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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한국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2002년 이후 매년 공공기관에 대한

청렴도 측정을 실시하고 있다. 청렴도 측정 결과는 매년 언론을 통하여

공개되는데, 공개된 청렴도지수는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는 부패

정도를 기관의 점수로 평가한 결과이므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피측정기관에 부담으로 작용하여 부패척결을 위한 교육 및 취약업무개선

등의 노력을 하도록 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청렴도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는 의문이다.

청렴도 측정의 기본 목적은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객관적․과학적으로

측정함으로써 공공부문이 자율적으로 청렴도 제고 활동을 할 수 있는 환

경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러나 피측정기관의 수용도는 그러한 기대에 부

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피측정기관의 내부적 수용조차 이루

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청렴도 향상을 위한 공감대 확산 및 조성도 쉽

지 않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청렴도 측정제도가 실제로 피측정기관

직원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공기업 직원들의 수용성과 그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제도적 정당성 인식, 측정항목 중 부패위험지수 측정항목의

타당도 인식, 기관내부의 청렴문화, 기관장의 자질에 대한 인식, 성과보

상체계에 대한 긍정적 인식, 조직몰입, 직무만족이 청렴도 측정제도의 수

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적 정당성 인식을

투입한 모형에서는 청렴문화와 부패위험지수 측정 타당도, 그리고 청렴

문화가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였고, 특히, 청렴문화 수준에 따라서 정당성

인식 정도에 따른 수용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청렴도 측정제도에 대한 제언은 첫째, 청렴도

측정제도를 뒷받침하는 법․제도, 과정상의 공정성, 제도 자체의 유용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적 정당성 요인은 수용성과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고, 영향력 있는 요소이지만 공기업 직원들의 인식 수준은 그다지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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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청렴도

측정제도는 기본적으로 설문조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평가이므로 평가수

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설문항목에 대한 적합성을 지속적으로 검토

하여야 한다. 셋째, 기관의 청렴제도 정착과 청렴한 문화 형성은 여전히

중요한 문제이다. 넷째, 기관장은 청렴도 측정제도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성과와 연계한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갖추는 것이 청렴도

측정제도의 수용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다섯째, 직무․조직특

성, 그 중에서도 특히 조직몰입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여섯째, 청

렴도 측정제도의 정당성이 확보되었다면, 기관내부의 청렴문화에 대한

비판적 접근과 이를 구성원에게 주지시키는 것이 청렴도 측정제도 수용

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청렴도 측정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측정항목에 대한 타당도 인

식이 부정적인 점과 이것이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은 측정방

식의 재검토를 요구하며, 기관내부의 청렴문화 인식수준이 수용성에 다

르게 작용하는 점을 통해 조직구성원에 대한 현상인식에 대한 중요성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어 : 청렴도, 청렴도측정, 정당성, 기관장, 성과보상체계, 조직몰

입, 직무만족

학 번 : 2014-23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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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공직사회의 부패를 척결하고자 하는 노력은 지

속적으로 있어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는 1997년 뇌물방지협약을 채택

하여 가입국에 대한 뇌물제공행위를 제재하고 있으며, UN은 2003년 반

부패협약을 체결하고, ‘민주주의, 윤리적 가치 및 정의를 훼손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과 법의 지배를 위태롭게 하는 부패의 척결’을 선포한 바 있

으며,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TI)는 국가 청렴도

시스템(The National Integrity System; NIS)을 국가별로 연구․구축함

으로써 부패방지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제도적 특성연구를 통하여 국제

적인 합의를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부패에 대한 개념 자체가 특정한 국

가의 역사, 문화, 제도, 가치관, 사회적 성향 등을 반영하므로 그 개념이

다양하고 공통적인 정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김보은 외, 2011)는

점은 한계점으로 남아있다.

한국의 국가적 반부패시스템은 2001년 7월 부패방지법 제정을 계기로

체계화되기 시작했다. 이후 부패방지위원회 및 국가청렴위원회 시기를

거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이르렀다. 2008년 출범한 권익위

는 기존의 부패방지위원회 및 국가청렴위원회가 반부패 전담기구로서 대

통령 소속 국가기관이었던데 비하여, 부패방지 업무 이외에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도 함께 수행하는 복합 기능기구로 탈바꿈하고 직제도 국무

총리 소속 기관으로 그 기능이 다소 약화되었다(이종수, 2012). 또한 반

부패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1999년 당시 ‘반부패특별위원회’에서부터 기

존의 부패진단체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부패진단 시스템으

로 ‘청렴도 측정’을 개발하였다. 이후 정부(부패방지위원회→국가청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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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국민권익위원회)는 2002년 이후 매년 청렴도 측정을 실시하여

2014년도까지 13회의 측정이 실시되었다(권익위, 2014).

청렴도 측정 결과는 매년 언론을 통하여 공개되는데, 공개된 청렴도

지수는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는 부패정도를 기관의 점수로 평가

한 결과이므로 언론․국민․정치권 등에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피측

정기관에 부담으로 작용하여 부패척결을 위한 교육 및 취약업무개선 등

의 노력을 하도록 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 기관별 청렴수준

에 대한 별다른 측정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권익위의 청렴도 측정은 해당

기관의 청렴도에 대한 국민 인식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반부패를 위한 이러한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국제투명성기구에

서 매년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에서

한국은 2014년 기준으로 175개 국가 중 43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절대

점수에 있어서도 100점 만점에서 55점을 기록하는 등 중간 수준에 머물

러 있다. 더구나 이러한 상황은 수년 동안 개선되지 않고 있다. 2001년

부패방지법이 제정된 후의 CPI 추이만 살펴보더라도 한국의 청렴수준은

아직 국제적으로 중간 수준에 머무른 채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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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한국
점수

한국
순위

평가
국가수

1위 국가
1위
점수

비고

2002년 4.5 40 102 핀란드 9.7 10점 만점

2003년 4.3 50 133 핀란드 9.7 10점 만점

2004년 4.5 47 146 핀란드 9.7 10점 만점

2005년 5.0 40 159 아이슬란드 9.7 10점 만점

2006년 5.1 42 163 핀란드 9.6 10점 만점

2007년 5.1 43 180 덴마크 9.4 10점 만점

2008년 5.6 40 180 덴마크 9.3 10점 만점

2009년 5.5 39 180 뉴질랜드 9.4 10점 만점

2010년 5.4 39 178
덴마크 /뉴질랜드/
싱가폴

9.3 10점 만점

2011년 5.4 43 183 뉴질랜드 9.5 10점 만점

2012년 56 45 176 덴마크 90 100점 만점

2013년 55 46 177 덴마크 91 100점 만점

2014년 55 43 175 덴마크 92 100점 만점

표 1. 한국의 연도별 부패인식지수(CPI) [출처 : 국제투명성기구]

또한, 2013년 검찰 수사를 통해 그 뿌리가 상당히 깊은 것으로 밝혀

진 원전 부품 납품비리(한겨레신문, 2013.6.7)와 관련되었던 한 공기업의

경우 권익위의 청렴도 측정결과, 2010년 매우우수(10점 만점에 9.67점),

2011년 Ⅱ등급(10점 만점에 9.31점, 당시 공기업 중 I등급 달성기관 없었

음)을 달성하였고, 그 밖에도 비리사건이 발생한 공공기관이 높은 청렴

도 평가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서울신문, 2011.6.17) 조사의 신뢰성

에 의문이 제기되어왔다. 사실 설문조사로 이루어지는 청렴도 평가의 특

성상 설문문항의 낮은 안면 타당도 및 복합성, 인식 중심의 설문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조사 방법상에 있어서도 진정성 확보의 어려움, 평

가 대상 업무의 부분성, 조사 시기의 계절성 효과 등이 문제가 될 수 있

다.(정재한, 2011)

권익위에서 제시하는 청렴도 측정의 기본 목적은 ①공공기관의 청렴

도를 객관적․과학적으로 측정함으로써, 청렴도 제고 및 효과적인 반부

패활동을 위한 기초 자료 제공, ②청렴도에 영향을 미치는 부문별 청렴

도 수준을 도출함으로써, 특정 기관의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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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영역 및 취약업무 파악, ③측정결과에 대한 대국민 공표 과정 등을

통해 공공부문이 자율적으로 청렴도 제고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 마련,

④청렴도 측정에 대한 홍보를 통해 부패 척결과 청렴도 제고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까지 확산하고 조성하는 계기로

활용하는 것이다(권익위, 2014).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측정기관의 입장에

서는 측정내용이나 대상에 있어서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시행하는 국가고

객 만족지수(National Customer Satisfaction Index; NCSI) 조사와 중복

된다는 현장의 의견이 존재하며, 단순히 정부의 공공기관 통제수단으로

인식하거나, 언론을 통해 이미 알려진 부패사건에 대한 이중 제재 장치

로 보는 등 부정적인 인식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한 인식 속에

서는 측정결과에 대한 수용이 어려울 것이고, 피측정기관의 내부적 수용

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청렴도 향상을 위한 공감대 확산 및

조성도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 피측정기관들이 청렴도 측정결과

를 받아들이는데 있어서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은 청

렴도 측정의 기본 목적 달성을 위해서도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청렴도와 같은 기관의 정책적 지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 수준에

대한 인식이 선행되어야 하며, 그 수준을 측정하는 수단에 대한 신뢰와

수용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청렴도는 그 개념의 다차원적․시변적

특성으로 인하여 계량적 측정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어, 인식중심의 설문

조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측정수단에 대한 신뢰가 쉽게

형성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렴도 측정제도에 대한 피측정기

관의 불신을 단순히 측정결과에 대한 불만으로만 치부한다면 기관의 청

렴도 개선을 위한 동기부여 및 조직학습에 장애가 될 것이 분명하다. 무

엇보다 기관의 청렴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청렴수준을 얼마나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느냐가 그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기관의 청렴수준을 인

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청렴도 제고를 위한 방안의 수립 및 시행

과 긍정적 환류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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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목적 및 기대효과

권익위의 청렴도 측정은 단순히 공공기관의 부패수준 측정에 머무르

지 않고, 궁극적으로 그것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체상태에 있는 CPI결과나 부패적발기관의 청렴도 고득점 달성과 같은

사례에서 보듯 청렴도 측정제도를 통한 정상적인 환류과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이 발견된다. 이에 대한 원인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

는데 첫째, 청렴도 측정시스템 자체에 오류가 있는 경우이다. 이는 청렴

도라는 개념의 다차원성과 그로 인한 조작적 정의의 어려움, 설문조사의

방법론적 한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연구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둘째, 청렴도 측정제도

에 대하여 피측정기관의 수용과 환류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

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청렴도 측정제도를 활용하여 기관의

개선영역 및 취약업무를 파악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

이 아니라, 피상적인 점수 향상에만 주력하거나 청렴도 측정제도에 대하

여 근본적으로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이는 측정제도에 대한

신뢰와 수용이 결여된 데서 비롯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후자에 주안

점을 두고, 권익위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렴도 측정제도를 피측정기관에

서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실증분석해 보고, 이를

통해 합리적인 청렴도 측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제 3 절 연구방법

먼저, 청렴도와 그 측정방법에 대해 국내․외 논문, 단행본, 연구보고

서 등을 분석하고, 기관의 내부자료 또한 참고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

여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취득한 정보를 설문지 구조설계와 개별문항 작

성에 활용하여 조사도구의 타당성을 높인다.

설정한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한다. 분석대상은 K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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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직원이며, 대면조사와 이메일, Google 설문기능을 이용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설문지의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한다.

수집된 설문조사 자료는 SPSS 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을 사용해 처리

및 분석을 하고,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세부측정 변수별로 상대적

인 평균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기초통계분석을 실시한다. 또한 각 변수별

조사도구의 크론바흐의 알파값(Cronbach's α)을 분석하여 신뢰도를 측정

한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상관관계를 조사하고, 각 독립변수들의 설

명력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다. 아울러 각 변수들의 분

산팽창계수(Variation Inflation Factor; VIF)를 측정하여 다중공선성을

진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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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제 1 절 청렴도의 개념 및 측정

1. 청렴도의 개념

청렴도를 단순하게 정의한다면, ‘부패의 수준을 평가한 결과를 의미하

는 부패지수’ 정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이상범, 2012). 그러나 청렴성

또는 부패는 시대와 사회에 따라 그 의미와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에서 명확한 개념 설정이 쉽지 않다. 따라서 개념의 폐쇄적 완결성을 추

구하기보다 현실 사회의 청렴성 수준 측정에 보다 적실한 개념설정을 도

모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박순애․박재현, 2009).

현재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르면, 공직자의 부패행위란 ①공직자가 직

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②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

하는 행위 ③①과 ②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

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1). 법률적 정의는 공직자의 부패를 권한남용,

뇌물수수 및 횡령, 이권개입 등 ‘전통적 의미의 부패’로 한정하고 있으나,

선행연구에 따르면 오늘날 청렴성은 공직에 대한 몰입과 성과까지 확장

되어 의사결정과정을 비롯한 결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투명성’, 공

직자가 직업윤리기준에 따라 공직이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윤리적 가치

에 대한 헌신적 실천과 함께 성과에 대한 책임을 다하였는지를 의미하는

‘책임성’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다(이종수·윤영진, 2008).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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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이러한 확장된 개념을 기반으로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하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내․외부업무 및 정책을 처리한 정도’를 청렴도

로 정의하고 있다(권익위, 2014). 즉, 반부패 뿐만 아니라 투명성, 공정성

을 청렴성에 내포된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청렴도에 대한 개념적 확장이 행위 당사자인 공직자에

게도 인지․수용되고 있는가는 별개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권익위에서 정의하고, 설문조사에 반영하고 있는 청렴도 개념을 피

측정자들이 제대로 수용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원인이 무엇인지 분

석할 수 있을 것이다.

2. 청렴도의 측정

한 국가의 청렴도를 언급하는데 있어서 많이 인용되는 것은 국제투명

성 기구의 부패인식지수이다. 1995년 개발된 부패인식지수는 세계은행,

세계사법정의프로젝트(WJP),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 등 여러

기관에서 발표하는 부패관련 지수를 합산하여 계산하며, 2012년의 경우

176개 국가에 대하여 13개 지표를 합산한 CPI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Saisana M.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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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umber of 
Countries

1. African Development Bank Governance Ratings (AFDB) 53
2. Bertelsmann Foundation Sustainable Governance Indicators 
(BF-SGI) 31

3. Bertelsmann Foundation Transformation Index (BF-BTI) 128
4. Economist Intelligence Unit Country Risk Ratings (EIU) 138
5. Freedom House Nations in Transit (FH) 29
6. Global Insight Country Risk Ratings (GI) 175
7.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IMD) 59
8. Political and Economic Risk Consultancy Asian Intelligence 
(PERC) 16

9. Political Risk Services International Country Risk Guide 
(ICRG) 140

10. Transparency International Bribe Payers Survey (TI) 29
11. World Bank - Country Performance and Institutional 
Assessment (WB) 67

12. World Economic Forum Executive Opinion Survey (WEF) 147
13. World Justice Project Rule of Law Index (WJP) 97

표 2. 2012 CPI Sources of Information

그러나 Ko(2009)는 CPI를 비롯한 많은 국제부패지수(International 

Corruption Index; ICI)에 대한 실증적 연구에서 선택편의(selection bias), 추

적 민감도(longitudinal sensitivity), 측정오차(measurement error) 등을 관측하

고, 이러한 국제부패지수 활용에 있어서 연구자의 철저한 데이터 스크린

을 통한 검증과 다양한 데이터를 이용한 견실성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

고 주장한 바 있다. 권익위 역시 기존의 진단체계가 불특정 다수인을 대

상으로 조사대상자의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만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

되었고, 개별업무가 아니라 정치분야, 사법분야, 행정분야와 같이 지나치

게 거시적인 단위로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패가 심각하다고 진단

된 분야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조사를 위하여 자체적인 청렴도 측정 시

스템을 개발하였다(권익위, 2014).

2013년을 기준으로 권익위의 청렴도 측정은 ‘공공기관의 대민·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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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경험한 국민(민원인/공직자)이 고객의 입장에서 경험·인식한 해

당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평가하는 외부청렴도, 공공기관의 소속직원이

내부고객의 입장에서 소속기관의 인사·예산 등 내부업무의 청렴도를 평

가하는 내부청렴도, 전문가, 업무관계자 등 정책고객이 해당 공공기관의

정책결정과정 및 업무전반의 청렴도를 평가하는 정책고객평가, 실제 발

생한 부패사건을 점수화한 부패사건 발생현황으로 구분되며,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종합하여 종합청렴도를

산출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한편, 조사표본 및 측정대상자 명부 오염행위

등 청렴도 측정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신뢰도 저해행위’에 대해서는 종합

청렴도에서 최종 감점처리하고 있다.

문제는 청렴성에 내포되어 있는 부패, 투명성, 공정성 등은 추상적인

가치개념으로 그 수준을 명확히 측정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측정기관은 측정의 개념설정을 기반으로 청

렴도 향상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게 되기 때문에 의미의 중요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 정재한(2011)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대한 2010년 권익위 청

렴도 조사결과를 분석한 연구에서 청렴도 향상에 도움이 되는 모든 조치

들을 일시에 시행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으므로 조사 항

목들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며, 배점이 큰 항목 및 변별력이 크면

서 점수가 낮은 항목과 관련된 시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한 바 있다. 즉,

기관의 청렴도 관련 정책은 청렴도 측정결과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

고, 청렴도의 전면적인 개선이 어렵다면 우선적으로 기관이 취할 수 있

는 정책은 청렴도 측정결과를 향상하는데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반면 청렴도를 측정하는 제도 자체에 대한 비판도 존재하는데, 황성돈

(2004)은 서울시의 민생관련 취약분야 반부패지수조사의 타당성을 검토

한 연구에서 주장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용 용어의 용이성,

사실성, 정당성, 신실성이 담보되어야 하는데, 정부기관에 의한 조사가

상기에 근거한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과학적 지식을 오용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처럼 추상적 개념의 측정이라는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청렴도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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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모형을 개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피측정자의 인식 측

면에서 측정모형의 타당성을 살펴보는 것이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

다.

제 2 절 권익위 청렴도 측정의 내용

1. 측정개요

권익위의 청렴도 측정의 목적은 첫째, 공공서비스 유경험자에 대한

설문조사와 부패발생 현황자료를 기초로 공공기관의 청렴수준 및 부패유

발요인을 진단하고, 둘째, 각급 기관들의 자율적 개선노력을 유도함으로

써 공공분야의 공정성․투명성을 향상하고자 하는데 있다. 실시근거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

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의 2에 두고 있다.

청렴도 측정모형은 2002년 최초 측정시에는 대민․대기관 대상의 외

부청렴도만 측정하다가 두 차례의 모형개편을 통해 현재는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등 측정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대상기관 또한

2002년 71개였던데 비하여, 2014년에는 724개로 대폭 증가하였다.

계

중앙

행정

기관

자치단체 교육청 공직

유관

단체

공공

의료

기관

국공립

대 학광역 기초 시 도
지원

청

724 42 17 227 17 105 235 45 36

표 3. 2014년 기관유형별 청렴도 측정대상기관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2. 측정모형

청렴도 조사대상은 외부청렴도의 경우 측정대상업무를 경험한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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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합

청

렴

도

외부청렴도

(0.601)

민원인/공직자

의 입장에서

주요 대민업

무의 청렴도

를 평가한 것

[+]

부패지수

(0.638)

금품․향응․편의 수수,

특혜제공, 부당한 사익

추구 등에 대한 직․간

접적 부패경험 및 인식

정도 [13개 항목]

설문조사

부패위험지수

(0.362)

업무처리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정도 [4개 항목]

내부청렴도

(0.250)

소 속 직 원 의

입장에서 해

당기관의 내

부업무와 문

화의 청렴도

를 평가한 것

[+]

청렴문화지수

(0.433)

조직 내에서의 부패행

위 관행화 정도와 부패

방지제도 운영의 실효

성 정도 [9개 항목]

업무청렴지수

(0.567)

인사, 예산집행, 업무지

시에 있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 처리한

정도 [24개 항목]

정책고객평가 부패인식 금품․향응․편의 수수

및 공직자이며, 내부청렴도의 경우에는 각 기관의 소속 직원이다. 그리고

정책고객평가는 전문가, 업무관계자 등을 조사대상으로 한다.

청렴도 측정은 크게 설문조사와 감점으로 이루어진다. 설문조사는 부

패경험과 부패인식에 대한 조사이며, 조사방식은 전화조사, 온라인(스마

트폰, e-mail) 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정책고객은 방문조사방식을 추

가로 병행한다. 부패사건 발생현황에 대한 감점은 발생한 부패사건의 금

액 및 부패행위자의 직위 등을 점수화하여 부패행위 양태에 따라 외부

또는 내부 청렴도에 각각 감점하며, 신뢰도 저해행위에 대한 감점은 호

의적 평가유도 응답건수와 표본오염행위 점검 적발 사항 등을 점수화하

여 종합청렴도 점수에 감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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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49)

전문가․업무

관계자․주민

이 해당 기관

의 정책 등

업무 전반의

청렴도를 평

가한 것 [+]

(0.427)

인식, 예산낭비, 정책결

정 및 사업과정의 투명

성 등 부패와 관련한

인식 [10개 항목]

부패통제

(0.294)

징계수준의 엄정성, 부

패예방 노력도 등 [3개

항목]

부패경험

(0.279)

금품․향응․편의 수수

와 관련한 부패경험 p1

개 항목]

부패사건

발생현황 [-]

부패행위 징계통계(행정기관 일반직원)

부패사건 DB(행정기관 정무직 공직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징계통계

부패사건

DB

신뢰도

저해행위 [-]

측정대상자 명부 임의변경․오기, 호의

적 평가유도 응답건수 점검․제보 등

적발사항

명부점검

설문조사

현지조사

주1) ()안 숫자는 각 항목별 평가 가중치

표 4. 종합청렴도 측정모형(2013년)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외부청렴도는 행정서비스 경험자를 대상으로 ‘금품․향응․편의 수수

등의 부패행위를 하지 않고, 투명하고 책임있게 업무를 처리한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측정 모형은 크게 두 가지 평가영역이 존재하며, 세부

적으로는 17개의 측정항목이 존재한다.



- 14 -

평가영역 세부평가항목

부패지수

(0.638)

부패인식

(0.351)

특정인에 대한 특혜 여부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알선·청탁, 압력행사

부당한 사익추구

부패직접경험

(0.511)

금품제공빈도

금품제공규모

금품제공률

향응제공빈도

향응제공규모

향응제공률

편의제공빈도

편의제공률

부패간접경험(0.138) 금품·향응·편의 제공 간접 경험

부패위험지수

(0.362)

투명성

(0.552)

업무처리 기준 절차의 공개성

기준절차의 수용가능성

책임성

(0.448)

업무완수에 대한 노력

권한남용

주1) ()안 숫자는 각 항목별 평가 가중치

표 5. 2014년 외부청렴도 측정항목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외부청렴도 측정항목은 부패경험의 경우 非Likert 척도로 금품․향

응․편의의 제공빈도와 제공규모를 측정한다. 부패경험 항목을 제외한

항목은 Likert 7점 척도(매우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

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로 측정한

다.

외부청렴도의 조사방법은 측정대상업무와 관련하여 공공기관과 직접

접촉경험이 있는 민원인 등에 대한 전화설문조사로 실시하되, 민원인 등

이 온라인 조사를 원할 경우 스마트폰 또는 이메일 조사를 택일할 수 있

도록 한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부패 직․간접경험을 제외한 항목(7점

척도 설문항목)의 점수는 업무별 점수를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평균

산출하고, 부패 직․간접경험 항목(제공빈도․규모, 제공률, 경험률) 점수

는 기관별 총합점수로 산출한다. 평가항목별 점수를 가중 평균하여 산출

한 점수에 외부 관련 부패사건 발생현황 점수를 감점하여 최종적인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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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도 점수를 도출한다.

내부청렴도는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기관의 내부업무와 조직문화의

청렴도’를 측정한 것이다. 평가영역은 외부청렴도와 마찬가지로 두 가지

평가영역이며, 세부 측정항목은 33개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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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별 가중치 평가항목

청렴

문화

지수

(0.433)

조직

문화

(0.631)

업무처리 투명성

부당한 사익추구

부패행위의 관행화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 처리

알선·청탁 정도

부패방지

제도

(0.369)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실효성

징계·처벌의 적절성

자체 부패 통제 시스템 효용성

업무

청렴

지수

(0.567)

인사

업무

(0.413)

직접경험

금품제공빈도

금품제공규모

금품제공률

향응·편의제공빈도

향응·편의제공규모

향응․편의제공률

간접경험 금품·향응·편의 제공 간접 경험

인식
금품·향응·편의·특혜 제공

금품·향응·편의 제공영향

예산

집행

(0.347)

경험

업무추진비 위법/부당 집행빈도

업무추진비 위법/부당 집행규모

업무추진비 위법/부당 집행경험률

운영비․여비 위법/부당 집행빈도

운영비․여비 위법/부당 집행규모

운영비․여비 위법/부당 집행경험률

사업비 위법/부당 집행빈도

사업비 위법/부당 집행규모

사업비 위법/부당 집행경험률

인식 예산의 위법/부당 집행

업무지시

공정성

(0.240)

경험
부당한 업무지시 빈도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률

인식

복지부동 및 업무책임 회피 정도

부당한 업무지시

지시불응에 대한 불이익

주1) ()안 숫자는 각 항목별 평가 가중치

표 6. 2014년 내부청렴도 측정항목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외부청렴도와 동일하게 부패경험 항목은 非Likert 척도로, 부패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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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을 제외한 항목은 Likert 7점 척도로 측정하며, 공공기관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이메일․스마트폰 조사를 병행하여 조사한다. 조사결과를 바탕

으로 평가항목별 점수를 가중 평균하여 산출한 점수에 내부 부패사건 발

생현황 점수를 감점하여 최종 내부청렴도 점수를 도출한다.

정책고객평가는 전문가, 업무관계자를 대상으로 ‘정책 및 업무 전반의

청렴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3개의 평가영역과, 14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가영역 평가항목

부패경험(0.279) 금품 향응 편의 제공 직간접경험

부패인식

(0.427)

금품 향응 편의 수수

예산낭비

알선 청탁, 압력행사

사익추구 경향

특정인에 대한 특혜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 처리

정책 및 정보 공개

권한 남용

퇴직공직자의 부적절한 영향력 행사

직무관련 정보의 사적 이용 및 제3자
제공

부패통제

(0.294)

징계기준/처벌수준의 엄정성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실효성

부패예방 및 청렴도 향상 노력

주1) ()안 숫자는 각 항목별 평가 가중치

표 7. 2014년 정책고객평가 측정항목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경험 항목은 非Likert 척도로, 부패경험 항목을 제외한 항목은

Likert 7점 척도로 측정한다. 전문가(학계, 출입기자, 국회 보좌관, 감사

관 등), 업무관계자(산하단체, 이익단체 등), 주민 또는 학부모를 대상으

로 전화․이메일․스마트폰 조사를 하며, 필요시 방문 조사를 병행하도

록 되어 있다. 평가항목별 점수를 산출, 이를 가중 평균하여 기관별 정책

고객평가 점수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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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사건에 대한 감점은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 각각 다른 기준을 적

용한다. 공공기관에 대한 부분만 살펴보면 <표 8>과 같다.

구 분 반영 방안

적용 대상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부패행위

기본 자료 부패사건기사, 감사자료 등

대상 기간

• ’13년 사건반영 이후 ～ ’14년 결과발표 시점까지의 부

패사건

※ 전년도 감점적용 사건이 재검색된 경우 사건진행절차가 진

행됨에 따라 부패내용 및 관련자가 추가적으로 드러난 경

우에는 점수화 대상에 포함

부패 유형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직권남용, 문서 위․변

조, 비밀누설 등

(단순 업무과실 및 업무처리 부적정은 제외)

적발 유형

외부적발(권익위, 검․경찰, 감사원, 상급감독기관, 언론 등)

※ 기관의 자율적인 적발․처벌의지를 저해하지 않도록 기

관 자체적발은 제외

대상 사건

감사․수사․재판 과정에서 부패혐의가 인정된 사건

※ 감사완료, 기소이상의 수사․재판단계의 사건 평가대상에

포함

표 8. 2014년 청렴도 측정모형의 부패사건지수 점수화 대상 범위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마지막으로 조사의 신뢰도를 저해한 행위에 대한 감점으로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먼저, 설문감점은 호의적 평가를 유도한 행위에 대한 응

답 수와 조사 표본수를 고려한 산식의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 점수 산출

한다. 다른 유형인 점검감점은 명부점검․현지점검 또는 제보로 적발된

신뢰도 저해행위에 대해 감점 점수를 산출하고, 명부제출 기한를 준수하

지 않은 건과 부패공직자 자료 허위․누락 제출 등에 대해서 감점한다.

이상의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점수를 가중 평균하여

기관별 설문결과 종합 점수를 산출하고, 부패사건 및 신뢰도 저해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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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감점점수를 종합 점수에 감점 적용하여 종합청렴도를 산출하게 되

는 것이다.

3. 측정 대상업무 및 설문조사방법

먼저 외부청렴도 측정을 위한 기관의 대상업무는 대민․대기관 업무

로 부패에 취약한 업무를 우선 선정하고, 부패사건 발생현황 등을 분석

하여, 부패에 취약한 것으로 확인된 업무를 추가로 선정하는 절차를 가

지고 있다. K공기업의 경우에는 이를 바탕으로 네 가지 유형의 측정대

상업무가 선정되어 있다. 첫째, 전기사용신청 업무이다. 건물신축 등의

사유로 새롭게 전기를 사용할 필요가 생긴 경우 전기판매업자인 K공기

업에 전기사용신청을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료된 후 최종적으로 전기를 공급하기 전에 내선규정 적합

여부를 점검하는 ‘사용전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다2). 권익위는 이 업무가

공기업 직원이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검사라는 취지에서 부패취약분야

로 보고 청렴도 측정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둘째, 배전선로 이설업무이다.

건물신축, 도로신설 등의 사유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배전선로(전주,

전선 등)를 이설해야할 경우, 설비관리주체인 K공기업에 이설 신청을 함

으로써 공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K공기업은 관련 법령과 이설사유를 바

탕으로 이설에 발생하는 공사비의 부담주체에 대하여 K공기업이 부담할

것인지, 신청자가 부담할 것인지 판정을 하게 된다. 권익위는 이 중 K공

기업 부담으로 행해지는 배전선로 이설공사를 부패취약업무로 파악하여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셋째, 계약관리 업무이다. K공기업이 발주하

는 공사, 용역 등에 대하여 계약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월적 권한

남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건설

공사 점검업무이다. 공사를 발주하여 시공한 후에는 발주 당사자가 기성

또는 준공검사를 통해 계약내용 이행여부를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업무 역시 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계약상대자를 점검하는 것인 만

2) 전기사업법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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큼 부패취약업무로 선정하였다.

측정업무별 조사표본은 1개 업무별 최소 50표본 이상 조사를 원칙으

로 하되, 처리건수 및 통계적 신뢰성을 고려하여 업무별로 조사표본을

할당한다. 2014년의 경우 K공기업의 전체 대상업무는 26,582건(전기사용

신청 14,742건, 배전선로 이설 8,071건, 건설공사 점검 1,306건, 계약관리

2,463건)이었고, 이 중 390건을 표본 추출하여 조사를 시행하였다.

외부청렴도의 조사방법은 측정대상업무와 관련하여 공공기관과 접촉

경험이 있는 국민(민원인 및 공직자)에 대한 전화, 이메일, 스마트폰을

이용한 설문조사 방식이다. 권익위는 응답거절율과 표본관리행위 방지

등을 고려하여 측정업무별로 조사규모의 10배 이상의 측정대상자 명부를

확보하여, 제출받았다. 계절별 민원성격 및 업무내용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최근 1년간을 대상기간으로 하였으며, 소송 진행중인 민원인, 비정

상 평가 예상 민원인(반복민원인, 평가를 빌미로 협박하는 등 기관과 유

착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민원인 등)은 증빙자료를 통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내부청렴도는 측정대상기관의 소속직원에 대해 이메일 및 스마트폰을

이용해 조사하며,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본부장 이상 간부를 제외한 전

임직원을 조사대상으로 한다.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명부를 바탕으로

직원리스트를 기관별, 직급별로 층화하고, 직급별 비율에 따라 측정표본

을 비례할당하여 추출한다.

정책고객평가는 측정대상기관과 관련된 전문가․업무관계자 풀(Pool)

등에 대한 전화, 이메일, 스마트폰을 이용한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한다.

전문가는 해당기관 출입기자, 소속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보좌관 및 입법

조사관, 관련 학회, 감사원 감사관, 시민감사관(청렴 옴부즈만), 2년 이내

퇴직한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업무관계자는 해당기관의 산하단체

또는 유관단체, 해당기관과 업무관련성이 높은 협회․퇴직자 모임 등 이

익단체, 해당기관과 업무관련성이 높은 시민단체 등 관계자 중 선정한다.

해당되는 대상자의 명부를 바탕으로 유형별로 층화하고 유형별 비율에

따라 측정표본을 비례할당하여 추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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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측정결과의 활용

기관별 청렴도 측정결과는 청렴수준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결과와 함

께 대외적으로 공표한다. 또한, 측정대상기관의 청렴도 개선노력을 유도

할 수 있도록 분석결과를 해당기관에 제공하고, 지방청, 본부, 실 국 등

평가수요를 제출한 기관에 대해 소속 기관․본부별 외부청렴도 세부결과

를 제공한다. 그리고 청렴도 하위 등급 기관에 대해 부패방지 시책평가

를 실시하여 취약분야에 대한 개선을 독려하고 청렴시책 추진상황을 추

후 확인한다.

K공기업은 전술한 청렴도 평가항목 중 외부청렴도에 대하여 내부 경

영평가에 지표를 정의하여 예하 사업소(지역본부, 건설처, 연수원, 특수

사업소)의 실적을 관리하고 있다. K공기업은 실적이 있는 직전 3년 권익

위 외부청렴도 평균(가․감점 적용전)을 기준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자체

적인 기준에 따른 청렴도 측정 및 가․감점 적용을 통하여 지표로서 관

리하고 있다.

제 3 절 제도의 수용성

청렴도 측정결과는 대외적으로 공표될 뿐만 아니라 각 공공기관에 통

보되며, 주목적은 기관의 청렴수준에 대한 인식 및 개선점을 도출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측정기관의 직원들이 측정제도를 제대로

수용하는가는 청렴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이라는 가시적 변화와 아울

러 구성원 개개인의 내면적 인식변화를 이끌어 내는 중요한 문제이다.

수용성(acceptance)에 대한 개념은 학자와 연구 분야에 따라 다양한

정의가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수용성은 순응(compliance)이나 동조

(conformity)의 개념과 혼용되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이철주, 2009)

Young(1979)은 순응을 ‘특정의 행동규정에 일치하는 특정 행위자의 모든

행동’이라고 정의하였고, 정정길(1999)은 ‘정책이나 법규에서 요구되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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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에 따르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에 반해 순응과 수용성은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는데

Duncan(1981)은 순응은 외면적 행위만이 변화된 상태인데 반하여 수용

성의 개념은 내면적 가치체계의 변화까지도 포함하는 보다 폭넓은 개념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수용성은 순응의 개념보다는 장기간에 걸친

행동의 변화라는 견해도 있다(노화준, 2007). 그러나 정책에 있어서 순응

과 수용성을 구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 어떠한 현상에 대하

여 이해관계가 있는 대상자의 경우 내면적 가치체계의 변화가 없는 한

외면적 행동 변화는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김동규, 2014).

Duncan(1981)은 제도의 수용성을 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

는 대상자나 집단들의 외형적인 행동 변화뿐만 아니라 내면적 가치체계

및 태도가 변화된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허범(1982)은 정책수용성을

주어진 정책에 대해서 정책대상집단이 이를 받아들일 것인가 거부할 것

인가의 태도를 결정하는 것으로 정책과 국민의 내면적 관계에 대한 국민

의 주관적 평가와 기대의 표현으로 정의하였다. 임현준(2011)은 정책수

용성을 ‘조직구성원이 정책에 대해 주체적이고 능동적 입장에서 받아들

이는 태도’로 정의한 바 있다. 이희태(2009)는 대상자들의 긍정적 인식과

반응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정책 및 제도의 대상자들이 정책이나 제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기초로 정책이나 제도를 우호적으로 받

아들이려는 태도’로 보고 있다.

현실적으로 제도나 정책을 수용하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것은 대상 집

단이나 대상 조직의 구성원들에 대한 인터뷰나 설문조사를 통하여 간접

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하지만 제도나 정

책과 직접적인 영향관계가 있지 않거나, 법적 또는 규정에 따라 무조건

적으로 순응하는 동조현상을 파악하기는 용이하지 않다. 제도의 수용성

에 대한 판단은 제도를 받아들이고 있는가에 초점을 두는 것과 조직 구

성원이 제도를 숙지하고 이를 통하여 제도가 의도하는 바를 외면적으로

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김동규, 2014) 황성원(2007)은 성

과관리제도의 수용성에 대한 연구에서 ‘성과관리를 내․외면적으로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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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는 정도’로 정의하여 내적인 심리적 측면과 외적인 행동 측면을 구

분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렴도 측정결과의 수용성에 대하여

‘공공기관 구성원들이 청렴도 측정결과를 내․외면적으로 받아들이고 능

동적인 행동변화를 가져오는 정도’로 정의하고 K공기업 직원들을 대상

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수용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제도의 수용성에 대한 연구는 여러 분야에서 있어왔다. 홍성철(2005)

은 육군 장교를 대상으로 다면평가제도의 수용성과 효과성을 연구한 결

과 피드백의 필요성, 평가준거의 명확성, 평가제도의 인식이 수용성에 영

향을 미치며, 수용성은 효과성에 대하여 매개역할을 하여 효과성을 높인

다는 결과를 얻었다. 김영철(2006)은 교원 다면평가제도의 수용성을 연

구한 결과 학부모평가에 대한 태도, 동료평가에 대한 태도, 정부부처에

대한 신뢰가 다면평가제도의 수용성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이

라는 결론을 내렸다. 명창석(2012)은 인사고과에 대한 수용성을 연구한

결과 참여수준과 분배공정성을 영향요인으로 보았고, 백성춘(2013)은 공

기업 성과평가제도의 수용성에 관한 연구를 통해 조직평가와 개인평가의

연계성, 평가제도 운영에 대한 객관성 및 공정성, 평가결과에 대한 환류

강화라는 시사점을 얻었다. 김동규(2014)는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수용

성에 관한 연구를 통해 평가제도의 정당성, 평가지표의 적합성, 평가결과

환류 및 활용, 교육 및 관리층의 관심과 같은 유형적 요인 뿐만 아니라

피평가자들의 조직 내부환경에 해당하는 조직몰입, 직무만족, 조직문화,

리더십에도 주안점을 두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도 및 정책에 있어서 수용성에 관한 기존

의 연구는 개인 또는 조직의 성과평가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피평가자의

수용도와 영향요인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조직내에서 개

인의 성과에 대한 명확한 정의 및 측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피평가자의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내기

위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추상적인 개념의 청렴도 역시

피측정자의 수용성 분석을 통하여 긍정적 환류와 정책수립을 위한 시사

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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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연구자 연구대상 연구내용 주요 변수

청

렴

도

측

정

박순애

박재현

(2009)

권익위

청렴도

측정모형

청렴도 측정모형

수정(2008)에 따른

타당성 확보

설문항목(투명성,

책임성, 부패인식)

정재한

(2010)

권익위

청렴도

측정결과

청렴도 모형 안면

타당도 분석,

측정결과에 따른

전략적 시사점 제시

경험문항(부패지수,

투명성지수,

책임성지수),

인식문항(청렴문화지

수, 업무청렴지수)

황성돈

(2004)

서울시

반부패지

수 조사

과학적 오용

가능성에 대한

비판이론적 검토

-

제

도

수

용

성

홍성철

(2005)

육군장교

다면평가

제도

수용성

육군장교

다면평가제도의

특징이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요인 및

다면평가제도의

효과성 분석

피드백의 필요성,

평가준거의 명확성,

평가제도의 인식

김영철

(2006)

교원

다면평가

제도의

수용성

교원평가의 내용적

측면을 포함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수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분석과 정책적 함의

도출

학부모평가에 대한

태도, 동료평가에

대한 태도,

정부부처에 대한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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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연구자 연구대상 연구내용 주요 변수

명창석

(2012)

인사고과

에 대한

수용성

인사고과제도 운영에

나타난 절차 및 분배

공정성에 대한

인식도,

신인사평가제도에

대한 수용도에

영향을 미친 요인

분석

참여수준,

분배공정성

백성춘

(2013)

공기업

성과평가

제도의

수용성

한국도로공사의

성과평가제도

수용성에 대한

영향요인 및 시사점

개인평가 연계성,

운영의

객관성/공정성,

평가결과에 대한

환류

김동규

(2014)

지방자치

단체

합동평가

수용성

설정된 변수들을

중심으로

합동평가제도의

수용성과의 연관관계

파악. 수용성 제고를

위한 제언

평가제도의 정당성,

평가지표의 적합성,

평가결과 환류 및

활용, 교육 및

관리층의 관심

조직몰입, 직무만족,

조직문화, 리더십

표 9. 선행연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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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방법론 및 분석틀

제 1 절 연구변수 설정

1. 청렴도 측정결과 수용성 :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청렴도 측정결과에 대한 수용성이다. 수용성에

대한 정의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외형적 행동변화를 의미하는 순응과

내면적 가치체계의 변화를 의미하는 수용의 구분은 무의미하다는 전제하

에, ‘청렴도측정제도에 대한 긍정적지지 정도’로 정의한다. 청렴도측정제

도의 수용성의 하위변인은 Duncan(1981), 황성원(2007), 김동규(2014) 등

의 연구를 바탕으로 측정시스템의 적절성, 지지도, 부담에 대한 수용, 조

직변화 영향 및 기여도 등으로 정의하여 <표 10>와 같이 설정하였다.

그리고 각 항목별 응답자들의 인식정도는 Likert 5점 척도로 응답하는

방식으로 측정한다.

종속변수 하위변인 참조

청렴도측정제도

에 대한 조직구

성원의 수용성

- 청렴도 측정 시스템의 적절성

- 청렴도 측정제도의 계속성(지속성)

- 청렴도 측정제도에 따른 부담 수용

- 청렴도 측정제도로 인한 긍정적 영향

(조직, 개인)

Duncan(1981)

황성원(2007)

김동규(2014)

표 10. 수용성의 세부 측정지표

2. 제도적 변수 : 독립변수1

청렴도 측정결과를 수용하는 주체는 사람이며 대상은 권익위라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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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기관이 청렴도를 측정하는 제도에 대한 문제이므로 제도적 관점에서

수용성에 관한 논의는 중요하다. 제도란 사회의 성원 사이에서 여러 가

지 생활영역을 중심으로 한 규범이나 가치체계에 바탕을 두고 형성되는

복합적인 사회규범의 체계를 말한다. 제도는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의 행

동 방향에 영향을 주고, 사람들은 제도를 통하여 시행착오의 낭비를 절

약할 수 있기 때문에 상호작용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개

인과 집단이 제도에 항상 순응하는 것은 아니며 제도가 비현실적이고 부

당할 경우 제도에 항거하여 새로운 제도를 수립(오석홍, 2008)하기도 한

다.

청렴도 측정제도에 있어서는 측정의 목적뿐만 아니라 측정결과가 어

떻게 활용되는지 조직 구성원들에게 명확히 공지하고 이에 대한 그들의

동의를 구해 조직 구성원들 간의 폭넓은 신념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

다. 이와 함께 측정절차에 대한 긍정적인 수용이 제도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황성원(2007)은 거시적 제도주의적 관점에서 정

당성을 핵심개념으로 하여 법․제도적 측면을 논의하면서 조직을 둘러싼

제도적 규칙에 대해서 신뢰가 확보되면 제도의 수용성으로 이어지며, 제

도 자체의 공정성과 절차적 공정성, 결과의 공정성으로 세분화했다.

정책수용성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서 정책수용주체로서의 수용을 거부

하는 측면에 대하여 Anderson(1984)은 정책과 가치체계간의 갈등에서

수용거부가 발생한다고 하면서 이것은 정책이 순응주체의 가치와 관습,

신념과 충돌하는 경우라고 하였다. 순응주체가 이기적 욕구나 금전적 동

기에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수용거부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Kraft & Clary(1991)는 계획에 대한 편협적 견해, 계획에 대한 감정

적 평가, 계획의 위험에 대한 높은 수준의 불안감 때문에 수용거부가 발

생한다고 주장하였다. Coombs(1980)는 수용주체의 심리적 거부감, 정책

목표에 대한 반대, 경제적 부담의 기피, 자원부족 등을 수용거부 원인으

로 제시하였다.

강황성․권용수(2004)는 평가제도의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

로 조직구성원의 평가제도에 대한 인식과 긍정적인 노력을 제시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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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김응락(1991)은 주민의 가치체계가 어떠냐에 따라 수용거부가 나타

난다고 주장한다.

이상의 연구를 바탕으로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수용 주체 측면의

변수로서 정책에 대한 정당성 인식을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청렴도 측정에 대한 정당성의 하위 변수로 관련 법규 및 제도

의 적합성, 절차의 공정성, 결과의 공정성, 제도의 필요성 및 유용성, 제

도로서의 정착 가능성을 선정하였다.

3. 측정항목의 타당도 변수 : 독립변수2

1) 부패지수 측정항목 타당도 인식

권익위의 청렴도 측정항목은 크게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

평가, 부패사건 발생현황, 신뢰도 저해행위의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소속기관의 인사·예산 등 내부업무의 청렴도를 평가하는 내부청렴

도는 조직의 특성 및 문화에 기인하는 바가 크므로 하나의 기관이 아닌

여러 기관을 두고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에서는

배제하였다. 기관의 정책 등 업무 전반의 청렴도를 평가하는 정책고객

평가는 해당 업무의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담당부서 외에는 전문적

인 지식을 가지고 접근하기 어렵다. 부패사건 발생현황과 신뢰도 저해행

위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계량적인 데이터에 근거하므로 역시 논의의 대

상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주요 대민업무의 청렴도를 평가하

는 외부청렴도에 중점을 두고 피측정기관 구성원의 수용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외부청렴도 측정은 해당 기관의 대표적인 대민․대기관 업무를 측

정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공직자가 우월적 결정이나 처분을 할 수 있어

이러한 결정으로 말미암아 이권을 얻을 수 있는 업무, 계약 등과 같이

국민과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지만 부패개연성이 높은 업무 등을 선

정하여 조사한다. 이는 부패취약분야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진단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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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토대로 제도개선이나 예방적 반부패 전략을 수립하는데 유용한 자료

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권익위, 2014). 또한, 전체 청렴도 점수

에서 가장 높은 비중(60.1%)을 차지하는 항목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

는 외부청렴도 측정항목에 대한 타당도 인식을 하위변수로 선정하였다.

외부청렴도는 ‘부패지수’와 ‘부패위험지수’로 구성된 설문조사 결과에

외부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을 적용하여 도출된다. ‘부패지수’는 국민

(민원인/공직자)이 직접 경험하거나 인식한 금품․향응․편의수수, 특혜

제공 등의 부패수준을 의미한다. 즉, 전통적인 의미의 부패행위를 측정하

여 도출한 지수라고 할 수 있다. 부패지수 타당도의 하위변인은 특정인

에 대한 특혜여부,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알선․청탁 및 압력행사,

부당한 사익추구로 평가되는 청렴도 측정의 타당도이다.

2) 부패위험지수 측정항목 타당도 인식

‘부패위험지수’는 국민이 인식하는 해당업무 수행과정의 공개성, 기준

절차 수용가능성, 책임성 등의 부패위험수준을 의미한다(권익위, 2014).

부패지수가 전통적인 의미의 부패행위와 직결된 사항인데 비하여, 부패

위험지수는 부패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행위에 대한 판단이므로

피측정자의 수용성에는 다르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즉, 전통적인 부패

행위로 청렴도를 평가하는 것에는 수용 가능성이 높을 수 있지만, 부패

를 초래할 것으로 간주되는 행위인 부패위험도로 청렴도를 평가하는 것

에는 저항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측정항목에

대한 타당도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부패지수와 부패위험지수를 구분하여

수용성과의 상관관계를 측정하고자 한다. 부패위험지수 타당도의 하위변

인은 업무처리 기준․절차의 공개성, 기준․절차의 수용가능성, 업무완수

에 대한 노력, 권한 남용으로 평가되는 청렴도 측정의 타당도이다.

4. 기관의 내부정책변수 : 독립변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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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렴제도

청렴도에 대한 기관의 관심도는 기본적으로 기반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제도와 그것의 적용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제도는 구성원들에게 체

화됨으로써 행위 및 의사결정의 준거가 되며, 따라서 청렴도 측정제도의

수용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청렴도와 관련한 제도로는 자체 감사제도,

반부패 및 청렴관련 예산과 인력지원, 민원처리 절차나 기준, 부패행위자

에 대한 징계제도, 내부공익신고 등을 들 수 있다. North(1990)는 제도가

행위자들의 전략만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의 경험을 제약함으로

써 선호를 형성한다고 주장하고, Scharpf(1997)는 행위자중심 제도주의

(actor-centered institutionalism)에서 행위자의 인식, 선호 및 능력 그리

고 행위자들 간의 상호패턴에 대한 제도의 영향력을 중시한다. 제도는

행위자들이 그들의 이익 혹은 선호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영향을 미

침으로써 행위자들이 추구하는 목적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결

국 제도는 개인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인 것이다. 따라서

기관 외부의 청렴도 측정제도에 대한 개인 인식은 기관 내부의 제도적

기재에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관내부의 청렴제도로서 반부패 시스템, 관련 예산과

인력지원, 민원업무 절차나 처리기준, 부패통제 시스템, 내부공익신고제

도, 반부패 청렴교육을 선정하여 조사를 시행하였다.

2) 청렴문화

윤리경영을 강조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어떤 조직이든지 내부적으로

윤리문화 내지는 윤리적 분위기가 존재한다. 그리고 이는 부패적 관행에

대한 조직의 태도를 대변한다. 떡값, 촌지, 선물, 편의수수 등의 행위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그 조직의 문화를 떼어놓고 생각하기 어렵다. 개인

은 윤리적이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비리

를 저지르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이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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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이는 곧 조직 내 개인행동이 조직의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고, 조

직문화는 조직의 윤리적 행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미이다

(최순영 외, 2011). 예를 들어 남의 집을 방문할 때 선물 꾸러미라도 들

고 가야 예의가 있다는 선물관행은 사회적 약속과 관행이 되었으나 이러

한 선물문화는 부패환경과 토양을 조성하는 뇌물문화로 고착되었다(유종

해․김택, 2010). 결국 조직문화가 형성한 윤리적 분위기는 외부적 측정

제도라고 할 수 있는 청렴도 측정과 개인의 윤리적 준거 사이에 괴리를

보일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관내에 형성된 청렴문화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떡값․선물․편의 수수 관행, 연고․온정주의 문화, 상납 및 부패

용인 문화, 인사 관련 금풍․향응 제공, 예산의 부당집행 정도를 조사하

였다.

5. 기관장 변수 : 독립변수4

Harvard Business Review를 구독하는 경영자들에게 ‘귀하의 윤리적

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은 결과 1위의

응답이 최고관리자였다(Ford & Richardson, 1994). 최고관리자는 부하들

의 윤리적 행위를 격려하거나 비윤리적 행위를 억제시킴으로써 부하의

윤리적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이상범, 2012).

곽현근(2010)은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인식과 추진실적 측면에서

기관장의 추진의지가 큰 차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공무원 행동강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관장의 솔선수범 및 추진의지가 무엇보다 필

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기관장 요인은 조직구성원의 청렴도 측정제도

에 대한 인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기관장의

자질 및 능력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과의 상관관계를 예상할 수 있다. 여

기서는 기관장의 비전, 조직관리능력, 변화주도능력 등을 핵심 자질로 보

고 조직원의 제도 수용성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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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성과보상체계 변수 : 독립변수5

성과관리 및 보상체계는 조직구성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준다. 성과

관리 시스템이 합리적으로 구축되었다면 궁극적으로 조직원의 행동목표

와 조직의 목표와 일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금전적 보수수준은

그 자체로서 직원의 부패행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가장 고전적인 연

구는 Becker and Stigler(1974)의 범죄의 기대수익․손실에 입각한 연구

로서, 공무원이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한 존재라는 가정을 바탕으로 임금

이 증가하면 부패는 감소한다는 것이다. 즉 부패가 적발된 공무원은 실

직이라는 처벌을 받게 되어 수입이 감소하게 되므로 임금의 증가는 처벌

이라는 기대손실의 증가와 연결되어 부패행위를 막는데 기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절대적인 수준의 보수에 대한 논의로서 합리적 보

수수준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다. 김상헌․김은지(2011)의 연구에

서는 선진국과 후진국을 구분하지 않는다면, 절대보수 뿐만 아니라 상대

보수 증가 또한 부패의 감소와 상관관계에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

나 한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공직자의 보수가 고용 안정성 또는 안

정적 연금을 담보로 한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상대보수만으로 부패와의

상관관계를 측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해진 예산제약 하에서

는 합리적인 보수체계가 합리적인 상대보수를 나타내는 관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공기업의 경우 경영평가를 필두로 한 성과주의 보상체

계를 표방하고 있으므로 보수체계는 성과관리와 분리하여 생각하기 어렵

다. 반면 지나친 성과주의 조직문화는 공무원의 청렴윤리의식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 바도 있다(김정희, 2013). 따라서 성과

관리 체계의 합리성과 부패에 대한 인식 또는 행위가 관련이 있음을 고

려하여 독립변수로 선정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업무실적과 승진 및 보수와의 관계, 일하지 않는 사람

에 대한 제재 등을 선정하였다.

7. 조직·직무특성 변수 : 독립변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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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직몰입

조직몰입은 조직의 효과성과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념으로 많은

학자들이 관심을 가져왔으며, 심리학자들이 피고용자들의 이직현상을 설

명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개념화하였다(고종욱 외, 2007). 조직몰입의 개

념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정의되었는데, 그 가운데 Steer(1977)는 ‘구성

원 개인이 자신이 속한 조직과 동일시하고 조직에 참여하려는 정도로서,

자신이 속한 조직의 목표와 그 가치를 받아들이고, 조직을 신뢰하고 조

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는 의지가 있으며, 자신이 속한 구성원으로서

의 자격을 유지하려는 강한 소망의 상태’라고 정의하였다.

조직몰입의 유형 역시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서 다양하게 제시되었는

데, 가장 대표적인 유형화는 Meyer & Allen(1991)의 구분이라 할 수 있

다. 이들은 Porter(1974)의 태도적 조직몰입, Becker(1960)의 예외적 투자

(Side-bet), Weiner(1982)의 규범적 개념을 종합하여 많은 타당성 조사와

실증적 분석을 실시한 후 조직몰입을 정서적 몰입(affective

commitment), 지속적 몰입(continuance commitment), 규범적 몰입

(normative commitment) 세 가지로 범주화 하였다. 정서적 몰입은 조직

에 대한 애착과 자부심을 느끼며 조직과 본인을 동일시하고, 목표의 달

성에 전념하려는 조직관여의 복합적 감정을 말한다. 지속적 몰입은 경제

적 계산에 의해 이직하지 않고 현재 조직에 머물려고 하는 몰입이다. 규

범적 몰입은 구성원이 개인의 경험을 통해 형성된 의무감에서 조직에 남

고자 하는 몰입이다. 이 세 가지 정신적 묶음들이 지향하는 바는 동질한

데, 바로 고용관계의 연속성이다(Giauque, 2014). Meyer(1991)는 세 가지

몰입이 한 조직 안에 존재하며 좀 더 나은 조직의 성과를 위해서는 이들

을 모두 분석하고 파악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조직몰입은 조직

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 지속근무 의사, 충성도 등과 관련한 개념으로서,

외부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는 행위와 상관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조직특성으로서의 조직몰입을 독립변수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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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무만족

직무만족은 다차원적 개념으로, 널리 알려진 분류는 내재적 만족과

외재적 만족으로 구분한다. 내재적 만족은 직무의 난이도, 도전감, 중요

성, 다양성, 책임 등 직무 그 자체의 내재적 가치가 주는 만족감이며 외

재적 만족은 보상, 작업환경, 승진 등 직무수행의 결과에 따라 직무 외적

으로 부여된 보상가치에 대한 만족을 의미한다. 대체로 직무만족은 오랫

동안 조직의 성과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 요인으로 추정되어 왔으며, 대

다수 연구들은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직무성과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다

고 가정한다(김용동, 2007).

직무만족의 기본가정은 조직 구성원들이 그들의 직무에 만족하면 할

수록 그들의 작업성과나 생산성이 증가한다는 것이지만, 역으로 높은 생

산성이나 업무성과가 업무만족을 유도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배귀

희, 2005).

본 연구에서 직무만족의 측정은 청렴도 측정제도 수용성의 독립변수

중의 한 부분으로 세부적 만족도 보다는 전반적인 만족도를 확인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즉, 직무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거나 낮은 사

람이 외부기관의 평가를 얼마나 수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

이다. 직무만족에 대한 조작적 정의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직무의 중

요성(성취감), 직무환경 등을 선정하였다.

8. 개인특성 변수 : 통제변수

청렴도 측정제도를 받아들이는 주체는 사람, 즉, 피측정기관의 직원이

므로 개인별 특성도 중요한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인구특성

중 성별과 개인별 연령을 통제변수로 선정하였고, 직무특성 요소로서 직

급, 직군, 근무처, 근무년수를 선정하였다.

개인특성 변수는 다른 독립변수와 같이 주관적 의사의 정도를 Lik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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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척도를 통하여 묻는 설문조사가 아니고 객관적인 사실을 답하는 것

이기 때문에 다른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성별이나 근무처처럼 두 개의 답변으로 정리되는 경우에는 더미변수

(dummy variable)로 처리하였다. 직군은 K공기업의 경우 크게 10개(경

영, 사무, 배전, 송변전, 통신, 원자력, 발전, 토목, 건축, IT)의 구분이 가

능하나 지나치게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

단하여, 업무의 성격에 따라 사무 및 경영직군과 그 외 직군을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K공기업은 내부적으로 크게 사무직군과 기술직

군을 구분하여 업무를 부여하는데,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

근무년수나 연령, 직급과 같은 개인특성은 연공서열의 조직문화에서

는 상관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 분석시에는 다중공선성을 고려하여

변수간의 지나친 상관관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분석하기

로 한다.

제 2 절 연구모형 및 분석틀

본 연구를 통해 주요 변수들을 중심으로 청렴도 측정결과의 수용성과

의 연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청렴도 측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앞에서 검토한 여러 선행연구들을 바탕

으로 독립변수로 제도적 변수, 측정항목 타당도 변수, 기관의 내부정책변

수, 기관장요인, 성과보상체계, 그리고 조직․직무특성변수를 선정하였다.

제도적 변수의 하위변수로는 제도의 정당성을, 측정항목 타당도의 하위

변수로는 부패지수 측정 타당도 인식, 부패위험지수 측정 타당도 인식을,

기관 내부정책변수의 하위변수로는 청렴제도 및 청렴문화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기관장요인과 성과보상체계를 별개의 변수로 설정하였으며, 조

직․직무특성 변수의 하위변수로 조직몰입, 직무만족을 선정하였다. 또한

개인별 연령, 성별, 직급, 근무년수, 직군, 근무처를 통제변수로 선정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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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 통제변수 종속변수

○ 제도적 변수

- 제도적 정당성 인식

○ 측정항목 타당도 변수

- 부패지수 측정항목 타당도

- 부패위험지수 측정항목 타당도

○ 기관내부정책 변수

- 청렴제도

- 청렴문화

○ 기관장 요인

○ 성과보상체계

○ 조직․직무특성

- 조직몰입

- 직무만족

․ 성별

․ 연령

․ 직급

․ 근속년수

․ 직군

․ 근무처

․ 청렴도 측정제도

수용성

표 11. 연구변수 설정

1. 가설의 설정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가설은 아래와 같이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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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가설

가설1
청렴도 측정제도에 대한 정당성 인식이 높을수록 청렴도 측정

제도 수용성이 높을 것이다.

가설2
부패지수 측정항목 타당도 인식이 높을수록 청렴도 측정제도

수용성이 높을 것이다.

가설3
부패위험지수 측정항목 타당도 인식이 높을수록 청렴도 측정

제도 수용성이 높을 것이다.

가설4
기관의 청렴제도 수준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청렴도 측정제

도 수용성이 높을 것이다.

가설5
기관의 청렴문화 수준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청렴도 측정제

도 수용성이 높을 것이다.

가설6
기관장의 자질에 대한 인정도가 높을수록 청렴도 측정제도 수

용성이 높을 것이다.

가설7
성과보상체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청렴도 측정제도 수

용성이 높을 것이다.

가설8
조직몰입도가 높을수록 청렴도 측정제도 수용성이 높을 것이

다.

가설9
직무만족도가 높을수록 청렴도 측정제도 수용성이 높을 것이

다.

표 12. 가설의 설정

2. 설문의 구성과 내용

조작적 정의를 통하여 추상적인 독립변수별 하위변수를 보다 구체적

인 측정지표로 설정할 것이다. 설문항목은 기존 연구들에서 요인과 설문

항목을 참고하되 연구목적과 대상에 맞게 일부 수정 및 보완하였다. 각

측정지표에 대한 설문항목은 Likert 5점 척도(1～5)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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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하위변수 측정지표
설문
항목

독
립
변
수
1

제
도
적
변
수

제도 정당성
인식

관련 법규 및 제도에 대한 인식 Ⅰ-1-1

측정절차의 공정성 Ⅰ-1-2

측정결과의 공정성 Ⅰ-1-3

측정제도의 필요성(조직운영 측면) Ⅰ-1-4

측정제도의 유용성 인식 Ⅰ-1-5

제도의 기관 정착 전망 Ⅰ-1-6

독
립
변
수
2

측
정
항
목
타
당
도

부패지수항목타
당도

청렴도와 일부 사람에 대한 부당한
특혜와의 연관성

Ⅱ-1-1

청렴도와 지연․혈연에 의한
업무편의와의 연관성

Ⅱ-1-2

청렴도와 부당한 압력행사 및
청탁행위와의 연관성

Ⅱ-1-3

청렴도와 개인의 이익을 위한
부당한 업무처리와의 연관성

Ⅱ-1-4

부패위험지수항
목타당도

청렴도와 기준․절차의 투명한
공개의 연관성

Ⅱ-2-1

청렴도와 기준․절차의 현실적
준수가능성의 연관성

Ⅱ-2-2

청렴도와 담당자의 적극적
업무처리 노력과의 연관성

Ⅱ-2-3

청렴도와 담당자의 권한남용과의
연관성

Ⅱ-2-4

독
립
변
수
3

기
관
내
부
정
책
변
수

청렴제도

반부패 시스템의 부패예방에 대한
기여도

Ⅲ-1-1

반부패 미 청렴 관련 예산과
인력지원

Ⅲ-1-2

민원업무의 처리절차 및 기준
적절성

Ⅲ-1-3

부패행위자에 대한 징계 적절성 Ⅲ-1-4

내부공익신고제도 운영의 적절성 Ⅲ-1-5

청렴교육 횟수 Ⅲ-1-6

청렴문화

떡값, 촌지, 선물, 편의수수 등의
관행 정도

Ⅲ-2-1

연고․온정주의 문화 및 관행 Ⅲ-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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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하위변수 측정지표
설문
항목

부패구조의 고착화 여부 Ⅲ-2-3

인사와 관련한 금품․향응 제공
인식

Ⅲ-2-4

예산의 위법․부당 집행 인식 Ⅲ-2-5

독
립
변
수
4

기
관
장
변
수

기관장요인

미래에 대한 확실한 비전 Ⅳ-1-1

조직 분위기와 환경에의 동화 Ⅳ-1-2

직원들과의 소통 Ⅳ-1-3

평등관계 유지 Ⅳ-1-4

경영에 대한 전문성 Ⅳ-1-5

변화를 주도하는 능력 Ⅳ-1-6

독
립
변
수
5

성
과
보
상
변
수

성과보상체계

업무실적과 승진 관련성 Ⅴ-2-1

업무실적과 보수 관련성 Ⅴ-2-2

일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제재 Ⅴ-2-3

독
립
변
수
6

조
직
․
직
무
특
성
변
수

조직몰입

조직목표의 찬성정도 Ⅵ-1-1

조직목표와 개인목표의 유사성 Ⅵ-1-2

타 조직에 이직하고자 하는 의사 Ⅵ-1-3

직무만족

직무수행 및 성과향상을 통한
만족감

Ⅵ-2-1

직무수행을 통한 성취감 Ⅵ-2-2

담당 업무에 대한 의미부여 Ⅵ-2-3

조직 내 동료․상사와의 관계 Ⅵ-2-4

종속
변수

제도수용성인식

청렴도 측정이 적절한
측정시스템이라는 인식

Ⅶ-1-1

청렴도 측정을 미래에도 계속
실시하는 데 대한 동의

Ⅶ-1-2

사회적 비판을 수용하는 정도 Ⅶ-1-3

기관의 청렴수준 향상에 기여 Ⅶ-1-4

개인 및 조직의 청렴수준 향상에
기여

Ⅶ-1-5

통
제
변
수

성
별
① 남 ② 여

연
령
① 35세 이하 ② 36～40세 ③ 41～45세
④ 46～50세 ⑤ 51～55세 ⑥ 56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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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하위변수 측정지표
설문
항목

근
무
년
수

① 5년 이하 ② 6～10년 ③ 11～15년
④ 16～20년 ⑤ 21～25년 ⑥ 26년 이상

직
군
① 경영 ② 사무 ③ 배전 ④ 송변전 ⑤ 통신
⑥ 원자력 ⑦ 발전 ⑧ 토목 ⑨ 건축 ⑩ IT

직
급
① 1급 ② 2급 ③ 3급 ④ 4급 ⑤ 5급 ⑥ 6급 ⑦ 연구 ⑧ 기
타

근
무
처
① 본사 ② 지역본부 ③ 기타

표 13. 설문의 구성과 내용

제 3 절 조사대상자의 선정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K공기업 소속 임직원 19,643명을 모집단으로

한다. 그러나 기관의 특성상 다양한 업무영역이 존재하므로, 청렴도 측정

관련 업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청

렴도 측정제도 관련 직․간접적으로 업무경험 여부가 파악된 직원 190명

을 편의추출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자료를 수집한 결과 1

03부를 회수하여, 54.2%의 회수율을 보였다. 데이터의 결측치는 없었으

므로 이 103부를 모두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제 4 절 자료의 수집 및 분석방법

설문조사 기간은 2015년 1월 10일부터 2월 27일까지이다. 설문방법은

대면접촉을 통하여 설문지를 배부하거나, Google의 설문기능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진행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사회과학 통계패키지인 IBM S

PSS Statics 22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각 변수별 조사도구의 Cronbac

h's α값을 분석하여 신뢰도를 검증하였고, 요인분석을 통하여 타당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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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였다. 또한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변수별 상대적인 평균수

준을 알아보기 위해 기초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각 변수들 간의

VIF를 측정하여 다중공선성을 진단하고,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에 미치

는 상관성을 파악하고자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

런 검증을 토대로 종속변수에 대한 관련 독립변수들의 설명력을 분석하

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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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결과 및 논의

제 1 절 표본의 특성과 측정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성

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설문 응답자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응답자의 성별 분

포는 남성과 여성이 각각 89.3%(92명), 10.7%(11명)로 남성의 비중이 78.

6%p 많았다. 연령에 있어서는 35세 이하가 9.7%(10명), 36～40세가 40.

8%(42명), 41～45세가 25.2%(26명), 46～50세가 10.7%(11명), 51～55세가

8.7%(9명), 56세 이상이 4.9%(5명)로 집계되었다. 또한 근무년수에 있어

서는 5년 이하가 1.0%(1명), 6～10년이 33.0%(34명), 11～15년이 28.2%(2

9명), 16～20년이 16.5%(17명), 21～25년이 8.7%(9명), 26년 이상이 11.

7%(12명)로 집계되었다. 직군은 응답자의 67.0%(69명)이 배전직군이며,

송변전직군이 1.9%(2명), 통신직군이 3.9%(4명), 사무직군이 그리고, 경

영간부가 3.9%(4명)으로 집계되었다. 직급의 경우에는 직원으로 분류되

는 4급이 가장 많은 46.6%(48명)을 차지하였으며, 간부직급인 3급이 43.

7%(45명), 2급이 3.9%(4명), 1급이 4.9%(5명)로 나타났다. 그밖에 본사

근무자는 31.1%(32명)였으며, 지역본부 및 특수 사업소 근무자는 68.9%

(71명)로 집계되었다.

조사대상자들의 구체적인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4>에 제시한 바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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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항목 빈도(%) 문항 항목 빈도(%)

성별

남 92(89.3)

직군

경영 4(3.9)

여 11(10.7) 사무 24(23.3)

소계 103(100) 배전 69(67.0)

연령

35세 이하 10(9.7) 송변전 2(1.9)

36～40세 42(40.8) 통신 4(3.9)

41～45세 26(25.2)
소계 103(100)

46～50세 11(10.7)

51～55세 9(8.7)

직급

1급 5(4.9)

56세 이상 5(4.9) 2급 4(3.9)

소계 103(100) 3급 45(43.7)

근무년
수

5년 이하 1(1.0) 4급 48(46.6)

6～10년 34(33.0) 기타 1(1.0)

11～15년 29(28.2) 소계 103(100)

16～20년 17(16.5)

근무
처

본사 32(31.1)

21～25년 9(8.7) 지역본부 64(62.1)

26년 이상 12(11.7) 기타 7(6.8)

소계 103(100) 소계 103(100)

표 14.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2.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

가설을 검증하기 전, 설문 문항에 대한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을 위

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설문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탐색적 요

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여 분석에서 제외되는 항목

을 배제한 후 각각의 신뢰도를 Cronbach’s α값으로 측정하였다.

신뢰도는 동일 대상에 대해 동일한 측정도구를 반복적으로 사용할 때

그 측정결과 값의 차이가 작아야 된다는 것이다. Cronbach’s α는 내적

일관성(internal consistency)을 측정할 때 주로 사용되는 통계량으로서,

동일차원의 개념을 측정하는 설문문항들은 서로 상관관계가 높다는 성질

을 이용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측정도구의 α값이 0.7 이상이면 내적 일

관성이 크다고 판단한다.(고길곤, 2014)

내적 일관성 값이 크더라도 질문들이 모두 동일한 개념(concept)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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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dimension)을 측정했다고 볼 수는 없다. 질문이 동일 개념을 측정

했으면 내적 일관성이 높아야 하나, 높은 내적 일관성은 동일 개념 측정

의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질문들이 동

일한 개념을 측정했는지 여부는 요인분석(factor analysis) 등을 이용하

여 추가적인 분석을 해야 된다.(고길곤, 2014)

요인분석은 다수의 변수(요인)들을 보다 적은 수의 요인 혹은 공통요

인으로 구성하는 통계분석기법으로서 변수를 측정하는 문항 간의 상관관

계가 높은 문항들은 하나의 요인으로 묶이며(수렴적 타당성), 요인 간에

는 상호 독립성(판별적 혹은 변별적 타당성)을 확보하게 된다(김효창, 20

13). 본 연구에서는 베리맥스 회전법으로 고유값이 1 이상인 요인만 추

출하였다. 각 측정문항과 요인간의 상관계수를 나타내는 요인적재값은

그 값이 클수록 측정문항이 해당 요인을 적절하게 측정․설명하고 있다

고 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요인적재값이 0.4이상일 경우 대체로 유의

미하다고 해석된다.(김효창, 2013)

요인 하위요인 설문문항 요인1 Cronbach’s α

제도적

요인
제도 정당성 인식

Ⅰ-1-6 0.837

0.865

Ⅰ-1-4 0.836

Ⅰ-1-5 0.836

Ⅰ-1-2 0.772

Ⅰ-1-1 0.689

Ⅰ-1-3 0.688

표 15. 제도적 요인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결과

첫 번째 독립변수인 제도적 요인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는 <표 15>

에서 보는 바와 같다. 6개의 설문문항이 모두 동일한 요인으로 분석되었

으며, 요인적재값 또한 0.4이상으로 타당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 변수의 Cronbach’s α값 또한 0.7이상으로 전체적인 문항의 신뢰

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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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하위요인 설문문항 요인1 요인2 Cronbach’s α

측정항

목

타당도

요인

부패지수

측정항목

타당도

Ⅱ-1-3 0.951

0.943

Ⅱ-1-2 0.942

Ⅱ-1-1 0.942

Ⅱ-1-4 0.909

Ⅱ-2-4 0.684

부패위험지수

측정항목

타당도

Ⅱ-2-2 0.864

0.816Ⅱ-2-1 0.853

Ⅱ-2-3 0.805

표 16. 측정항목 타당도 요인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결과

두 번째 독립변수인 측정항목 타당도 요인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는

<표 16>에서 보는 바와 같다. 8개의 설문문항은 권익위의 청렴항목 분

류에 따라 부패지수 측정항목 4개, 부패위험지수 측정항목 4개로 구분하

였으나, 요인분석결과 부패위험지수 측정항목 중 청렴도와 담당자의 권

한남용과의 연관성을 묻는 설문(권한을 남용하는 것과 청렴도는 별개의

문제이다.)은 부패지수 측정항목와 같은 차원으로 구분되었다. 10개의 설

문문항에 대한 요인적재값은 모두 0.4이상으로 타당도에 문제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Cronbach’s α값은 0.7이상으로 전체적인 문항의 신뢰

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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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하위요인 설문문항 요인1 요인2 Cronbach’s α

기관내

부 정책

요인

청렴문화

Ⅲ-2-4 0.891

0.922

Ⅲ-2-3 0.876

Ⅲ-2-5 0.857

Ⅲ-2-2 0.804

Ⅲ-2-1 0.681

청렴제도

Ⅲ-1-3 0.798

0.871

Ⅲ-1-4 0.763

Ⅲ-1-5 0.752

Ⅲ-1-6 0.738

Ⅲ-1-1 0.666

Ⅲ-1-2 0.446

표 17. 기관내부 정책 요인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결과

세 번째 독립변수인 측정항목 타당도 요인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는

<표 17>에서 보는 바와 같다. 11개의 설문문항은 선행연구와 마찬가지

로 청렴제도와 문화 두 개의 차원으로 구분되었다. 요인적재값은 모두 0.

4이상으로 타당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Cronbach’s α값 또

한 0.7이상으로 전체적인 문항의 신뢰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요인 하위요인 설문문항 요인1 Cronbach’s α

기관장 기관장 요인

Ⅳ-1-6 0.909

0.888

Ⅳ-1-5 0.886

Ⅳ-1-3 0.867

Ⅳ-1-2 0.847

Ⅳ-1-1 0.818

Ⅳ-1-4 0.570

표 18. 제도적 요인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결과

네 번째 독립변수인 기관장 요인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는 <표 18>

에서 보는 바와 같다. 6개의 설문문항이 모두 동일한 요인으로 분석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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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요인적재값 또한 0.4이상으로 타당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 변수의 Cronbach’s α값은 0.7이상으로 전체적인 문항의 신뢰도에

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요인 하위요인 설문문항 요인1 Cronbach’s α

성과보상

체계

성과보상체계

요인

Ⅴ-1-2 0.874

0.736Ⅴ-1-3 0.825

Ⅴ-1-1 0.736

표 19. 성과보상체계 요인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결과

다섯 번째 독립변수인 성과보상체계 요인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는

<표 19>에서 보는 바와 같다. 3개의 설문문항이 모두 동일한 요인으로

분석되었으며, 요인적재값 또한 0.4이상으로 타당도에 문제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 변수의 Cronbach’s α값은 0.7이상으로 전체적인 문항의

신뢰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요인 하위요인 설문문항 요인1 요인2 Cronbach’s α

조직․

직무

특성

직무만족

Ⅵ-2-3 0.903

0.921
Ⅵ-2-2 0.889

Ⅵ-2-1 0.876

Ⅵ-2-4 0.784

조직몰입

Ⅵ-1-1 0.848

0.722Ⅵ-1-2 0.798

Ⅵ-1-3 0.686

표 20. 조직․직무특성 요인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결과

여섯 번째 독립변수인 조직․직무특성 요인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는

<표 20>에서 보는 바와 같다. 7개의 설문문항은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두 개의 차원으로 구분되었다. 요인적재값은 모두

0.4이상으로 타당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Cronbach’s α값



- 48 -

또한 0.7이상으로 전체적인 문항의 신뢰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요인 하위요인 설문문항 요인1 Cronbach’s α

제도

수용성
제도수용성 인식

Ⅶ-1-4 0.852

0.899

Ⅶ-1-2 0.851

Ⅶ-1-5 0.844

Ⅶ-1-1 0.844

Ⅶ-1-3 0.834

표 21. 제도수용성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결과

종속변수인 청렴도 측정제도의 수용성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는 <표

21>에서 보는 바와 같다. 5개의 설문문항이 모두 동일한 요인으로 분석

되었으며, 요인적재값 또한 0.4이상으로 타당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 변수의 Cronbach’s α값 또한 0.7이상으로 전체적인 문항의

신뢰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 2 절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1. 변수의 기술통계

<표 22>는 종속변수 및 독립변수, 통제변수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와

최대․최소값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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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최대 최소 평균
표준
편차

청렴도 측정제도 수용성 5 1 2.47 0.94

청렴도 측정제도 정당성 인식 5 1 2.64 0.85

부패지수 측정항목 타당도 인식 5 1 3.87 0.93

부패위험지수 측정항목 타당도 인식 5 1 2.57 1.00

청렴제도 5 1 3.08 0.85

청렴문화 5 1 2.94 1.01

CEO요인 5 1 3.59 0.73

성과보상체계 5 1 2.22 0.76

조직몰입 5 1 3.17 0.80

직무만족 5 1 3.58 0.83

성별 1 0 0.11 0.31

직군 1 0 0.73 0.45

근무처 1 0 0.69 0.47

표 22. 변수들의 기술통계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들에 대한 측정은 5점 척도의 측정치(1 : 전혀

아니다, 2 : 그렇지 않다, 3 : 보통이다, 4 : 그렇다, 5 :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분석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렴도 측정제도의 수용성은 평균

2.47점(σ=0.94)으로 중간점인 3점을 하회하고 있다. 따라서 청렴도 측정

제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독립변수 중 측정제도의 정당성 인식 평균값은 2.64점(σ=0.85)으로 K

공기업의 직원은 전반적으로 청렴도 측정제도의 정당성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부패지수 및 부패위험지수 측정항목의 타당도 측정은 불성실한 설문

지 기재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질문과 반대로 부정형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역으로 코딩한 값을 사용하였다.

부패지수 측정항목의 타당도는 3점을 상회하며 평균값은 3.87점(σ=0.9

3)이다. 이를 통해 전통적인 의미의 부패를 나타내는 측정항목에 대해서

는 응답자들이 비교적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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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위험지수 측정항목의 타당도의 평균값은 2.57점(σ=1.00)이다. 따라

서 권익위에서 부패의 징후라고 판단하고 있는 기준․절차의 투명성과

현실적인 준수 가능성, 업무처리에 소극적인 태도에 대하여 피측정기관

직원들이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행위

들이 실제로 부패를 유발한다고 하더라도, 그 입증이 어렵다는 점을 고

려한다면 기관 직원들로 하여금 이를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부

족하다는 비판을 할 수 있다.

청렴제도의 경우 3.08점(σ=0.85), 청렴문화는 2.94점(σ=1.01)의 평균값

을 보여 모두 중간점에 근사한 값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청렴제도

측면에서 반부패 시스템의 부패예방 기여, 잘 갖추어진 절차와 기준, 부

패통제 시스템 작동, 반부패 청렴교육 시행과 청렴문화 측면에서 떡값․

촌지․선물 등 관행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내부 공익신

고제도 운영, 온정주의 문화, 상납․부패문화, 인사 관련 금품․향응제공,

부당한 예산 집행에는 모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즉, 기관내부의 윤

리경영 노력에 의해 청렴도에 대한 시스템과 기준․절차, 교육은 잘 갖

추어진 반면, 내부적으로 시스템의 많은 개선에도 불구하고 온정주의, 상

납문화, 인사․예산집행 관련 부조리 등은 여전히 체감적으로 사라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CEO요인의 평균값은 3.59점(σ=0.73)이었다. 조사의 한계상 현재 재직

중인 CEO에 대한 평가로 한정지을 수밖에 없지만, K공기업의 경우 현C

EO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과보상체계의 평균값은 2.22점(σ=0.76)으로 3점 미만의 결과가 나왔

다. 공기업의 성과보상체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대부분이었음을

알 수 있으며, 실적 및 성과에 따른 승진이나 보수연계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온정주의적 조직문화로

인하여 일하지 않는 직원에 대한 제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조직몰입은 평균 3.17점(σ=0.80)으로 중간점에 가까운 값이었으며, 직

무만족의 경우 평균 3.58점(σ=0.83)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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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개인특성 변수는 성별, 연령, 근무년수, 직군, 직급, 근무처

이렇게 6개 로 보았다. 이 중 조사결과를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 성별

(남, 여), 직군(사무직, 기술직), 근무처(본사, 본사 외)는 더미변수를 활용

하여 분석하였는데, 응답자의 근무처가 가장 0.5에 가까웠다. 반면 성별

은 남성에 편중되어 있는데, 이는 K공기업에 있어서 청렴도 측정과 관

련이 있는 업무인 전기사용신청, 배전선로이설, 건설공사점검, 계약관리

업무를 경험했거나 현재 맡고 있는 직원들의 개인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

분석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별은 남성을 0, 여성을 1로 하였

을 때 평균 0.11(σ=0.31)로 남성의 비중이 78.6%p 많다. 직군은 경영 및

사무직을 0, 그 외 직종(기술직)을 1로 하였을 때 평균 0.73(σ=0.45)으로

기술직이 45.6%p 많다. 근무처는 본사를 0, 지사 및 특수사업소를 1로

하였을 때 평균 0.69(σ=0.47)로 본사보다 37.8%p 더 많은 응답자가 지사

및 특수사업소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상관관계 분석

사회과학 연구의 핵심적인 관심사항 중의 하나는 변수 간의 인과관계

(causal relation)를 찾아내는 데 있다. 인과관계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①

먼저 원인이 결과보다 우선되어야 하고, ②원인의 변화와 결과의 변화가

상관관계가 있어야 하며, ③제3의 변수의 영향을 통제한 상황에서도 ①

과 ②의 조건이 유지되어야 한다. 이처럼 상관관계 분석은 원인과 결과

의 변화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법이다.(고길곤, 2014)

다음 <표 23>은 독립변수와 통제변수, 그리고 종속변수인 청렴도 측

정제도의 수용성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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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 1.000

2 .754*** 1.000

3 .277** .239** 1.000

4 .548*** .558*** .339*** 1.000

5 .425*** .266*** .042 .212** 1.000

6 .459*** .426*** .143 .270*** .662*** 1.000

7 .294*** .311*** -.261*** .185* .516*** .537*** 1.000

8 .345*** .457*** .186* .321*** .399*** .430*** .220** 1.000

9 .486*** .449*** .122 .308*** .537*** .608*** .386*** .386*** 1.000

10 .508*** .475*** .387*** .384*** .582*** .604*** .192* .279*** .528*** 1.000

11 -.046 -.070 -.014 .056 -.099 -.066 .057 .064 -.167* -.147 1.000

12 .044 .072 -.100 .039 .163* .185* .150 -.006 .277*** .207** -.270*** 1.000

13 -.020 -.031 -.146 -.054 .127 .094 .147 -.055 .226** .115 -.135 .884*** 1.000

14 -.169* .059 .110 .004 -.108 .044 -.207** .069 .096 .039 -.213** -.151 -.120 1.000

15 -.298*** -.172* .128 -.076 -.329*** -.193* -.245** -.154 -.187* -.296*** .137 -.472*** -.388*** .351*** 1.000

16 -.381*** -.278*** -.155 -.194* -.262*** -.106 -.169* -.180* -.137 -.353*** .028 -.091 -.047 .250** .566*** 1.000

주1) 1=청렴도 측정제도 수용성, 2=측정제도 정당성, 3=부패지수 측정

타당도, 4=부패위험지수 측정 타당도, 5=청렴제도, 6=청렴문화, 7=CEO요

인, 8=성과보상체계, 9=조직몰입, 10=직무만족, 11=성별, 12=연령, 13=근

무년수, 14=직군, 15=직급, 16=근무처

주2) * : p<0.1, ** : p<0.05, *** : p<0.01

표 23. 청렴도 측정제도의 수용성 관련 변수들의 상관계수 행렬

상관관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독립변수 모두가 종속변수인 청렴도

측정제도의 수용성과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제도적

정당성 인식의 상관계수가 0.754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부패위험지수

측정 타당도의 상관계수 역시 0.548로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는 직무만족(상관계수=0.508), 조직몰입(상관계수=0.486), 청렴문

화(상관계수=0.459), 청렴제도(상관계수=0.425), 성과보상체계(상관계수=0.

345), CEO요인(상관계수=0.294)의 순으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상관계수의 크기는 두 변수간의 관계의 크기를 의미한다. 그러나 한

변수의 변화가 다른 변수의 변화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를 의미하지

는 않는다. 변수의 영향력의 크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회귀분석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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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고길곤, 2014).

제 3 절 수용성과 영향요인의 다중회귀분석

1. 가설검증

1) 청렴도 측정제도 정당성 인식과 수용성 : 가설1의 검증

이상의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과 상관관계분석 결과를 토대로 청렴도

측정제도의 수용성에 대한 관련 변수들의 설명력을 규명하기 위하여 독

립변수 및 통제변수에 대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제

도적 정당성 인식은 측정제도 수용성에 유의미한 영향(β=0.844, p<0.01)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1은 채택되었다. 청렴도 측정제

도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뒷받침하는 법․제도를 잘 정비하고, 측

정절차 및 결과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청렴도 측정제도의

필요성과 유용성을 인식시키는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제도적 요인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표 24>와 같다. 다중회귀

식의 계수(β)가 0이라는 귀무가설에 대한 유의수준을 나타내는 p의 크기

에 따라 확률분포 t에 표기를 하였으며, p<0.1일 경우 ‘*’로, p<0.05일 경

우, ‘**’로, p<0.01일 경우 ‘***’로 나타냈다.

관련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수용성 = 상수 + β1×제도적 변수 + β2×통제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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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수용성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공선성 통계

B
표준

오차
Beta

허용

오차
VIF

상수 1.127 .453 2.487** .015

통

제

변

수

성별 -.113 .201 -.038 -.563 .575 .869 1.150

연령 -.030 .109 -.041 -.274 .785 .163 6.136

근무

년수
-.014 .094 -.021 -.151 .880 .194 5.151

직군 -.376 .142 -.181 -2.651*** .009 .781 1.281

직급 -.076 .107 -.063 -.707 .481 .462 2.167

근무처 -.193 .155 -.097 -1.245 .216 .604 1.657

독

립

변

수

정당성 .815 .071 .744 11.484*** .000 .869 1.150

표 24. 제도 정당성 인식과 수용성 간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간의 상대적 중요성은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에 따

라 다르다. 만일 동일한 양 만큼의 독립변수 값이 변할 때 종속변수가

얼마나 많이 변하는지를 비교하고자 한다면, 표준화 회귀계수를 비교하

여야 한다.(고길곤, 2014) 첫 번째 독립변수인 제도적 요인 변수는 종속

변수인 청렴도 측정제도의 수용성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다중회귀분석 결과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의 상대적 영향력을 나타내는 표준화계수(β값)는 0.744로 나

왔으며, 유의수준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

제변수 중에서는 유의수준 p<0.01에서 직군(사무직, 기술직 여부)이 수

용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왔다.

또한 변수들의 관계가 회귀분석모형에 적합한지 검증하기 위하여 다

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진단을 하였다. 다중공선성은 회귀분석의 해

석과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가 된다. 일반적으로 회귀계수는 다른 변수

가 일정할 때 해당 독립변수가 한 단위 변할 때 종속변수가 변화하는 크

기로 해석된다. 이 경우 다른 변수가 일정하다는 가정을 사용하는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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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선성이 발생하는 경우 이 가정이 지지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고길곤, 2014). 어떤 독립변수에 대해 다른 독립변수들을 이

용하여 회귀모형에 적합시켰을 때 가지는 결정계수(Ri²; 회귀식에 의해

예측된 종속변수값과 실제 관찰된 종속변수 간의 상관계수의 제곱값)에

대하여 허용도(tolerance)는 1-Ri²로 정의된다. 이 허용도 개념을 활용한

다중공선성 진단 통계량이 VIF이다. VIF값은 지수분포적으로 증가를 하

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 값이 10보다 크면 심각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있다고 한다.(최병선, 1997)

첫 번째 회귀모형에서 종속변수인 청렴도 측정제도의 수용성에 대한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들의 다중공선성 진단 결과 변수 간 다중공선성은

거의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만, 연령과 근무년수의 VI

F값이 비교적 높게 나왔는데 이는 연령에 비례하여 근무년수가 증가한

다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본 회귀모형에서는 VIF값이 모두 10

미만으로 나타났으므로 모든 통제변수를 고려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2) 청렴도 측정항목 타당도 인식과 수용성 : 가설2, 3의 검증

두 번째 독립변수인 청렴도 측정항목 타당도 인식 및 통제변수에 대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측정항목 타당도

의 하위변수인 부패지수 측정항목 타당도와 부패위험지수 측정항목 타당

도가 모두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으나, 회귀분석 결과 부패지수 측정항목

타당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를 보인 반면, 부패위험지수

측정항목 타당도는 측정제도 수용성에 유의미한 영향(β=0.497,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2는 기각되고, 가설3은 채택되었다.

청렴도 측정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패위험지수 측정항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특히, 현재 권익위에서 이 항목으로 정하고 있는

기준․절차의 투명성과 준수 용이성, 담당자의 적극성 등이 과연 부패위

험지수 측정에 타당한 항목인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더구나 요인분

석 결과 직원의 권한남용은 부패위험지수 보다는 부패지수와 동일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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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으로 분석되는 등 청렴도 측정항목에 대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청렴도 측정항목 타당도 요인에 대한 회귀식은 다음과 같고, 다중회

귀분석 결과는 <표 25>와 같다.

수용성 = 상수 + β1×측정항목 타당도 + β2×통제변수

구 분

수용성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공선성 통계

B
표준

오차
Beta

허용

오차
VIF

상수 2.016 .584 3.451*** .001

통

제

변

수

성별 -.244 .260 -.082 -.939 .350 .788 1.269

연령 .018 .139 .025 .129 .898 .162 6.155

근무

년수
-.063 .120 -.092 -.523 .602 .194 5.158

직군 -.239 .181 -.115 -1.323 .189 .790 1.265

직급 -.174 .141 -.145 -1.238 .219 .439 2.278

근무처 -.309 .203 -.155 -1.523 .131 .582 1.717

독

립

변

수

부패지수

타당도
.112 .086 .112 1.294 .199 .803 1.245

부패위

험지수

타당도

.461 .079 .497 5.861*** .000 .835 1.197

표 25. 청렴도 측정항목 타당도 인식과 수용성 간 회귀분석 결과

부패위험지수 측정항목 타당도의 표준화계수(β값)는 0.497로 나왔으

며, 유의수준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중공선성 진단 결과 모든 변수의 VIF값은 10 미만으로 변수

간 다중공선성은 거의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3) 기관내부 정책 요인과 수용성 : 가설4, 5의 검증

세 번째 독립변수인 기관내부정책 및 통제변수에 대하여 다중회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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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청렴제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

은 결과를 보인 반면, 청렴문화는 측정제도 수용성에 유의미한 영향(β=

0.390,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4는 기각되고, 가

설5는 채택되었다. 청렴도 측정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관내

부에 청렴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일반적으로 일컬어지는 부정적인 관

행(떡값, 촌지, 선물, 편의수수, 연고․온정주의 문화)뿐만 아니라 상급자

에 대한 상납, 동료의 부패를 용인하는 문화, 부당한 인사나 예산집행 등

이 청렴문화를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청렴도 측정항목 타당도 요인에 대한 회귀식은 다음과 같고, 다중회

귀분석 결과는 <표 26>과 같다.

수용성 = 상수 + β1×기관내부정책 + β2×통제변수

구 분

수용성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공선성 통계

B
표준

오차
Beta

허용

오차
VIF

상수 1.616 .680 2.375** .020

통

제

변

수

성별 -.056 .273 -.019 -.207 .837 .786 1.272

연령 .126 .147 .174 .857 .393 .160 6.238

근무

년수
-.170 .126 -.249 -1.351 .180 .194 5.158

직군 -.232 .191 -.112 -1.215 .227 .775 1.290

직급 .038 .147 .031 .257 .798 .442 2.264

근무

처
-.564 .204 -.282 -2.769*** .007 .632 1.583

독

립

변

수

청렴

제도
.145 .127 .132 1.149 .254 .495 2.019

청렴

문화
.365 .104 .390 3.510*** .001 .533 1.877

표 26. 기관내부정책 변수와 수용성 간 회귀분석 결과

기관내부 정책요인 변수는 종속변수인 청렴도 측정제도의 수용성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다중회귀분석 결과에서는 청렴문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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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부패위험지수 측정항목 타당도의 표준화계수(β값)는 0.390으로 나왔

으며, 유의수준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

변수 중에서는 유의수준 p<0.01에서 근무처(본사 근무 여부)가 수용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중공선성 진단 결과 모든 변수의 VIF값은 10 미만으로 변수

간 다중공선성은 거의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4) CEO 요인과 수용성 : 가설6의 검증

네 번째 독립변수인 CEO 요인 변수에 대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

였다. 회귀분석 결과 CEO 요인은 측정제도 수용성에 유의미한 영향(β=

0.302,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6은 채택되었다.

청렴도 측정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CEO의 자질 또한 중요한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관장의 미래비전, 조직 융화, 소통, 직원들과

의 관계, 경영에 대한 전문성, 변화주도력 등을 기관장의 주요 자질로 보

았다.

CEO 요인에 대한 회귀식은 다음과 같고,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표 2

7>과 같다.

수용성 = 상수 + β1×CEO요인 + β2×통제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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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수용성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공선성 통계

B
표준

오차
Beta

허용

오차
VIF

상수 1.821 .797 2.285** .025

통

제

변

수

성별 -.075 .297 -.025 -.253 .801 .800 1.249

연령 .232 .159 .320 1.464 .147 .166 6.010

근무

년수
-.261 .137 -.382 -1.903* .060 .198 5.052

직군 -.046 .209 -.022 -.219 .827 .787 1.270

직급 -.023 .160 -.019 -.143 .886 .451 2.219

근무

처
-.594 .223 -.297 -2.663*** .009 .639 1.566

독

립

변

수

CEO

요인
.390 .122 .302 3.196*** .002 .893 1.120

표 27. 기관장 변수와 수용성 간 회귀분석 결과

CEO요인 변수는 종속변수인 청렴도 측정제도의 수용성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다중회귀분석 결과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

과를 보여주었다.

CEO요인의 표준화계수(β값)는 0.302로 나왔으며, 유의수준 p<0.01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유의수준

p<0.01에서 근무처(본사 근무 여부)가 수용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의수준 p<0.1에서 근무년수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다중공선성 진단 결과 모든 변수의 VIF값은 10 미만으로 변수

간 다중공선성은 거의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5) 성과보상체계와 수용성 : 가설7의 검증

다섯 번째 독립변수인 성과보상체계 요인 변수에 대하여 다중회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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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성과보상체계 요인은 측정제도 수용성

에 유의미한 영향(β=0.307,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7은 채택되었다. 청렴도 측정제도의 수용성에는 성과보상체계도 중

요한 영향요인이다. 주요한 개선요인은 업무실적에 따른 승진 및 보수,

무임승차자에 대한 제재 등이다.

성과보상체계 요인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표 28>과 같다. 그

리고 관련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수용성 = 상수 + β1×성과보상체계 요인 + β2×통제변수

구 분

수용성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공선성 통계

B
표준

오차
Beta

허용

오차
VIF

상수 2.371 .683 3.471*** .001

통

제

변

수

성별 -.115 .297 -.038 -.387 .700 .939 1.065

연령 .185 .157 .255 1.176 .243 .168 5.956

근무

년수
-.186 .136 -.272 -1.372 .173 .200 4.994

직군 -.132 .206 -.064 -.640 .524 .799 1.251

직급 -.042 .158 -.035 -.264 .792 .456 2.194

근무

처
-.548 .223 -.274 -2.459** .016 .634 1.577

독

립

변

수

성과

보상

체계

.376 .112 .307 3.351*** .001 .939 1.065

표 28. 성과보상체계 변수와 수용성 간 회귀분석 결과

성과보상체계 변수는 종속변수인 청렴도 측정제도의 수용성과 유의미

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다중회귀분석 결과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CEO요인의 표준화계수(β값)는 0.307로 나왔으며, 유의수준 p<0.01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유의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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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5에서 근무처(본사 근무 여부)가 수용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중공선성 진단 결과 모든 변수의 VIF값은 10 미만으로 변수

간 다중공선성은 거의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6) 조직·직무특성 요인과 수용성 : 가설8, 9의 검증

여섯 번째 독립변수인 조직․직무특성 변수와 통제변수에 대하여 다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하위변수인 조직몰입과 직무만

족 모두 수용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

설8과 가설9는 모두 채택되었다. 청렴도 측정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

해서는 조직 구성원이 찬성할 수 있는 목표의 설정, 개인목표와의 정립,

조직에 대한 애정을 키울 필요가 있으며, 직무 및 성과에 대한 만족감과

성취감, 담당업무에 대한 의미부여, 조직내 원만한 인간관계와 같은 환경

적 요인이 청렴도 측정제도 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

다.

조직․직무특성 요인에 대한 회귀식은 다음과 같고, 다중회귀분석 결

과는 <표 29>와 같다.

수용성 = 상수 + β1×조직·직무특성 + β2×통제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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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수용성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공선성 통계

B
표준

오차
Beta

허용

오차
VIF

상수 1.168 .652 1.792* .076

통

제

변

수

성별 .017 .262 .006 .065 .948 .801 1.249

연령 .007 .141 .009 .047 .962 .162 6.190

근무

년수
-.134 .120 -.196 -1.110 .270 .198 5.045

직군 -.362 .186 -.174 -1.947* .055 .769 1.301

직급 -.067 .139 -.056 -.482 .631 .459 2.177

근무

처
-.336 .204 -.168 -1.648 .103 .591 1.692

독

립

변

수

조직

몰입
.413 .112 .354 3.683*** .000 .667 1.500

직무

만족
.318 .111 .286 2.869*** .005 .618 1.618

표 29. 조직․직무특성 변수와 수용성 간 회귀분석 결과

조직·직무특성 변수는 종속변수인 청렴도 측정제도의 수용성과 유의

미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다중회귀분석 결과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변수로 나타났다.

조직몰입의 표준화계수(β값)는 0.354로 나왔으며, 유의수준 p<0.01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만족의 표준화계수는 0.28

6이며, 역시 유의수준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유의수준 p<0.1에서 직군(사무직, 기술직 여부)이 수

용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왔다.

또한 다중공선성 진단 결과 모든 변수의 VIF값은 10 미만으로 변수

간 다중공선성은 거의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2. 가설검증 결과 종합

이상의 가설검증 결과를 정리해 보면 <표 3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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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독립변수 종속변수 표준화 β t 유의확률 채택여부

가설1 정당성 수용성 .744 11.484 .000 채택

가설2
부패지수

타당도
수용성 .112 1.294 .199 불채택

가설3
부패위험지수

타당도
수용성 .497 5.861 .000 채택

가설4 청렴제도 수용성 .132 1.149 .254 불채택

가설5 청렴문화 수용성 .390 3.510 .001 채택

가설6 CEO요인 수용성 .302 3.196 .002 채택

가설7 성과보상체계 수용성 .307 3.351 .001 채택

가설8 조직몰입 수용성 .354 3.683 .000 채택

가설9 직무만족 수용성 .286 2.869 .005 채택

표 30. 가설검증 결과 요약

3. 2차 변인 및 조절효과 분석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다중회귀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인자는 ①측정제도에 대한 정당성 인식

(β=0.744) ②부패위험지수 측정항목에 대한 타당도 인식(β=0.497) ③기관

내부의 청렴문화에 대한 인식(β=0.390) ④조직몰입(β=0.354) ⑤성과보상

체계에 대한 긍정적 인식정도(β=0.307) ⑥CEO자질에 대한 인식(β=0.30

2) ⑦직무만족(β=0.286)으로서 청렴도 측정제도를 제도적으로 공고화하

기 위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특히, 법․제도적 뒷받침과, 절차 및 결과의 공정성, 제도적 필요성과

유용성 등을 나타내는 정당성 인식이 청렴도 측정제도 수용성과 유의한

관계에 있으리라는 것은 합리적인 추론을 통해 유추가 가능하며, 실제

회귀분석결과에서도 가장 큰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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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성 인식이 일정하다는 전제하에 다른 변인들에 대해 위계적으로 회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과 같은 회귀식을 통해 각 변인을 대입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수용성 = 상수 + β1×정당성인식 + β2×2차변인 + β3×통제변수

분석결과 ①기관내부의 청렴문화에 대한 인식(β=0.223) ②부패위험지

수 측정항목에 대한 타당도 인식(β=0.210) ③직무만족(β=0.188)이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렴도 측정제도에 대한 정당성 인

식과 무관하게 조직의 청렴문화와 측정항목 타당도가 수용성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인 것이다.

다음으로 청렴문화 수준 인식에 따른 정당성 인식과 수용성간의 관계

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청렴문화의 조절효과를 확인해 보았다. 조절효

과(Moderation Effect)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효과가 조절변

수(Moderator)의 수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에 발생하는 효과를 말한

다.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평균 중심화(Mean Centering) 방법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데 이는 상호작용항이 포함된 회귀분석에서의 다중

공선성을 미연해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정당성 인식과 수용도 사이에서 청렴문화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

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0>과 같다. 통제변수는 회귀모형에

반영하였으나, 표에서 이에 대한 결과값은 생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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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수용성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공선성 통계

B
표준

오차
Beta

허용

오차
VIF

모

형

Ⅰ

상수 3.193 .382 8.363*** .000

정당성

(중심화)
.715 .073 .653 9.786*** .000 .734 1.363

청렴문화

(중심화)
.209 .061 .223 3.462*** .001 .784 1.276

모

형

Ⅱ

상수 3.168 .374 8.467*** .000

정당성

(중심화)
.766 .075 .699 10.186*** .000 .665 1.504

청렴문화

(중심화)
.168 .062 .180 2.709*** .008 .713 1.402

정당성*

청렴문화
-.134 .060 -.139 -2.208** .030 .796 1.257

표 31. 정당성 인식과 청렴문화의 상호작용 비교 회귀분석 결과

모형Ⅱ의 회귀모형에서 상호작용항이 유의수준 p<0.05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임으로써 청렴문화의 조절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청렴문화에 대한 인식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의 수용성 차이를 검증하

였다. <표 31>은 청렴문화 인식수준이 낮은 집단(3점 이하)과 높은 집단

(3점 초과)에 대하여 정당성 인식과 수용도의 차이를 비교한 것이다. 통

제변수 중에서는 연령과 근무년수가 높은 다중공선성을 보여 연령을 제

외하고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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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수용성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공선성 통계

B
표준

오차
Beta

허용

오차
VIF

청렴

문화

≤3

상수 1.235 .636 1.943* .058

정당성 .865 .102 .737 8.508*** .000 .761 1.315

청렴

문화

>3

상수 1.731 .660 2.624** .013

정당성 .627 .111 .631 5.659*** .000 .881 1.135

표 32. 청렴문화 인식수준에 따른 정당성 조절효과 분석

분석결과 청렴문화 인식수준이 낮은 그룹에서 청렴도 측정제도의 정

당성 인식에 따른 수용도 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기관내부의 청렴문화에 대한 인식수준이 낮을 때, 즉, 기관내부에 부

패관행이나 연고․온정주의 문화가 사라지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집단이

청렴도 측정제도를 정당하다고 받아들이는 경우 이에 대한 수용도가 높

음을 의미한다. 이는 역으로 기관내부의 청렴문화 수준을 높게 받아들이

는 집단에 대하여 청렴도 측정제도에 대한 정당성 인식을 높여도 수용성

을 높이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점도 시사한다.

제 4 절 분석 및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렴도 측정제

도의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하여 알아보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청렴도 측정제도의 수용성과 제도적 요인 변수, 기관내부의 정책

변수, 기관장 및 성과보상체계 변수, 조직․직무특성 변수를 중심으로 설

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에 대하여 여러 통계기법을 적용하

여 분석하여 종합적으로 비교한 결과 청렴도 측정제도의 운영에 대한 몇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종속변수인 청렴도 측정제도의 수용성은 기초통계분석 결과 평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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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점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렴에 대한 사회적

요구증대와 공직자의 청렴도에 대한 인식이 단순 부패행위에서 보다 포

괄적인 업무처리 행위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권익위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렴도 측정제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가 아직 존재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제도적 요인 변수로 설정한 제도 정당성 인식, 측정항목

타당도 변수로 설정한 부패위험지수 측정항목 타당도 인식과 부패지수

측정항목 타당도 인식, 기관내부 정책 변수로 설정한 기관의 청렴제도와

청렴문화, 기관장 변수, 성과보상체계 변수, 조직․직무특성 변수로 설정

한 조직몰입, 직무만족은 종속변수인 청렴도 측정제도의 수용성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제도적 요인 변수에 대해 살펴보면, 제도 정당성 인식의 평균은

2.64점으로 낮은 수준이며, 회귀분석 결과 수용성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적 정당성은 청렴도 측정제도의 수용

성과 높은 상관관계(0.754)를 가지고, 다중회귀분석 결과에서도 유의미한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이를 볼 때, 청렴도 측정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제

도개선 노력을 통하여 측정의 필요성과 유용성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기

위한 노력이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응답

자들이 피평가자적 위치에 있으면서 청렴도 측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

하는 입장에서 청렴도 측정제도를 뒷받침하는 법․제도의 정당성에 의문

을 가질 수 있으며, 청렴도 측정결과가 업무 담당자만의 노력이 아닌, 다

른 요소들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민감하게 느끼고 있어 공정성에 불만

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결국 구성원들이 청렴도 측정제도의

유용성에 대해 회의적이며, 청렴도 측정과정과 결과에 대해 불공정성을

느끼고,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면 청렴도

측정제도에 대한 수용성이 크게 낮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측정항목 타당도 변수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부패지수 측

정 타당도 인식은 3.87점으로 상대적으로 긍정적 인식이 강했으며, 부패

위험지수 측정 타당도 인식과 비교해 볼 때, 전통적인 의미의 부패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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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특혜, 지연․혈연, 압력․청탁에 편의, 사익추구행위, 권한남용 등)

의 정도 조사를 통한 청렴도 측정에는 긍정적인 인식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청렴도 측정제도의 수용성과의 상관관계는 0.277로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게 분석되었지만,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설명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패위험지수 측정 타당도의 평균은 2.57점으로 부정적 인식이 높음

을 알 수 있었으며, 회귀분석 결과 수용성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

를 보였다. 이를 통해 피측정기관의 직원들이 청렴도 측정항목, 특히 부

패위험지수 측정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권익위에서 부패위험행위로

간주하고 있는 기준․절차의 투명성 및 준수 가능성, 업무수행의 적극성

문제와 같이 업무수행상의 부조리로 인한 문제의식은 있을 수 있으나,

이를 청렴도와 관련지어 평가하는데 거부감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기관내부의 정책변수를 보면, 먼저 기관의 청렴제도 변수의

수용성과의 상관관계는 0.425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분석되었으나, 다

중회귀분석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렴문

화 변수의 수용성과의 상관관계는 0.459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분석

되었고, 다중회귀분석 결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기관의 청렴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측정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대해서는 선물, 접대와 같은 관행과 연고․온정주의와 같

은 조직문화 척결과 깊은 관계가 있으며, 인사와 예산의 공정한 운영 또

한 관련 요소이다.

CEO요인은 가장 높은 평균수준인 3.59였으나, 수용성과의 상관관계는

0.294로 낮은 편이며, 다중회귀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기관장의 자질에 대한 직원들의 신뢰가 청렴도 측정제도

수용성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과보상체계의 경우, 2.22점의 낮은 평균값을 보였고, 수용성과의 상

관관계는 0.345로 낮은 편이며, 다중회귀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다. 이는 업무실적과 연계한 승진과 보수체계가 수용성 제고에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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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임을 시사한다.

조직․문화 특성 변수인 조직몰입과 직무만족 역시 다중회귀분석에서

청렴도 측정제도의 수용성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독립변수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제도의 정당성 인식이 수용성에 가

장 설명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관내부의 청렴문화 수준에 대한

인식에 따라서 수용성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청렴문

화 수준에 대한 인식이 낮을수록 정당성 인식에 따른 측정제도 수용도가

높았다. 제도적 정당성만 뒷받침된다면 청렴도 측정제도는 기관의 청렴

문화 수준을 낮게 보는 사람들, 즉, 조직문화에 비판적인 집단에 대하여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청렴도 측정제도의 수용

성은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하여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 중 ①측정제

도에 대한 정당성 인식 ②부패위험지수 측정항목에 대한 타당도 인식의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항목으로는 ③직무만족 ④조

직몰입 ⑤기관내부의 청렴문화에 대한 인식 ⑥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렴관련 제도 ⑦성과보상체계에 대한 긍정적 인식정도 ⑧CEO의 자질

에 대한 인식 순으로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중회귀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인자인 ①측정제도에 대한 정당성 인식 ②부패위험지수 측정항목

에 대한 타당도 인식 ③기관내부의 청렴문화에 대한 인식 ④조직몰입 ⑤

성과보상체계에 대한 긍정적 인식정도 ⑥CEO자질에 대한 인식 ⑦직무

만족은 청렴도 측정제도를 제도적으로 공고화하기 위해 중요하게 다루어

져야 할 부분이다.

따라서 청렴도 측정제도의 제도적 요소로서 측정제도를 뒷받침하는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측정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시행하고, 결과의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인식 중심의 설문조사의 한계를 극복

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측정항목에 대하여 피측정기관과 합리적인 협의

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며, 과감한 재설계까지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직접적인 부패행위를 나타내는 부패지수보다는 상대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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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부패의 위험신호를 나타내는 부패위험지수 항목이 청렴도 측정제도

수용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심사숙고하여 측정항목을 결정하여

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의 측정항목 중 권한남용과 청렴도의 연관성을

묻는 문항은 재검토가 필요하다.

공공기관 스스로도 자체적인 부패방지 시스템 결함유무를 상시 모니

터링하고 주기적인 환류과정을 거침으로써 조직 구성원으로 하여금 청렴

도 측정제도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청렴한 조직문화를 형성하고 이를 조직 구성원이 체감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캠페인과 대내 홍보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기관장의 자질과

성과보상체계 역시 수용성 확보에 영향력을 미치는 만큼 개선노력이 필

요하다.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은 제도의 공고화 과정에서 여전히 중요한

문제로 회사에 대한 애착과 자부심을 배양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

여야 할 것이다.

또한 기관내부의 청렴문화 수준을 낮게 보는 집단의 측정제도 수용가

능성이 높다는 점은 청렴문화에 대한 꾸준한 환류와 현상인식이 수용성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기관의 청렴문화에

대한 문제의식을 조직구성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인식시킴으로써 청렴도

측정제도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측정제도의 정

당성 인식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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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제 1 절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시행된 지 13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청렴도 측정제

도가 실제로 피측정기관 직원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공기

업 직원들의 수용성과 그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청렴도

측정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념 검토 및

분석틀 고찰, 문헌자료를 통하여 내용분석을 하였고, 종속변수인 수용성

과 관련된 변수들의 연관관계 및 공기업 직원들의 인식과 차이, 각 변수

들의 평균과 설명력을 분석하기 위해 기초통계분석, 상관관계분석, 다중

회귀분석을 하였다.

종속변수에 해당하는 청렴도 측정제도의 수용성을 ‘청렴도 측정제도

에 대한 공기업 직원의 인식’으로 조작적 정의를 하였고, 독립변수는 제

도적 요인, 측정항목 타당도 요인, 기관내부정책 요인, CEO 요인, 성과

보상체계 요인, 조직․직무특성 요인으로 선정하였으며, 6가지 개인특성

변수를 통제변수로 선정하였다. 제도적 요인은 제도 정당성 인식으로 설

정하였고, 측정항목 타당도 요인은 부패지수 측정 타당도 인식, 부패위험

지수 측정 타당도 인식을 설정하였다. 기관내부정책 요인으로는 기관 내

부의 청렴제도와 청렴문화를, 조직․직무특성변수로는 조직몰입, 직무만

족을 설정하였다. 개인특성 변수는 성별, 연령, 근무년수, 직군, 직급, 근

무처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각 변수별 조사도구에 대하여 요인분석과 내

적 일치도 분석을 통하여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통하여 검증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K공기업의 청렴도 측정제도에 대한 수용성의 평균수준은 2.47로 나타

나, 청렴도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업무를 과거에 수행하였거나 현재



- 72 -

하고 있는 공기업 직원들의 청렴도 측정제도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반영

된 결과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도의 정당성 인식 또한 2.64로 낮은 수

준으로 측정되었고, 부패위험지수 측정항목 타당도 인식 또한 2.57로 부

정적 인식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부패지수 측정항목 타당도의

평균값은 3.87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내부의 정책 변수 중 청렴제도(평균=3.08)와 청렴문화(평균=2.94)

모두 중간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청렴도 측정제도의 수용성과 관련 변수들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제

도적 요인, 측정항목 타당도 요인, 기관내부정책 요인, CEO요인, 성과보

상체계 요인 , 조직․직무특성 모두에서 청렴도 측정제도의 수용성과 상

관관계가 유의수준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으며, 모

두 청렴도 측정제도의 수용성과 모두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군별 회귀분석을 통하여 청렴도 측정제도의 수용성에 관한

관련 변수들의 영향력을 파악한 결과, 제도적 요인의 부패지수 측정 타

당도 인식과 청렴제도를 제외한 모든 항목이 청렴도 측정제도 수용성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군별 회귀분석결과에 대

하여 설명력이 높은 순으로 나열하면, ①측정제도에 대한 정당성 인식(β

=0.744) ②부패위험지수 측정항목에 대한 타당도 인식(β=0.497) ③기관내

부의 청렴문화에 대한 인식(β=0.390) ④조직몰입(β=0.354) ⑤성과보상체

계에 대한 긍정적 인식정도(β=0.307) ⑥CEO자질에 대한 인식(β=0.302)

⑦직무만족(β=0.286) 순이었다.

가장 설명력이 높은 변수인 정당성 인식에 대한 청렴문화 수준의 조

절효과를 살펴본 결과 청렴문화 수준을 낮게 인식하고 있는 집단일수록

측정제도의 수용도가 높게 나왔다. 청렴문화 수준 인식에 따라 수용도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은 기관의 청렴문화에 대한 비판적 접근이 수용도

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청렴문화 수준이 낮은

기관일수록 그 사실에 대해 조직구성원에게 꾸준히 인지시키고 개선 필

요성을 주입시킨다면, 정당성을 확보한 청렴도 측정제도에 대하여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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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확보하기 용이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제 2 절 제언과 연구의 한계점

2014년 기준으로 국민권익위원회는 724개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청렴

도 측정을 시행하였다. 2000년 초반부터 시행된 청렴도 측정은 시행 초

기 단계를 벗어나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로서 공고

화 단계에 이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청렴도 측정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기반 조성과 적절한 운용을 위해서는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의 투

자가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의 분석결과와 논의된 내용

을 근거로 청렴도 측정제도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음의 고려사항

이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청렴도 측정제도를 뒷받침하는 법․제도, 과정상의 공정성, 제

도 자체의 유용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적 정당성 요인은 수용성과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고, 영향력 있는 요소이지만 공기업 직원들의 인식

수준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청렴도 측정제도를 뒷받침

하는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평가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하며, 제도적

유용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평가결과에 대한

공정성도 자연스럽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청렴도 측정제도는 기본적으로 설문조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평

가이므로 평가수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설문항목에 대한 적합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우선 내용을 쉽게 만들어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피측정기관의 합리적인 저항이 있을 때는 공청회 등을 통해 합의

의 과정을 이끌어 내야 한다. 물론 지금까지 청렴도 측정항목은 매년 개

선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애매하고 난해한 문구를 정리하거나 설문

문항을 줄이는 등 피측정기관의 피로도를 경감시키고자 노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시사하는 바와 같이 부패위험지수 측정에 대

한 피측정자의 낮은 수용도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부패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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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차원의 측정도구인 부패위험지수는 근본적으로 예측성 항목이라는 한

계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검토와 정당한 환류과정을 통한 개선

이 필요하다. 피측정자가 동의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측정결과를 내밀

어도 내․외면적 수용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므로 청렴도에 대한 궁극

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기관의 청렴제도 정착과 청렴한 문화 형성은 여전히 중요한 문

제이다. 본 연구에서 기관내부의 청렴제도와 청렴문화는 중간수준으로

긍정적이라고도, 부정적이라고도 판단내리기 어렵다. 다만 설문조사를 통

한 인식중심의 청렴도 측정제도에는 기관에 녹아있는 청렴문화가 암묵적

으로 반영될 수밖에 없으며, 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청렴한 제도와 문화

를 배경으로 대외적으로도 기관의 청렴성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는 효과

를 가져올 수 있다. 기관의 청렴제도가 조직의 문화로 정착되기까지는

시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본 연구에서 기관의 청렴문화는 청렴

도 측정제도 수용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보인 반면, 청렴제도는 그렇지

않은 결과가 나온 점과 예산․인력지원과 내부공익신고 정착 부분을 제

외하고 기관의 청렴제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렴문화에 있어서는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은 문제점으로 보인다. 특히, 공직사회에서 고질적으로 보이는 온정주

의, 상납문화, 불합리한 인사와 예산집행 관행 등에 대하여 청렴제도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상관없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개선이 필요

하다고 할 수 있다.

넷째, 기관장은 청렴도 측정제도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성과와 연계한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갖추는 것이 청렴도 측정제도의 수

용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기관장은 지속적으로 청렴도 측정결

과를 환류하고, 즉각적인 제도개선을 통하여 구성원들에게 경종을 울려

야 한다.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방법도 성과보상체계와 청렴도 측정제도

수용성의 통계적 유의성을 고려할 때 효과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업무성

과와 실적, 혁신성과, 무임승차자에 대한 제재 등 합리적인 상벌체계의

부재를 느끼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을 찾을 필요가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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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다섯째, 직무․조직특성, 그 중에서도 특히 조직몰입이 중요하게 다루

어져야 한다. 조직몰입은 조직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 지속근무 의사, 충

성도와 관련한 개념이므로 외부기관의 평가에 대해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나, 본 연구의 결과 조직에 대한 애정이 높을수록 청렴도 측정

제도에 대한 수용성도 높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따라서 공공기관은 조직

구성원들의 조직몰입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야 하

며, 직무환경에 대한 환류와 개선도 필요하다.

여섯째, 청렴도 측정제도의 정당성이 확보되었다면, 기관내부의 청렴

문화에 대한 비판적 접근과 이를 구성원에게 주지시키는 것이 청렴도 측

정제도 수용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기관의

청렴문화 수준이 낮다는 인식과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꾸준한 교육과 캠

페인을 통해 인식시킨다면, 청렴도 측정제도에 대한 긍정적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대상 청렴도 측정제도

를 기관 직원들이 수용하는데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보고 개선점을 도

출하는데 있다. 그러나 보다 광범위한 연구를 위해서는 다른 공공기관에

대한 병행조사도 필요하다. 특히 공공기관별로 민원 업무의 종류가 상이

하므로 업무의 성격별로 구분하여 수용성 영향요인을 파악할 수 있을 것

이다. 또한 기관 분류, 규모, 조직특성과 수용성과의 관계를 파악함으로

써 청렴도 측정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리고 단일 모집단을 사용한 본 연구의 한계상 조직의 특성 및 문화의 영

향을 크게 받는 내부청렴도 측정제도에 대한 연구를 배제하였으나 복수

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내부청렴도 측정제도에 대한 연구

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권익위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렴도 측정제도는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을

가늠하는 유일한 잣대로 청렴과 반부패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결코 소홀

히 할 수 없는 영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자인 국민뿐만 아니라 피평

가자인 공공기관 구성원들 또한 여러 가지 제약요인을 최대한 극복하면



- 76 -

서 청렴도 측정제도의 공고화를 위한 수용도를 더욱 높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제시된 과제들이 충실히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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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도 측정제도의 정당성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청렴도 측정제도를 뒷받침
하는 법․제도가 잘 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청렴도 측정과정은 공정하
다.

① ② ③ ④ ⑤

3
청렴도 측정결과와 본인이
생각하는 청렴수준과 차이
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4
청렴도 측정제도는 조직운
영을 위해 매우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설 문 지

전력사업의 최일선에서 오늘도 구슬땀을 흘리시는 자랑스러운 한전

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2년부터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서 시행중인 공공기관 청

렴도 측정제도는 여러가지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피측정기관의 입장에

서 제도개선에 대한 요구 또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나라 대표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권익위의

청렴도 측정제도의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알아보고자 본 조사

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본 설문지의 조사내용은 학문적인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오며, 바쁘시더라도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여되어 있을 수

밖에 없는 청렴도 측정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함께 고민해본다는

의미로 끝까지 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과정 김 임 정

I. 청렴도 측정의 제도적 요인에 관한 질문입니다. 동의하는 칸에 V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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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렴도 측정제도는 매우
유용한 제도이다.

① ② ③ ④ ⑤

6
청렴도 측정제도는 기관에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 청렴제도 관련
전혀

아니다
그렇

지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회사의 반부패 시스템
은 부패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잘 갖추어져 있다.

① ② ③ ④ ⑤

1. 부패지수 측정항목의 타당도
전혀

아니다
그렇

지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업무와 관련하여 일부 사람
에게 특혜를 주는 것과 청
렴도는 별개의 문제이다.

① ② ③ ④ ⑤

2
지연이나 혈연에 의하여 업
무상 편의를 봐주는 것과 청
렴도는 별개의 문제이다.

① ② ③ ④ ⑤

3
압력을 행사하거나 청탁을
하는 것과 청렴도는 별개의
문제이다.

① ② ③ ④ ⑤

4
개인의 이익을 위해 업무
를 처리하는 것과 청렴도
는 별개의 문제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부패위험지수 측정항목의 타
당도

전혀
아니다

그렇
지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기준․절차의 투명성과
청렴도는 별개의 문제이
다.

① ② ③ ④ ⑤

2
기준․절차가 현실적으로
준수하기 쉬운가 여부와
청렴도는 별개의 문제이다.

① ② ③ ④ ⑤

3
적극적인 업무처리 노력을
보이지 않는 것과 청렴도는
별개의 문제이다.

① ② ③ ④ ⑤

4
권한을 남용하는 것과 청렴도
는 별개의 문제이다.

① ② ③ ④ ⑤

Ⅱ. 청렴도 측정항목의 타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동의하는 칸에 V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Ⅲ. 한국전력공사의 청렴제도 및 청렴문화에 관한 질문입니다. 동의하는

칸에 V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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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 회사의 반부패 및 청
렴 관련 예산과 인력지원은
충분한 수준이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회사의 각종 민원업무
처리절차나 기준은 잘 갖추
어져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 회사는 부패행위자에
대한 고발, 수사의뢰, 외부 감
사요구, 처벌 등 부패통제 시스
템이 잘 갖추어져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 회사는 내부공익신고
자에 대한 보호·보상 등 내
부공익신고제도가 잘 운영
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우리 회사 직원은 반부패 청
렴교육을 충분히 자주 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청렴문화 관련
전혀

아니다
그렇

지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회사에는 업무처리와 관
련한 떡값, 촌지, 선물, 편의
수수 관행이 더 이상 존재
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회사에는 연고·온정주
의 문화와 관행이 사라졌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회사에는 더 이상 상급
자에 대한 상납이나 동료의
부패를 용인하는 문화가 존
재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 회사에는 인사와 관련
한 금품․향응 제공이 없
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 회사에는 예산을 부당
하게 집행하는 일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CEO 요인
전혀

아니다
그렇

지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CEO는 조직의 미래
비전에 대해 자주 언급한
다.

① ② ③ ④ ⑤

Ⅳ. 한국전력공사의 CEO에 관한 질문입니다. 동의하는 칸에 V표 해주시

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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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직몰입
전혀

아니다
그렇

지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회사의 정책에 찬성하
는 경우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2
회사의 목표가 곧 나의 목
표와 유사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이직할 기회가 주어져
도 가지 않겠다.

① ② ③ ④ ⑤

2. 직무만족
전혀

아니다
그렇

지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의 직무수행 및 성과향상
을 통해 만족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CEO는 직원들이 조직의
분위기와 환경에 동화될 수
있도록 조장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CEO는 직원들과의 소
통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
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 CEO와 직원들과의 관
계는 평등한 개인 대 개인
으로 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 CEO는 경영에 대한
전문성이 높다.

① ② ③ ④ ⑤

6
우리 CEO는 변화를 주도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① ② ③ ④ ⑤

성과보상체계
전혀

아니다
그렇

지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회사의 승진은 업무실
적에 달려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회사에서는 업무 수행
실적에 따라 보수가 달라진
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회사에서는 일하지 않
는 사람에 대해 충분한 제
재가 이루어진다.

① ② ③ ④ ⑤

Ⅴ. 한국전력공사의 성과보상체계에 관한 질문입니다. 동의하는 칸에 V

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Ⅵ. 조직 및 직무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동의하는 칸에 V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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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나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긍
지나 성취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의 직무는 꼭 필요한 일
이며 동료 직원들 또한 중
요시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조직 내 동료와 상사와의
관계가 좋은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Ⅶ. 청렴도 측정제도의 수용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동의하는 칸에 V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용성
전혀

아니다
그렇

지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청렴도 측정제도는 적절한
측정 시스템이다.

① ② ③ ④ ⑤

2
청렴도 측정제도는 미래에
도 계속 실시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청렴도 측정제도가
주는 부담(사회적 비판 등)
을 수용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청렴도 측정제도로 인하여
우리 회사의 청렴수준이 향
상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5
청렴도 측정제도로 인하
여 개인의 청렴수준이 향
상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Ⅵ. 인구통계학적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번호에 V표 해주시

면 감사하겠습니다.

1 성별 ① 남 ② 여

2 연령
① 35세 이하 ② 36～40세 ③ 41～45세
④ 46～50세 ⑤ 51～55세 ⑥ 56세 이상

3 근무년수
① 5년 이하 ② 6～10년 ③ 11～15년
④ 16～20년 ⑤ 21～25년 ⑥ 26년 이상

4 직군
① 경영 ② 사무 ③ 배전 ④ 송변전 ⑤ 통신
⑥ 원자력 ⑦ 발전 ⑧ 토목 ⑨ 건축 ⑩ IT

5 직급
① 1급 ② 2급 ③ 3급 ④ 4급 ⑤ 5급 ⑥ 6급 ⑦ 연구 ⑧
기타

6 근무처 ① 본사 ② 지역본부 ③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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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grity Measur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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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Public Enterprise Policy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government has conducted an integrity measure

for the public sector every year since 2002, organized by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ACRC). Integrity

measurement results are published annually through the media. The

public integrity index, which is the result of evaluating the degree of

corruption, raises social concerns. It has shown a positive effect of

making an effort to improve integrity through conducting

anti-corruption activities in the public sectors. Nevertheless, it is still

hard to say that a substantial improvement of the integrity is done

by the measurement system.

The primary purpose of integrity measurement is to establish an

environment in which the public sector can promote voluntary activity

to improve integrity by providing the information about level of

integrity measured scientifically and objectively. However, the

acceptance of the institutions does not respond to such expectations.

The internal acceptance of the integrity measurement system is the

first step to establish a consensus for improving the integrity. In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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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the acceptance of employees of public sectors for integrity

measurement system was analyzed empirically.

The result shows that the significant influence for the acceptance

of the integrity measurement system was found from institutional

legitimacy recognition, measurement items for possible corruption

perception index, the internal integrity culture, CEO's qualifications,

positive perception of the compensation system,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job satisfaction. The regression model applied

institutional legitimacy recognition as a core influencing factor showed

that integrity culture, measurement items for possible corruption

perception index, and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are important, in

particular, depending on the level of integrity culture showed that the

difference in the acceptance.

Proposal for integrity measurement system obtained through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the institutional legitimacy recognition

which implies how to support the integrity measurement system,

fairness of the process and results, the availability as an institution

itself, shows the highest correlations with the acceptance, however

the employees of public sector have negative awareness. Second, the

suitability of the questionnaire items used as the integrity

measurement tool must be constantly reviewed. Third, the integrity

institution and culture of the public sectors are still important issue.

Fourth, the leader of the public institutions shall continue to pay

attention to the reasonable compensation system in connection with

being able to contribute to enhancing the acceptance of the integrity

measurement system. Fifth, among the characteristics of job and

organiza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Sixth, under the situation that the validity of the measurement

system is guaranteed, critic approach to the integrity culture and

recognition of that to the members of the organization may have a

positive impact to the acceptance of the integrity measurement

system.

keywords : integrity, measurement, institutional legitimacy,

organizational commitment, job satisfaction

Student Number : 2014-23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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