

변수

총 임직원 113 54.0 27400.0 1481.92 3537.533

기관장연봉 113 100.53 246.36 155.28 30.3077

기관장업무추진

비
113 .0 51 18.95 10.1887

직원1인당평균

보수
113 36.48 95.84 65.16 11.8601

유효한 

N(목록별)
113

  분석대상인 전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과 관련하여 종속변수인 외부청렴도는 
7.61~9.10의 범위에, 내부청렴도는 6.62~9.16의 범위에 분포되어 있었다. 독립변수인 
총여성비율은 1.913~76.3(%)로 분포되어 있었고, 여성관리자비율은 0~63.31(%), 총 
여성비율 제곱은 3.61~5821.69, 여성관리자비율의 제곱은 0~4008.66, 총여성비율과 
여성관리자 비율의 곱을 나타낸 수치는 0~4831.35로 분포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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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선형 회귀모형들의 계수들이 추정되기 위해서는 상수항을 포함하여 설명변수들 간
에 완전한 선형관계가 없어야 한다. 변수들끼리 어느 정도 선형관계가 존재하는 것은 
어떤 모형에도 있을 수 있으나, 매우 높은 선형관계는 추정에 편의가 발생하고 오차
가 나타날 수 있다. 상관관계가 강할 경우 추정계수의 표준오차가 커지고 이것이 추
정치의 유의성을 저하시키기 때문이다. 즉, 다중공선성의 문제로 인해 유의해야 할 변
수들이 유의하지 않게 되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민인식•최필선, 2012)
  따라서 변수들 간에 상관관계 분석을 해준 뒤, 상관관계가 크게 나타나는 변수들은 
따로 분리하여 연구를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다. Pearson 상관검정은 두 변수 간의 
관련성을 구하기 위해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상관검정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Pearson 상관계수를 사용하여 양측검정을 하였다.

  분석대상인 113개의 공공기관들의 변수간 상관관계는 <표 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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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분석대상 기관 변수 간 상관분석표 

외부
청렴도

내부
청렴도

총 
여성비율

여성 
관리자비율

총 
여성비율
제곱

여성 
관리자비율
제곱

여성비율X
여성관리자

비율
총 

임직원수
기관장
연봉

기관장
업무추진비

직원1인당
평균보수

외부청렴도 상관계수 1
유의수준

내부청렴도 상관계수 .208* 1
유의수준 .027

총 여성비율 상관계수 .008 -.284** 1
유의수준 .929 .002

여성 관리자비율 상관계수 .072 -.288** .770** 1
유의수준 .447 .002 .000

총 여성비율
제곱

상관계수 .019 -.205* .938** .823** 1
유의수준 .841 .029 .000 .000

여성 관리자비율
제곱

상관계수 .069 -.147 .647** .902** .793** 1
유의수준 .465 .120 .000 .000 .000

여성비율
X
여성관리자비율

상관계수 .053 -.188* .775** .930** .909** .964** 1
유의수준 .580 .046 .000 .000 .000 .000

총 임직원 상관계수 -.149 .166 -.142 -.084 -.070 -.051 -.047 1
유의수준 .114 .079 .135 .376 .463 .592 .619

기관장
연봉

상관계수 .049 .230* .018 -.145 -.033 -.088 -.099 -.055 1
유의수준 .609 .014 .848 .125 .730 .355 .297 .566

기관장
업무추진비

상관계수 -.198* .005 .195* .090 .234* .141 .177 .018 .058 1
유의수준 .035 .956 .038 .342 .013 .137 .061 .852 .542

직원1인당
평균보수

상관계수 -.027 .461** -.393** -.381** -.382** -.276** -.332** .057 .419** -.004 1
유의수준 .775 .000 .000 .000 .000 .003 .000 .550 .000 .970

*. 상관이 0.05 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쪽).
**. 상관이 0.01 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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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종속변수인 외부청렴도와 상관관계가 있는 유의미한 독립
변수는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내부청렴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독립변수는 
유의수준 0.01에서 총 여성비율과, 여성 관리자 비율이 발견되었고, 유의수준 0.05수
준에서는 총 여성비율 제곱과, 총여성비율과 여성관리자비율을 곱한 변수가 발견되었
다.
  내부청렴도와 총여성비율과 여성관리자 비율, 총 여성비율 제곱과, 총여성비율과 여
성관리자비율을 곱한 변수가 유의미한 약한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위의 4개의 독립변수와 내부청렴도가 반대 
방향의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이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과는 반대의 방
향을 나타내 주는 결과이다. 이는 이어지는 다중회귀분석에서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
다.

제 3절  다중회귀 분석

  이번 절에서는 앞서 분석한 상관관계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
도록 하겠다.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은 두 개 이상의 독립변수
들과 하나의 종속변수의 관계를 분석하는 기법으로 단순회귀분석을 확장한 것이다.
  

1. 모형의 설정

공공기관청렴도  총여성비율여성관리자비율
총여성비율여성관리자비율총여성비율여성관리자비율
총임직원 기관장연봉기관장업무추진비
직원인당평균보수기관형태

  위의 식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총여성비율, 여성관리자비율, 총여성비
율 제곱, 여성관리자비율 제곱, 총여성비율과 여성관리자비율을 곱한 값이 외부청렴도
와 내부청렴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모형이다. 통제변수는 총임직원 수, 기
관장 연봉, 기관장 업무추진비, 직원1인당 평균보수이다. 마지막 항인 기관형태는 더
미변수로서 공기업일 경우 1, 준정부기관일 경우 0으로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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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중회귀 분석 결과

1) 외부청렴도에 대한 다중회귀 분석 결과

<표 15> 외부청렴도 다중회귀분석 모형 요약

모형
R R 제곱 조정된 R 제곱 표준 추정값 오류

.297a .088 -.001 .32029

예측변수: (상수), 총여성비율, 여성관리자비율, 총여성비율제곱, 여성관리자비율제곱, 
총여성비율X여성관리자비율, 총 임직원수, 기관장연봉, , 기관장업무추진비, 직원1인당평균보수, 
기관형태

  <표 15>은 외부청렴도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요약한 표이다. R제곱은 다중
회귀분석의 결정계수로서 종속변수의 분산 중 회귀식에 의해 설명되는 비율을 나타내
며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진다. 표에 따르면 독립변수들이 투입된 결과 R제곱은 
0.088로서 종속변수인 외부청렴도를 8.8%밖에 설명하지 못한다.  

<표 16> 외부청렴도 다중회귀분석 분산 분석

모형 제곱합 df 평균 제곱 F 유의수준
회귀분석

1.015 10 .102 .990 .457b

잔차
10.464 102 .103

총계
11.479 112

종속 변수: 외부청렴도
예측변수: (상수), 총여성비율, 여성관리자비율, 총여성비율제곱, 여성관리자비율제곱, 
총여성비율X여성관리자비율, 총 임직원수, 기관장연봉, , 기관장업무추진비, 직원1인당평균보수, 
기관형태

  위의 표에 따르면 회귀식에 의해 설명되는 분산은 1.015이며 회귀식에 의해 설명되
지 않는 분산은 10.464이다. 하지만 F값에 대한 유의수준이 0.457인바, 본 회귀식은 
독립변수인 총여성비율과 여성관리자비율이 종속변수인 외부청렴도를 설명하는데 유
용하지 못함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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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내부청렴도 다중회귀분석 분산 분석

모형 제곱합 df 평균 제곱 F 유의수준
회귀분석

11.413 10 1.141 5.613 .000b

잔차
20.740 102 .203

총계
32.153 112

종속 변수: 내부청렴도
예측변수: (상수), 총여성비율, 여성관리자비율, 총여성비율제곱, 여성관리자비율제곱, 
총여성비율X여성관리자비율, 총 임직원수, 기관장연봉, , 기관장업무추진비, 직원1인당평균보수, 
기관형태

2) 내부청렴도에 대한 다중회귀 분석 결과

<표 17> 내부청렴도 다중회귀분석 모형 요약

모형
R R 제곱 조정된 R 제곱 표준 추정값 오류

.596a .355 .292 .45053

예측변수: (상수), 기관dum, 기관장연봉, 여성관리자비율, 기관장업무추진비, 총 임직원, 
직원1인당평균보수, 총여성비율

  내부청렴도 모형의 분석결과가 요약된 표를 보면 독립변수로서 총여성비율, 여성관
리자비율이 투입된 결과 R제곱은 0.355로서 종속변수인 내부청렴도를 35.5% 설명한
다.

  위의 표에 따르면 회귀식에 의해 설명되는 분산은 11.413이며 회귀식에 의해 설명
되지 않는 분산은 20.740이다. 그리고 F값에 대한 유의수준이 0.000인바, 본 회귀식
은 독립변수인 총여성비율과 여성관리자비율이 종속변수인 내부청렴도를 설명하는데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총여성비율과 여성관리자비율이 내부청렴도를 얼마나 설명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계수는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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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내부청렴도 다중회귀분석 결과

모형

비표준 계수
표준 
계수

t 유의수준B
표준 
오차 베타

(상수) 7.312 .350 20.882 .000
총여성비율

-.044 .021 -.978 -2.061 .042

여성관리자 비율
.003 .019 .061 .166 .868

총 여성비율 제곱
.001 .001 1.771 2.129 .036

여성 관리자 비율
제곱 .001 .001 .897 1.733 .086

여성비율 X
여성관리자비율 -.002 .001 -1.814 -1.650 .102

총 임직원 수
5.972E-6 .000 .039 .459 .647

기관장 연봉
.002 .002 .090 .950 .345

기관장업무추진비
.001 .005 .025 .282 .779

직원1인당 평균보수
.014 .005 .308 2.897 .005

기관형태(공기업=1)
.250 .119 .207 2.100 .038

종속 변수: 내부청렴도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내부청렴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독립변수 중에는 총
여성비율, 총여성비율제곱이 있고 통제변수 중에는 직원1인당 평균보수와 더미변수인 
기관형태가 있다. 총여성비율의 B값만 음(-)이고 나머지 유의미한 변수의 B값은 양(+)
의 값을 갖는다. 이는 총 여성 비율이 한단위 높아질 경우 기관의 내부청렴도는 
-0.44만큼 낮아지지만, 총 여성비율제곱의 값이 1단위 높아질 경우 기관청렴도는 
0.001만큼 증가함을 나타낸다. 또한 직원 1인당평균보수가 1단위 증가하면 내부청렴
도는 0.14만큼 증가함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통제변수로서의 기관의 형태에 있어 
기관더미변수를 공기업을 1로 설정하였는데, 이 값이 유의미하게 나왔다. 이 결과는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기관의 형태가 원인이 되어 공기업인 경우 준정부기관보다 
내부청렴도가 더 높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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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중회귀분석 결과의 해석

  다중회귀분석을 해 본 결과 연구를 시작할 때 예상했던 바와는 조금 다르다. 외부
청렴도의 경우는 독립변수인 총 여성비율, 여성 관리자비율과 통제변수 모두 설명력
이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상관관계 분석에서도 볼 수 있었듯이 외부청렴
도와 각종 변수들 간에는 유의미하지 않은 관계가 나온 바 있다.
  또한 내부청렴도의 경우에는 모형은 성립하고 결과도 유의미하지만 연구의 초반에 
예상했던 ‘총여성비율이나 여성관리자비율이 높을수록 내부청렴도도 높을 것이다’ 라
는 것과는 달리 변수간의 관계를 평면에 그래프로 나타낼 경우 총여성비율과 내부청
렴도간에는 음(-)의 기울기가, 총여성비율의 제곱값과 내부청렴도 간에는 양(+)의 기
울기가 있음이 도출되었다. 
  일반화하기에는 후속연구가 필요하겠지만,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서 임직원 중 여
성의 비율이 증가할수록 내부청렴도는 떨어지지만, 총여성의 비율의 제곱값이 증가할
수록 내부청렴도는 높아진다’ 는 결론은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공기
업 및 준정부기관에서의 여성의 비율이 현재까지는 내부청렴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
지만, 특정 비율을 넘어서게 되면 내부청렴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41)

  현재 우리나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서의 여성비율이 민간기업보다 낮은 수준이
고, 본 연구의 서두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민들이 공기업을 민간기업보다 더 부패
하다고 본다는 점을 볼 때,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서의 여성의 비율 증가는 장기적
으로 기관의 청렴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41) X축-Y축으로 이루어진 평면에서 1사분면에 존재하는 U자 형태의 2차함수를 생각해 보면 파악하기
가 수월하다. X값이 점점 증가할수록 음(-)의 기울기의 절대값은 점점 감소하여 특정한 지점에서 0이 
된 이후에, X값이 더 증가하게 되면 기울기는 양(+)이 된다. X축을 총여성비율, Y축을 내부청렴도라
고 생각하면, 현재 분석대상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아직 기울기가 음(-)인 총여성비율을 갖고 있
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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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연구의 결론 

  본 연구는 단순한 아이디어에서 시작되었다. 각종 뉴스에서 쏟아져 나오는 범죄기
사들을 보면 대부분의 피의자가 남성으로 되어 있다. 실제 범죄 통계를 봐도 범죄자 
중에는 남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볼 수 있었다. 인구학적으로도 남녀의 
성비는 비슷할진대, 범죄에 있어서 이러한 차이는 왜 생기는 것일까 라는 의문을 가
졌다. 여성이 남성보다 범죄를 덜 저지르는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여성 특유의 
기질이 있는지, 그러한 기질이 개인적 차원 뿐 아니라 소속된 조직으로도 확산되어 
조직문화로 기능하여 청렴한 조직과 기관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하였
다. 부패를 일종의 범죄라고 가정할 경우 남성들이 부패를 더 많이 저지를 것인지, 
여성이 많은 조직일수록 반부패의 성향, 청렴한 성향이 더 많이 나타날지 확인해보고
자 하였다. 이러한 생각이 강한 공공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기업부문에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번 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연구의 한계를 지적하고 여기에서 도출
할 수 있는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하면서 연구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제 1절 연구결과의 요약

  부패는 윤리 도덕적 측면에서 인간 개개인의 부도덕한 탐욕만이 원인이 되어 발생
하는 것은 아니라 인간사회의 구조적 측면, 제도적 측면, 사회문화적 측면과 깊숙이 
연관되어 있다(부패방지위원회,2002).또한 부패는 어느 하나가 독자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는 종합적 사회현
상이다.
  본 연구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여성의 비율이 해당기관의 청렴도와 어떠한 관
계에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부패수준은 과거에 비해서 많이 나
아진 것은 사실이나 아직까지 OECD국가와 같은 소위 말하는 선진국 기준에는 많이 
못 미치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아시아 국가들에 한정해 보더라고 우리나라의 경제력
에 걸맞지 않는 낮은 청렴수준에 머물러 있다. 청렴과 반부패에 대한 요구는 어느 때
보다 강렬하다. 부패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 한국사회의 고질병이지만, 사회
가 발전하고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향상되면서 부패는 척결의 대상이라는 인식은 점점 
확산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성완종 리스트’ 등을 포함한 각종 부패관련 사건이 연
달아 일어나면서 이제는 '김영란법' 이라고 불리는 강력한 부패통제를 위한 법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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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에 있다.
  부패하지 않은 반부패의 상태와 청렴한 상태는 다르다. 반부패의 상태는 소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청렴은 적극적이고 가치지향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
한 청렴의 정도를 측정하려는 시도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청렴도 
측정이다.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국가경제 뿐 아니라 사회전반에 있어서도 영향력
이 큰 조직이다. 이러한 조직이 청렴해 질수록 조직의 성과도 높아지고 사회와 국가
의 경쟁력은 높아지기 마련이다.
  논란의 여지는 남아있지만 여러 연구결과에 따르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윤리의식이 강하고 부패에 있어서 거부감이 강하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과거에 비
해 많이 높아졌지만, 인구학적인 성비와는 다르게 이에 걸맞는 위상을 차지하고 있지
는 않다. 반부패와 청렴에 있어 여성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
다면 이러한 청렴의 성향이 조직과 기관의 청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알아
본 것이 연구의 핵심이다.

  본 연구는 공공기관경영평가정보시스템인 ‘알리오’에서 2014년 공기업 및 준정부기
관의 인적자료 및 부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을 선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서 발표하는 2014년 ‘공공기관청렴도’ 조사결과를 토대로 수행하였다. 부패사건이 발
생했을 때 부패에 민감하고 엄격한 여성이 조직 내에서 사회자본을 형성하고 조직 내 
연결망에 따라 기관 전체의 청렴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였다.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독립변수인 총여성비율, 여성관리자비율, 총여성비율의 제
곱, 여성관리자비율의 제곱, 총여성비율과 여성관리자 비율을 곱한 값이 종속변수인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통제변수는 총임
직원 수, 관리자총원, 기관장 연봉, 기관장 업무추진비, 직원1인당 평균보수이다. 마
지막 항인 기관형태는 더미변수로서 공기업일 경우 1, 준정부기관일 경우 0으로 처리
하였다. 분석대상인 공공기관은 시장형 공기업 14개, 준시장형 공기업 16개, 기금관
리형 준정부기관 17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66개로 총 113개이다.
  외부청렴도의 경우 분석하고자 한 독립변수와의 유의미한 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내부청렴도의 경우에 변수 간 상관관계는 독립변수인 총여성비율과 여성관리자 비율, 
총여성비율의 제곱값, 총여성비율과 여성관리자비율을 곱한 값이 약한 음(-)의 상관관
계를 보였다.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외부청렴도는 독립변수와의 관계에 있어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내부청렴도의 경우에는 총여성비율 변수의 다중회
귀계수가 음(-)의 값으로 나타났고, 총여성비율 제곱변수의 계수는 양(+)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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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결과를 토대로 할 때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서의 여성임직원의 비율과 기관
청렴도와의 관계는 현재의 여성비율로 판단했을 때, ‘공기업을 비롯한 준정부기관에서 
여성의 비율이 높아질 경우 내부청렴도는 더 떨어질 수도 있지만, 어느 수치 이상으
로 여성의 비율이 더 높아질 경우 내부청렴도는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고 
예측할 수 있다.

제 2절 연구결과에 대한 고찰

  본 절에서는 연구설계 시 예상했던 결과와 실제 분석결과가 괴리된 이유에 대해 고
찰하고 연구를 보완할 수 있는 인터뷰와 간단한 설문조사를 통해 기관에서의 여성의 
비율과 청렴도 간의 관계에 대한 현직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알아보았다.

1. 분석 결과에 대한 고찰

1) 공공기관청렴도의 구성요소와 부패와의 괴리

  본 연구는 여성이 남성보다 부패에 민감하고, 윤리의식이 강하다는 선행연구를 바
탕으로 여성임직원의 비율과 기관청렴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청렴이라는 개념은 부
패하지 않은 상태보다 더 적극적인 가치와 많은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선행
연구들에서 부패를 통제하는 데 있어서 여성의 사회참여,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같은 
요소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과는 별도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하는 청렴
도의 개념과 실제 부패의 정도가 괴리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기관 구성원들의 부패사건 발생으로 인한 감점요인은 청렴도에 영향을 주지만 
어떠한 감점요인으로 인해 내•외부 청렴도 점수에 변동이 발생하였는지는 자료의 불
완전성으로 인해 파악할 수 없었다.

2) 여성구성원의 과잉동조화 현상(여성구성원의 남성화)

  여성의 관리자로서의 리더십에 관한 원숙연(2012)의 연구에 의하면 조직 내 관리자
로서의 여성은 이미 구조화된 성 고정관념과 문화를 제거하거나 이에 저항하기보다는 
적응하고자 하는 실용적인 전략을 구사한다고 한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남성적인 
문화가 지배적인 관행으로 굳어져 있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과 같은 조직문화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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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속에서 여성은 본인의 청렴하고자 하는 의지와는 반대되는 결정을 할 수 밖에 없
는 위치에 처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구조화될 경우 그 상황을 타개하기보다
는 적응함으로써 조직생활을 지속하게 된다. 여성이 관리자로서 승진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인데, 이러한 과정에서 오히려 여성성을 거세시키
고 남성보다 더 강한 남성성을 배태시킴으로써 조직에서 생존할 수 있는 개인적 환경
을 구축한다. 조직의 청렴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개인의 승진을 위해 청렴의 가치
를 외면할 수도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권경득(2009)의 여성공무원의 대표성(비율)이 높은 부처(여성지배적 조직)와 낮은 
부처(남성지배적 조직)간에 조직문화유형의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연구는 여성의 비
율과 상관없이 각 부처의 구성원이 선호하는 조직문화의 유형은 환경부를 제외한 분
석대상부처 모두 집단문화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집단문
화는 결속적 사회자본을 활성화 시켜 부패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판단은 심
보영(2004)의 연구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불법행위•부당행위•의무불이행에 있어서 부
패인지도가 높다는 연구결과랑은 배치되기는 하지만 조직문화나 업무환경이 개인의 
행태에 있어 하나의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볼 때 충분히 추정 가능한 일이
라고 본다.

3) 다양한 청렴도 측정지표의 문제

  본 연구는 기관에서의 여성이 비율이 소속기관의 청렴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를 알아보고자 진행한 것이다. 따라서 기관의 청렴도에 있어 여성이 어떠한 식으로든 
유의미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실증분석결과를 보면 그
렇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청렴도 측정지표가 너무 많은 범위를 포괄하고 
있어서 여성이라는 변수가 청렴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 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외부청렴도는 17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부청렴도는 33개의 세부항목으
로 구성되어 있다. 조직 내 여성이 자신의 위치에서 역할을 다함으로써 어느 정도는 
각 항목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이렇게 복잡하게 구성된 
청렴도를 조직에서의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라는 단일요인으로 환원하여 판단하고자 
한 것은 무리였는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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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낮은 여성의 비율

  기술통계 자료와 아래 그림에서도 볼 수 있듯이 분석대상 기관에서의 여성의 비율, 
특히 여성관리자의 비율은 0이거나 매우 낮은 수준인 경우가 대다수이다. 조직에서 
여성이 관리자로서 여성으로서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동질적인 그룹이 
있어야 하는데, 너무 낮은 여성 관리자의 비율은 여성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
  권경득(2009)은 전체 여성구성원의 비율이 30% 이상인 조직, 여성 관리자의 비율
이 30% 이상인 조직을 여성지배적 조직이라 명명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일정수준 
이상의 동질적인 집단으로 구성이 되어야 비로소 그 집단의 정체성을 조직문화화 시
킬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아래의 그림에서와 같이 본 연구의 분
석대상인 공기업 및 준 정부기관의 여성인력 및 여성 관리자의 비율분포는 여성이 비
록 남성에 비해 청렴의지가 강하다고 한들 이를 조직문화화 시킬 수 있는 세력화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7> 조사대상 공공기관 총여성비율과 여성관리자 비율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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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터뷰를 통한 연구의 보완

  본 연구의 결과가 애초의 예상과 달리 기관에서의 여성의 비율과 기관 청렴도간의 
관계가 음(-)의 관계를 가진다는, 가설과는 다른 결과가 도출됨을 보완하기 위해 공기
업에 근무하는 여성임직원과 인터뷰를 시도하였다. 이 인터뷰의 목적은 조직에서 여
성이 있음으로 인해 부패가 줄어드는지, 여성은 남성에 비해 더 청렴한지, 왜 그러한
지에 대한 답을 듣기 위함이다. 인터뷰는 총 2명을 진행했다. 한명은 공기업에 근무
하는 4급 여성분이다.42)

“기본적으로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덜 부패한건 맞는 것 같아요. 여자들은 남자들에 
비해 술이나 회식과 같은 집단문화를 선호하지 않아요. 부패는 업무 중에 발생하기 
보다는 그런 사적인 자리에서 많이 발생하니까요. 또한 남자들이 여자들에 비해 학연, 
지연과 같은 네트워크가 강하죠. 아무래도 여자들은 남자들에 비해 가정에 집중해야 
하니 상대적으로 남자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할 기회가 더 많다고 해야죠.
  또한 공공기관 청렴도는 조직의 부패정도나 청렴현실을 잘 반영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경험상 여성이 많으면 청렴해 질 것 같기는 하지만, 이미 기관들이 청렴도 
측정에 적응했기 때문에 유의미한 차이가 생길 것 같지는 않아요.“

다음으로는 관리자급인 2급 여성분43)과의 인터뷰이다.

  “공기업은 사기업에 비해 남녀차별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따라서 남성이 수적으로 
월등하게 많은데도 조직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소신을 지킬 수 있어요. 청렴도 마찬가
지라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청렴하다고 생각해요. 남성의 
경우는 술자리 등과 같은 개인적인 유대를 가질 기회가 많은데 반하여 여자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부패를 저지를 수 있는 상황에 처해있을 때도 외벌이 남자의 경우
는 가정을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유혹을 떨치기가 쉽지 않은데, 맞벌이 여
성의 경우는 그러한 유혹에 잘 이겨내죠. 또한 여자간부가 되면 외부업체들에서 찾아
와서 얼굴을 뵙고 싶다는 경우가 많은데, 다른 여자들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되도록 얼굴을 안 보려고 하는 편이에요. 하지만 여성으로서 보이지 않는 차별이 있
어서 기관의 핵심보직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부패의 기회와는 더 
멀어진다고 봐야겠죠.

42)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기업정책학과에 교육파견 나와 있는 17년차 차장급(3급) 여직원을 전화로 
인터뷰하였음. 인터뷰 일시는 2015년 6월7일이다.

43) 공기업 근무 25년차 2급 직원과 전화인터뷰를 하였다. 인터뷰 일시는 2015년 6월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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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래도 남자들이 많은 조직이다 보니까 관리자가 되어서 남성들을 통솔해야 할 
경우, 오히려 더 터프하게 대하는 경우가 많아요. 팀의 리더로서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여성들의 기질인 여성성과 관련하여 여자가 남자에 비해 
배려심 많고 관대하다고 하는데 부패의 문제에 있어서는 여성성과는 무관하다고 봐
요. 오히려 더 단호하게, 일마의 여지도 없이 자를 수 있을 거에요.“

  이 인터뷰를 통해서 아직까지 공기업은 남성위주의 문화가 강하며, 이러한 문화가 
부패의 토양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관리자로서의 여성은 부패를 줄이
는데 기여할 여지가 일반 직원에 비해 더 많은 것으로 인터뷰 결과 나타났다. 두 인
터뷰 모두 공통적으로 여성의 비율이 확대되는 것은 소속 조직과 기관을 청렴하게 만
드는 데는 기여할 수 있겠으나, 청렴도라는 수치로서 반영이 잘 되지는 않을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개인의 윤리적 성향과 조직이나 기관의 청렴정도가 괴리될 수 있
다는 결과는 진종순(2009)의 연구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3. 설문지를 통한 연구의 보완

  ‘여성임직원의 비율이 높을수록 기관청렴도가 높을 것이다’ 라는 가설과는 달리 상
관관계와 다중회귀분석의 결과 여성의 비율과 청렴도 간에는 음(-)의 관계가 있음이 
도출되었다. 연구의 결과를 보완하고자 2015년 6월 현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 재
학하고 있는 공기업정책학과 6기 학생 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44). 설
문은 부패에 대한 관점, 여성과 청렴이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 조직 내 부패에 
대한 인식, 여성의 차별여부, 공공기관청렴도도 조사의 신뢰도 등에 관한 내용이다. 
설문에 대한 대답은 리커트 7점 척도로 구성하여 측정하였다.45)

  설문 응답자를 성별로 구분해 보면 남자 28명, 여자 12명이다. 또한 이들의 직급은 
2급 1명, 3급 19명, 4급 17명, 5급 2명, 6급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의 문항과 
이에 대한 문항별 평균을 전체, 남성, 여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44) 설문을 실시한 시기는 2015년 6월 8일~9일 이다. 설문장소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내 열람실이었
고, 방식은 설문지를 개별적으로 배부 한 후 회수하였다. 설문지는 부록으로 첨부한다.

45) 설문에 대한 응답 선택지는 다음과 같다.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그렇지 않은 편이
다, 4=보통이다, 5=그런 편이다, 6=그렇다, 7=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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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부패인식 관련 설문 결과

설문 내용

전체
평균

(N=40)

남성
평균

(N=28)

여성
평균

(N=12)
Q1 부패는 개인의 일탈이다

4.37 4.36 4.42

Q2 부패는 조직문화에 내재되어 있는 잘 변하지 않는 
구조적 관행이다 4.35 4.61 3.75

Q3 일반인으로서의 여성이 남성보다 
윤리의식이 높고 더 청렴하다 4.38 4.25 4.67

Q4 조직(팀) 구성원으로서의 여성이 남성보다 
윤리의식이 높고 더 청렴하다 4.58 4.36 5.08

Q5 조직(팀) 구성원 중 비 관리자직급(4급이하) 여성의 
비율이 높을 경우 해당조직은 더 청렴해질 것이다 3.92 3.71 4.42

Q6 조직(팀) 구성원 중 관리자 직급(3급이상) 여성의 
비율이 높을 경우 해당조직은 더 청렴해질 것이다 4.32 4.04 5.00

Q7 기관의 핵심보직에 있을수록 
부패의 기회(가능성)이 더 많다. 4.83 4.39 5.83

Q8 여성들은 인사이동에 있어 동일한 자질을 가진 
남성들에 비해 보직에 있어 차별을 받는다. 4.08 3.75 4.83

Q9 소속 조직이나 기관에서 부패사건이 발생했을 경
우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다 4.00 3.75 4.58

Q10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청렴도조사
는 기관의 실제 청렴한 정도를 잘 반영한다.

3.70 3.61 3.92

응답자 직급 3.60 3.43 4.00

  이 설문의 결과를 살펴보면 부패가 개인의 일탈인지 구조적 관행인지에 대한 의견
은 비슷하게 나왔다. 또한 전체적으로 여성의 청렴에 대한 의식이 남성에 비해 조금 
더 나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응답자의 경우 부패가 구조적 관행이라는 데 동의하는 사람이 많았고, 비관리자
직급의 경우 여성의 비율이 많을수록 조직이 청렴해질 것이라는 점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았다. 또한 여성에 차별여부나 부패대응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여성은 
차별을 받지 않으며, 부패사건 발생경우 남성에 비해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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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응답자의 경우 남성에 비해 여성이 일반인으로서나 조직구성원으로서 윤리의
식이 더 강하다고 했으며, 비관리자급, 관리자급 모두 여성의 비율이 높을수록 조직이 
청렴해질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여성은 남성에 비해 보직에 있어 차별을 받는다
고 했으며 부패사건 대응시 남성에 비해 더 단호하게 처리할 것으로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청렴도가 기관의 실제 청렴도를 보여주는지 청렴도의 신뢰성 
여부에 대한 문항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설문의 결과를 공기업 및 준 정부기관 전체에 일반화 시킬 수는 없겠지만, 여성
이 일반인으로서나 조직구성원으로서나 남성보다 청렴하다고 인식하는 점, 여성의 비
율이 높을수록, 특히 여성 관리자의 비율이 높을수록 청렴해질 것이라는 결과는 가설
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청렴도 조사가 실제 조직의 청렴한 정도
를 반영하는지에 대한 <Q10> 설문의 부정적인 결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조사
가 실제 청렴도와 괴리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제 3절 연구의 의의와 정책적 함의

1. 연구의 의의

  본 연구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서의 여성의 비율과 기관의 청렴도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 것이다. 기존에 여성의 부패인지도에 대한 연구, 기초자치단체의 여성
의 비율과 청렴도의 관계 등 여러 선행연구가 있었지만, 공기업 분야에서의 여성과 
청렴도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청렴의 가치가 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
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
임을 짐작해 볼 때, 우리나라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공기업과  준정
부기관에 대한 여성비율과 청렴도 간의 연구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비록 처음에 의도한 ‘여성의 비율이 높은 조직일수록 기관청렴도가 높을 것이다’라
는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는 않았고, 오히려 여성의 비율이 높을수록 기관의 내부
청렴도가 낮아진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또한 총여성비율 제곱 값의 경우는 내부청
렴도와 정(+)의 인과관계를 갖는 것을 확인하였다. 연구결과를 보완하기 위해  실시한 
인터뷰와 설문에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청렴하기는 하지만 청렴도라는 수치로서 반
영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연구결과에서 고찰했듯이 이는 아직까지 공기업 부문에서 여성의 비율이 너무 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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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일 수도 있고, 청렴도 측정상의 문제일수도, 조직 내 여성의 절대적인 비중이 너
무 적어서 일수도 있지만 원인을 어느 하나로 특정할 수는 없다. 부패의 문제는 앞으
로도 계속해서 사회문제로 남을 것이며, 여성과 부패의 관계에 대한 연구도 지속적으
로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2.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여러 한계를 가지고 있다. 먼저 짧은 시계열이다.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의 인적구성자료와, 공공기관 청렴도 자료를 모두 2014년으로 한정하다보니 분석의 
범위가 좁아졌다. 여성이 부패에 민감하고, 부패가 조직문화의 문제라고 한다면 좀 더 
넓은 시간의 범위에서 분석을 하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또한 좀 더 
다양하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청렴도 우수기관의 조직문화 연구, 정교한 설문조사, 많
은 표본의 심층 인터뷰 등을 진행하면 더 풍부하고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을지도 모
른다.
  다음으로 부패는 개인의 일탈도 있지만 관행화되고 구조화된 조직문화의 영역이고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보니, 부패의 문제를 여성이라는 단일한 
요인으로 환원시켜 분석하는 것이 무리였다는 생각도 든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분석
결과가 의도했던 결과와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3. 정책적 함의

  본 연구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현재 추진 중인 반부패정책과 여성관리자 확대정책
같은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반부패 청렴정책과 관련해서는, 부패의 문제에 대한 초점을 기관 전체보다는 
하부조직 또는 조직의 구성원에게 맞춰야 한다는 점이다. 부패의 문제는 결국 조직문
화의 문제이고 일회성이 아닌 하나의 관행으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접근으로
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부패의 문제를 한 번에 발본색원하여 없애기보다는 개
인-조직-기관전체로 이어지는 상향식 접근을 통해 개인단위에서부터의 부패가능요인
에 대한 진단을 통해 이를 점점 확장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기관의 최고책임자나 조
직의 관리자급의 위치에 있는 자도 부패의 문제를 단순한 성과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조직문화를 청렴하게 바꾸겠다는 의지와 인식을 가지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
근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조직에서의 여성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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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공기업 분야에서의 여성은 전체적인 비율에 있어서도 민간부문보다 작고, 관리
직의 여성현황은 그보다 더 열악하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남성 중심적인 공기업 부
문의 조직문화 때문에 핵심조직에는 여성이 배치될 가능성이 낮고, 고정관념화 된 성
역할인식 때문에 관리직급에 있는 여성조차도 여성으로서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는 경
우가 많다. 허전(2006)은 여성구성원이 수적으로 절대적 열세에 있는 남성지배적 조
직의 경우 여성은 실권이 없는 명목상의 구성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성 관리자 확대정책’은 양
성평등의 차원에서도, 청렴의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연결망 이론의 관점에서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윤리적이고 부패에 민
감한 여성인력에 대한 적절한 배치는 조직의 부패, 기관의 부패근절을 통한 청렴도 
재고에 일조할 수 있다. 거미줄처럼 엮여 있는 부패의 사슬의 핵심지점에 여성을 배
치함으로써 부패를 적발하고 해소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직
과 기관의 업무에 있어서 어느 지점에 부패에 취약한지에 대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하
며, 여성에게 부패를 통제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을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 

  청렴한 사회는 건강한 몸과 같다. ‘건강을 잃기 전에는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
한다’ 라는 말이 있듯이, 특정 기관이나 조직 역시도 부패의 폐해를 겪고 나서야 비
로소 청렴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 건강은 끊임없는 부단한 노력을 통해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청렴한 조직과 사회 역시도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통해 
이룩할 수 있다. 대한민국이 청렴해지는 그날에 본 연구가 작은 기여가 되기를 바라
며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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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패는 개인의 일탈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 부패는 조직문화에 내재되어 있는 잘 변하지 않는 구조적 관행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3. 일반인으로서의 여성이 남성보다 윤리의식이 높고 더 청렴하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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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직(팀)구성원으로서의 여성이 남성보다 윤리의식이 높고 더 청렴하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5. 조직(팀) 구성원 중 하위직급(5급이하) 여성의 비율이 높을 경우 
   해당조직은 더 청렴해질 것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6. 조직(팀) 구성원 중 관리자 직급(3급이상) 여성의 비율이 높을 경우 
   해당조직은 더 청렴해질 것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7. 기관의 핵심보직에 있을수록 부패의 기회(가능성)이 더 많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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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여성들은 인사이동에 있어 동일한 자질을 가진 남성들에 비해 보직에 있어 
차별을 받는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9. 소속 조직이나 기관에서 부패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0.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청렴도 조사는 
    소속 기관의 실제 청렴한 정도를 잘 반영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마지막으로 통계처리를 위한 질문입니다.

당신의 성별은 

무엇입니까?(남자=1, 여자=2)

당신의 회사에서의 직급은 

몇급입니까?(숫자로 기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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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search of the relationship between Women's ratio 

and Degree of Integrity in the Public enterprise 

and Quasi-Governmental agency

Gil Ma Ro, SONG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Master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women's ratio and degree of Integrity in the public enterprise and 
quasi-governmental agency.
  As the society develops highly, values of anti-corruption and integrity 
becoming more important. Especially integrity of public sector is 
emphasizing more. In spite of highlight, many media report about 
corrupting behavior of public enterprise employees. Public sector has a 
large part in Korean economy. And integrity is closely related to 
competitiveness of the nation. So integrity of public sector is linked to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Meanwhile women’s active participation in economy regards as a index of 
social development. In Korea participation of women in field of society and 
economy is low, which compared to that of other OECD countries. 
Particularly public enterprise, compare with private sector, ratio of female 
employee is low and senior female manager rate is lower.
  Corruption starts at the individual level. Statistically women’s crime rate 
is lower than men’s. Regard corruption as crime, we think that women 
behave cleaner than men. On the basis of many research that women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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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er ethics than men, and women are more sensitive to corruption, It 
can be found possibility that the higher rate of women the higher integrity 
level in organization. I intended to explain why individual temper of 
corruption spreads in organization by social capital theory and network 
theory. 
  Based above awareness, this research proceeded with hypothesis that “If 
there are more female employee or senior manager in the public enterprise 
and quasi-governmental organization, integrity index will be high.”
  116 public enterprises and quasi-governmental organizations are targeted 
for this research. ‘The law about Operating Public Organization’ is 
foundation of these agencies. Female employee data is acquired at ‘ALIO’, 
open system about public organization management information. Integrity 
index of public organization referred to The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ACRC). Time range of analysis is 2014.
  Dependent variables are external integrity index and internal integrity 
index, which is sub-index of Integrity index of public organization.  
independent variables are total women ratio(A), female manager ratio(B), A2, 
B2, (AxB). Control variables are total employee number, average wage, 
activity money for president.
  No significant relation between external integrity index and independent 
variables found. In case of internal integrity index, a correlation coefficient 
were slightly negative(-) about A, B, A2 and (AxB). A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bout external integrity index, there was no significance. In 
internal integrity index coefficient of A was negative, coefficient of A2 was 
positive(+). These results can be inferred ‘U’ shape relationship between 
women rate and organization integrity index. 
  Current level of women ratio have negative relationship. But many 
policies which expanding female employee and manager rate are being 
conducted. Direction of these policies will make public organization clean.

Keywords : Public organization, Integrity index, Corruption, Women ratio

Student Number : 2013-23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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