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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한국의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고용 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공공기관 채용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강원랜드 등 채용비리 사례가 검찰 수사 또는 감사원 감사

를 통해 하나씩 사실로 밝혀지면서 공공기관의 채용에 대한 국민의 불신

은 심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여론이 점차 악화되자 2017년 10월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 18개는

공공기관 275곳에 대하여 채용비리 합동 특별점검을 시행하였고 총

2,311건의 비위 행위를 적발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공공기관 채용

의 공정성 확보 및 비리 제거를 위한 강력한 채용제도 개선조치를 마련

하였는데 그 방법에는 채용비리 연루자 엄중 제재, 채용절차점검위원회

의 사전검증 의무화 등 채용의 통제 강화와 외부 심사위원 포함 의무화

및 외부위탁 채용 활성화 등 채용과정의 투명성 제고 방안 등이 포함되

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 2017년 부처합동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의

결과를 활용하여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연루 억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 무엇인지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선행연구에서는 채용비

리를 전체 인사비리의 작은 일부로서만 파악하고, 공공기관의 채용보다

는 공무원의 임용에 관심을 더 집중함에 따라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연루

를 억제하는 요인에 대한 실증적인 검토는 미비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패억제에 관한 대표적인 이론인 기대비용 이론 및 주인-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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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이론의 토대 위에서 연구가설을 설정하였으며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연루 억제 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시행하고자 한다.

해당 분석을 위해 현재 공개된 2017년 부처합동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

별점검 결과와 각 공공기관에 별도로 청구한 정보공개 자료를 활용하였

다. 채용비리 연루 여부를 대표하는 종속변수로는 2017년 특별검점 결과

의 수사의뢰 처분 대상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설정하였으며, 독립변수

로는 채용의 내부통제 조치를 대표하는 필기시험의 시행여부, 채용계획을

사전 검증하는 인사위원회의 운영 여부와 채용의 투명성 제고 조치를 대

표하는 채용대행의 위탁 여부, 인사위원회 외부위원 참여 여부, 그리고

면접전형에의 외부위원 참여 여부를 설정하였다.

조작적 정의 이후 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한 결과,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연루 억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필기시험의 운영, 인사위원회

에의 외부위원 참여, 면접전형에의 외부위원 참여로 확인되었다. 필기시험

의 운영이 채용비리 연루 억제에 특별히 효과적인 이유는 사전에 정해진

기준에 따른 객관적인 점수 부여체계의 구축으로 시험 외의 요인이 개입

할 수 있는 여지를 감소시켜 시험결과가 공정하게 도출되도록 기관의 재

량권을 강력히 제한하고 통제하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인사위원회 및

면접전형에의 외부위원 참여가 효과적인 이유는 기대비용 이론에 근거하

여, 특정인의 비리 행위가 적발될 가능성을 높이도록 채용의 투명성을

초기에 제고시켰기 때문으로 보인다. 외부위원의 경우 기관의 내부사정

에 덜 구애받고, 되도록 합법성·객관성·공정성 가치를 토대로 의견을 개

진하고 이에 벗어난 견해를 제시하는 내부위원들을 채용 계획단계서부터

견제하는 역할을 역임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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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논문을 통해 밝힌 연구결과는 향후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연루 방

지를 위한 정책 수립 등에 다양한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채용, 비리, 공공기관, 내부통제, 투명성, 로지스틱

학 번 : 2017-2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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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한국의 전체 실업률은 2002년 3.3%에서 ‘18년에는 3.8%대로 점진적

으로 상승하면서 대략 3%의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는 반면, 청

년층(15세∼29세)의 실업은 2002년 7% 수준에서 2016년에는 9.8%로 상

승하였고 2019년 4월에는 11.5%을 기록하는 등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

였다. 이처럼 청년 실업이 오늘날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채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더욱 증대되는 추세며, 특히나 고용 안정성

이 높은 것으로 여겨지는 공공기관의 입사에 대한 경쟁률은 날이 갈수

록 치열해지고 있다.

구직자들에게 인기가 높아 지원자가 많은 것으로 알려진 한국전력공

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도로공사

의 2018년도 사무직(신입) 부문 입사경쟁률을 살펴보면 평균 95:1에 달

하는 것으로 집계되어 이들 기관에 대한 입사에 대한 난이도는 높은 수준

으로 여겨지고 있고, 수많은 구직자가 입사를 위해 오랜 시간을 투자하

여 채용시험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듯 고용절벽의 위기 속에 많은 구직자가 주목하는 공공기관의 채

용은 공정하게 진행되고 그 결과에 대해 지원자들로부터 신뢰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언론을 통해 인사청탁 또는 특혜채용 등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국민불신이 심화되고 취업준비생들의 상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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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박탈감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근래 언론을 통해 계속하여

언급되는 고위공직자들의 권력형 채용비리 의혹들은 채용비리가 우리

사회에서 구조적이고 뿌리깊은 병폐로 고착화되어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국회·언론의 지속적인 의혹 제기에 따라,

2017년 3월 한국석유공사 등 53개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원의 대대적인

감사를 시작으로 공공기관 채용업무 전반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

되었다. 10건의 징계요구 및 4건의 수사의뢰 감사결과를 이끌어낸 소기

의 성과를 거두었지만, 해당 감사가 주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을 대상

으로 실시됨에 따라 100개가 넘는 기타 공공기관에 대한 점검은 별도로

필요한 실정이었다.

감사원 감사 이후 시행된 국회의 국정감사 과정 중에 강원랜드, 금융

감독원, 우리은행 등의 채용비리 의심·제보사례가 지속적으로 지적되면서,

2017년 10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18개는 감사원 감사 또는 부처 자

체감사 대상이었던 55개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275개 기관에 대하여 공

공기관 채용비리 합동 특별점검을 시행하였고, 감사원 감사를 통해 조

사하지 못한 기타 공공기관의 채용업무 전반까지도 점검을 완료하였다.

해당 특별점검 결과에 따르면, 257개 기관에서 총 2,311건의 비위 행위가

적발되었고 그 중 수사의뢰는 47건, 징계요구는 123건에 해당하였다.

정부는 채용비리와 같이 뿌리 깊고 구조적인 비리는 단 한 번의 대응

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국민권

익위원회 내에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을 출범시켜 정기 전수조

사를 주문, 2018년에는 182건의 채용비리를 추가 적발하였다. 그리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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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채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각 공공기관에 기존 채용제도를 혁

신하도록 하는 강력한 후속조치를 내놓았는데, 그 방법에는 채용비리

연루자의 엄중 제재, 채용절차점검위원회의 사전검증 의무화 등 채용의

통제 강화와 외부 심사위원 포함 의무화 및 외부위탁 채용 활성화 등

채용과정의 투명성 제고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에서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예방을 위해 추진 중인

다양한 정책 중 과연 어떠한 조치 등이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연루 억제에

가장 효과적인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뒤에서 추후

논의될 이론적 배경의 내용을 연구 근거로 활용하여, 2017년 부처합동

특별점검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이미 채용비리의 발생 방지를 위해 채용

의 내부통제·투명성 강화 조치를 시행 중이었던 공공기관과 그렇지 않

은 공공기관 간의 차이를 2017년 특별점검의 채용비리 연루 적발 결과

를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채용의 내부통제 강화 및 투명성 제고 조치

를 대표하는 독립변수의 추출은 2017년 및 2018년 정부 채용비리 특별

점검 및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권고된 채용제도 개선방안 등을 참고하

였으며 종속변수는 2017년 특별점검을 통한 채용비리 적발 주요결과를

참고해 범주화하여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러한 양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것은 유의미

한 연구가 될 것이다. 해당 변수 간의 연관성을 도출할 경우, 심각한 사

회문제로 여겨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의 청산을 위하여 정부에서 적절

하고 효과적인 해법을 제시했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후속 조치들을 강화해나갈 근거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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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본 연구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연구대상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률‘에 따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공시된 2017년 기준

공공기관 330개 중 2017년 부처합동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대상인

275개 기관이었으나, 2017년 당시 직원 신규채용을 시행하지 않은 기관

18곳, 특정 공공기관의 부설기관인 1곳,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음에도 비

공개 처리한 기관 2곳과 공개청구에 응답하지 않은 기관 9곳, 공개청구

에 응하였으나 회신 파일에 문제가 발생한 2곳, 2019년 공공기관 재지정

에서 최종 제외된 기관 6곳을 합한 총 38개 기관은 연구와 관련된 정보

를 획득할 수 없어 해당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237개 기관을 연구대상으

로 하였다.

[표1] 연구대상(공공기관 237개)

유형구분 기관명

공기업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조폐공사

준정부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예금보험공사 등 79개

기타공공기관 (재)APEC기후센터, (재)국제원산지정보원 등 155개

연구대상인 237개 기관 중 3곳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에 해당하며, 79곳은 준정부기관, 155곳은 기타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2017년 부처합동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이전에 실시된

감사원 감사에서 공기업 위주의 조사가 이루어짐에 따라 공기업 대부분

이 이번 연구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대신 상당수의 기타 공공기관이 연

구대상에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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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Ackerman(1978)의 기대비용 이론과 Klitgaard(1988)의

주인-대리인 이론을 토대로, 채용의 내부통제·투명성 강화 관련 조치를

독립변수, 채용비리 연루 여부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실증적인 연구를

시행한다. 양 변수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2017년 부처합동 공공

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와 더불어, 각 공공기관의 채용제도 운영

현황을 자세히 파악하기 위한 각 기관의 공개정보청구 회신 자료를 본

연구에 활용하였다.

연구 진행방식은 다음과 같다.

1. 채용과 비리 등에 관한 이론 및 선행연구를 개관하고,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연루를 억제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주요 요인을

정리한다.

2. 상기 연구를 통하여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연루 억제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틀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가설을 수립한다.

3. 분석틀을 활용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고 결과의 유의 여

부를 통해 가설을 검증한다.

4. 연구결과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연구의 한계점을 제시

한다.

상기 진행방식을 통한 본 연구는 정부가 현재까지 공공기관의 채용비

리와 관련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를 진단할 것이며, 향후 채

용비리 예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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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비리는 청년들의 공정한 기회를 박탈하는 우리 사회의 오래된 대표적

인 병폐 중 하나인 만큼, 본 연구가 이를 해결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

이 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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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이론적 배경

1. 공공기관 지정현황

기획재정부에서 관리하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서는

공공기관의 지정근거 및 현황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였다.

공공기관이란 정부의 출연·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

운영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의미하며, 동법 제5

조에 따라 2019년 기준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공기업이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이고,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

분의 1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의미

한다. 이중 시장형 공기업은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 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85% 이상인 공기업으로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으로 16개 기관이다. 준시장형 공기업은 시장형 공기업 이 아닌 공기업

으로서 한국조폐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으로 20개 기관이다.

준정부기관이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이고,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의미한다. 이중 기금관리형 준

정부기관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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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준정부기관으로서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으로

16개 기관이다.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으로서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장학재단 등으로 77개 기관이다.

기타공공기관은 동법 제5조 제4항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을 제외

한 공공기관으로 나머지 210개 기관에 해당한다(공공기관 경영정보 공

개시스템, 2019).

[표2] 공공기관 유형 구분

유형구분 공통요건 지정요건(원칙)

공기업

(36개)

시장형
자체수입비율 ≥ 50%,

직원정원 ≥ 50인

자체수입비율 ≥ 85%인 기관

(& 자산 2조원 이상)

준

시장형
자체수입비율 50% ∼ 85%

준정부

기관

(93개)

기금

관리형 자체수입비율 ＜ 50%,

직원정원 ≥ 50인

중앙정부기금을관리하는기관

위탁

집행형
기금관리형 아닌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210개)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공공기관

※ 출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2019)

2. 비리의 개념

차경엽(2017)은 비리를 불공정하거나 불법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 수

행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로 정의하며, 내용상 부패와 동일한 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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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실제로 비리라는 용어는 부패와 개념상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대중에 인지되고 있으며 부정, 부패, 비위 등의 용어와 혼용되고 있으나,

국제적으로 공인된 학술적인 용어는 부패(corruption)라는 점을 유념할 필

요가 있다(김영종, 2003). 하지만 인사 부문의 부패를 논할 시에는 일반

적으로 ‘인사 비리’, ‘채용 비리’ 등의 용어가 통용되고 있음에 따라 본

연구에서 채용 관련 부패를 논할 시 ‘비리’라는 용어를 대신 사용하고자

한다.

학자의 관점에 따라 부패 또는 비리는 다소 다르게 정의되고 있지만

주로 ‘공직’ 중심으로 정의되고 있다. 현재까지 가장 많이 인용되는 있

는 대표적인 정의 중 하나가 Heidenheimer(1970)이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한 것이다. 첫째는 직책중심의 정의(public office-centered definition)

로 사적인 이득이나 지위 확보 등을 위해 공직자가 자신의 공적 지위를

남용하는 경우이며, 둘째는 시장 중심의 정의(market-centered definition)

로 정부 서비스 시장에서 관료의 독점적인 지위가 보장되어 자신의 이

익을 극대화하는 교환방식을 택한다는 내용이다. 셋째는 공익중심의 정

의(public-interest-centered definitions)로 공공자금이 존재하는 경우 공

직자가 집단적으로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익을 위반하는 경우

이다(연성진, 2001). 이만갑(1997)은 “법과 규정에 위반되는 공무원의 행

위에 국한되지 않고 법령의 미비나 도덕, 관습, 전통까지를 포함한 일체

의 부당한 행위”를 부패로 정의(김철식, 2012)하였다. 이렇듯 학자들 사

이에서는 부패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지만, 공통적인 점을 추려보면

공직자들이 권력을 악용하여 사적인 이득을 취하는 경우로 부패를 보고

있다는 점이다(이상환,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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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부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민간영역으로까지 확장되고 있

는데, 국제기구에서는 공직 중심의 개념에서 벗어나 부패를 다소 다르

게 정의하고 있다. 매년 각국의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

Index, CPI)를 발표하는 반부패 감시의 대표적인 NGO인 국제투명성기

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TI)는 부패를 사적인 이익을 위한 수탁

권리의 남용(Corruption is the abuse of entrusted power for private gain)

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세계은행(World Bank)은 부패를 부적절한 영향

을 행사하기 위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뇌물을 제공하거나 수락 또는

청탁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국제상공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는 뇌물수수 및 강요, 부정청탁, 영향력 행사, 돈세

탁 등의 부정행위를 포괄하여 부패로 규정하고 있다(UN Global

Compact, 2019)

반면 대한민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르면 부패는 (가목)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목)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

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목)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로 명시됨에 따라 공직 중심으로 협소하게 정의된다.

공공기관의 채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청탁, 공직자의 권한남용 등

역시 상기 부패사항에 해당되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이와 관련한 신

고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채용비리와 같은 부패는 결국 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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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과 발전을 둔화시키고 정부 불신을 초래하며 사회통합을 저해하기

때문에(국가청렴위원회, 2006), 정부는 이를 척결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

와 사명감을 보유하여야 한다.

3. 한국 공공기관 채용의 핵심가치

한국은 박정희 체제가 들어선 1960년대 이후 강력한 중앙집권적 관료

제를 바탕으로 짧은 기간 내에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경제성

장을 주도한 정부에 강력한 권한이 부여되면서 권위주의적 문화가 행정

전반에 자리 잡게 되었다. 그 결과 권력을 통한 불공정한 정치부패가

만연할 수 있는 토대가 제공되었는데, 양동훈(2001)에 따르면 권위주의

체제에서의 정치적 리더십은 견제 없이 정치적 자원을 자의적·독점적·

약탈적으로 동원하고 분배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러한 불법적 부패행위

에 대하여 감시, 공개, 처벌받을 기회와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

에 사회의 안정과 통합을 위협할 수 있다. 또한 박복영(2010)도 고위정

치인에 의한 약탈적 성격의 정치적 부패가 국가 성장에 치명적 역할을

하며, 고위층에 의한 거대부패 존재 시 하위 관료의 부패를 제대로 통

제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았다.

실제로 한국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매우 심각한 부패를 경험하였다.

권위주의가 한국 특유의 연고주의와 결합하면서 고위정치인-대기업 간

의 정경유착 및 뇌물수수 등 부패가 만성화되어 왔으나, 민주주의 체제

가 공고화되면서 공정 사회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커지자, 정치적 정당

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각 정권의 노력과 더불어 언론·시민사회의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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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더욱 활성화되어 사회갈등을 유발하는 다양한 부정부패들이 차례

로 지목되고 소거되기 시작했다.

부정부패 척결을 통한 공정성의 확보는 사회갈등 해결의 중요한 기반

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심각한 사회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사안, 예를

들자면 그동안 계층이동의 사다리라고 여겨져 국민의 많은 관심이 집중

되었던 국가공무원 고등고시 등은 상대적으로 공정하게 시행되도록 엄

격하게 통제되어 왔다(Hegtvedt & Cook, 1987). 하지만 그간 조명을 받

지 않았던 몇몇 분야에서는 여전히 권위주의 체제에서 만연하던 정치

권력이나 재력에 의한 부정부패가 가능하였는데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청년실업이 본격적으로 한국 사회문제의 중요한 화두 중 하나로 부상

하면서 공무원과 유사하게 정년을 보장하고 안정된 급여를 지급하는 공

공기관 채용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공공

기관의 채용 경쟁이 치열해진 이후부터는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들의 부정청탁 또는 직·간접적 압박이 기관의 채용결과에 영향

을 미치게 되었다. 필기고사에 많은 비중을 둔 ‘공무원 시험’과는 달리,

서류·면접 전형 등을 적극 활용하는 공공기관 특유의 선발·평가 방식에

는 권력 등에 의한 부당한 요소들이 쉽게 개입할 여지가 있으며, 근래

몇 년 동안 실제로 각종 채용비리가 연달아 조명되면서 그것은 가능성

이 아니라 현실이 되었다(홍성수, 2018).

하지만 어떤 사회문제가 언론이나 시민사회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는

다고 해서 해당 부정부패가 곧바로 해결되고 공정성이 확립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Kingdon(1984)이 주장한 정책흐름모형(policy stream model)



- 13 -

에 따라 정책문제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 정치흐름이 결합되어 정책

의 창(policy window)이 열려야만 가능한 것으로,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 및 채용제도 개선조치의 경우 정책문제의 흐름인

정치 권력을 통한 채용비리 이슈화와 더불어, 특정 대선후보 또는 국회

의원을 향한 정당·언론 등의 지속적인 자녀 공공기관 입사 의혹 제기

및 불공정성이 논란이 된 대통령 탄핵 정국 직후의 정권교체라는 정치

흐름이 결합하여 탄생하였다. 신정부에서는 이전의 정부와는 다른 차별

점을 보여야 하며 정권 초기 정치적 정당성을 흔들 수 있는 문제점들을

해소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회적 비판의 화살을 공공기관과 기업으로

향하게 하고 정의와 공정의 관념을 어떻게 구성해야 할지 고민할 필요

가 생기게 되었다(신권철, 2018).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 정치 권력으로 인해 시작된 공공기관 채용비리

가 결국 국민의 지지를 통해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여야 하는 신정부

의 최우선 해결과제에 포함되면서, 인사행정에서 일반적으로 강조되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우수 인재의 선발 절차 마련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는, 선발에 있어 엄격한 공정성을 확립·유지하는 것이 결국 한국 공공

기관 채용의 핵심이 된 것이다.

4. 채용비리 발생 관련 정부의 대응

2017년 7월 정부는 평등한 기회 및 공정한 과정을 위한 공공기관 블

라인드 채용제도를 본격 도입하였으며 입사지원서상의 연령, 성별, 학

력, 출신지 등 인적사항의 기입을 금지하여 채용과정에서 편견이 개입



- 14 -

되거나 개인정보 확인을 통한 취업특혜 부여 등 비리 발생 여지를 원천

차단하고자 하였다. 이 같은 조치는 322개 공공기관에 전면 적용되었으

나 금융감독원, 우리은행, 강원랜드 등에서 적발된 대규모 채용비리로

인하여 블라인드 채용제도의 무용론이 급격히 확산됨에 따라 정부 차원

에서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게 되었다.

언론 및 국회의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지적이 계속됨에 따라,

2017년 10월 공공기관 채용비리 부처합동 특별점검이 실시되었으며 총

2,311건의 비위 행위가 적발되었는데 유형별 채용비리의 주요사례로는

고위인사 등의 부정한 지시·청탁으로 점수조작, 채용 중 응시자격·선발

인원·평가기준 임의 변경, 부당한 가산점 부여, 이해관계자의 심사위원

참여 등이다(부처합동, 2018).

채용비리를 보다 억제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

도화 등 처벌수준 상향, 채용 전 과정 감사인 입회 등 내부 감사 기능

강화, 외부 심사위원의 참여 확대 등 채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

안을 마련하였으며(부처합동, 2018), 앞서 언급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

절 추진단’을 국민권익위원회 내에 출범시켜 공공기관 채용에 대해 매년

정기 전수조사를 주문하였다.

2018년 부처합동 공공기관 채용 전수조사를 거치면서, 정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공공기관 채용문화가 완연히 정착할 수 있도록 2018년 2월 「공공기

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채용비리 연루 공공기관 임원의 직

무정지 및 명단공개, 공공기관 성과급 조정 등의 조치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2019년 7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채용 시

발생하는 비리를 방지하고 직무 중심 채용문화를 확대하기 위한 ‘블라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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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제도’를 완전히 법제화하였다.

2019년 3월에는 2017년 특별점검 이후 마련한 채용절차·방법의 구체화,

징계양정기준 강화, 외부 심사위원의 구성 내실화 등 정부의 제도개선

사항이 공공기관 내에 완전히 반영·적용될 수 있도록 「공기업·준정부기

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고, 같은 해 4월 「공공기관 채용프로

세스별 표준 매뉴얼」을 별도로 제작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각 공공기관에 배포하였다.

[표 3] 채용비리 관련 정부 대응 조치

시기 내용

2017.3월 � 한국석유공사 등 53개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원 감사 시행

2017.7월 �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시행 및 가이드라인 배포

2017.10월 � 275개 공공기관에 대한 부처합동 채용비리 특별점검 시행

2018.11월 � 333개 공공기관에 대한 부처합동 채용비리 전수조사 시행

2019.2월 � 채용비리 관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2019.3월 � 공정채용 관련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개정

2019.4월 � 「공공기관 채용프로세스별 표준 매뉴얼」 제작·배포

2019.7월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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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대비용 이론

부패의 원인은 부패의 유형과 성격을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데 이에 대한 접근은 크게 ‘개인주의적 접근’과 ‘제도적 접근’, ‘환경적

접근’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이정주, 2010), 그중 제도적 접근은 부패 현

상이 행정규제에서 비롯되는 인허가 및 단속과정, 그리고 행정 절차상

의 불투명성과 정보제공에 있어 제한성 등 ‘제도적 요인’에서 기인한다

는 입장이다(이정주, 2016).

Ackerman(1978)에 따르면 사회의 희소한 자원이 완전경쟁의 상태에

서 배분된다면 부패란 발생할 수 없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자원에 대한

배분 결정이 비경쟁적 원칙이 지배하는 정치적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패가 발생하게 된다(황성돈, 2001). 이와 같은 정치적·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선 적절한 가시적 또는 비가시적 제도를 마련해야

하며(박복영, 2007), 이러한 제도적 접근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이론이

기대비용 이론과 주인-대리인 이론으로 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대비용 이론은 Ackerman이 제시한 이론으로 부패의 적발확률이

낮을수록, 또는 적발 시 처벌의 강도가 낮을수록 부패유발 기회가 제공

되어 부패가 만연하다는 내용이다(이정주, 2014).

[표 4] Ackerman에 따른 부패 유발요인

유발요인 상세내용

유발기회

제공

부정행위가 적발될 가능성이 낮을수록, 또는 적발 시 처벌

수준이 낮을수록 동 행위의 발생가능성이 높음

※ 출처: 송윤아(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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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ntington(1968)에 따르면 부패나 뇌물이 윤활유 역할을 하여 행위

자들의 대기비용(waiting cost)을 줄인다고 인식되기 때문에(박복영,

2007), 결국 부패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부패행위자들이 적발 가능성에

대해서 높게 추정하도록 유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데, 실

제로 Castillo et al.(2009)의 연구에 따르면 절도행위가 적발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배달된 귀중품의 분실률은 16.7%인 반면, 적발될 가능성

이 낮은 지역으로 배달된 귀중품의 분실률은 높은 지역보다 9%정도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송윤아, 2009).

결국 기대비용 이론을 토대로 한 채용비리의 통제는 결국 채용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비리 유발자에 대한 처벌의 강도 강화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비리 행위의 적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공공기관 채용의

투명성 제고 방안으로는, 채용정보의 취급 및 채용 관련 의사결정 권한

을 단지 기관 내부인에 국한하여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인의 개입

을 허용하여 채용이 공정하게 진행되는지 감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구

축하는 것에 있다. 외부인 개입 조치의 주요사례로는 채용절차 점검 및

채용계획 확정 등을 위한 인사위원회에의 외부위원 참여, 면접전형 진

행 시 1/2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 그리고 외부 전문 용역업체를 활

용한 채용대행 위탁 활성화 등이 있다.

처벌의 강도 강화와 관련해서는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을 예정이다.

채용비리 처벌과 관련한 237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청구 답변을 분석한

결과, 2017년 특별점검 이후 정부의 공공기관 채용제도 개선안이 마련되

기 전까지 대다수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와 관련한 구체적인 처벌규정

을 마련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기관 자체적으로 처벌한 사례 수가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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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미미하여 기관 간 비교가 불가하기 때문이다.

6. 주인-대리인 이론

주인-대리인 관계란 주인이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특정 서비스를 대

리인에게 대신 수행하도록 권한을 위임한 계약관계를 말한다(Jensen &

Meckling, 1976). 더 많은 지식과 능력을 보유한 대리인에게 권한을 위임

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주인

과 대리인 간의 정보 비대칭이 유발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정보의 비

대칭이 발생할 경우, 대리인이 과업 수행에 필요한 주의 또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무사안일의 행태를 보이거나 주인의 이익 대신 대리인

본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노력을 보이는 등 도덕적 해이 문제를 부차

적으로 유발시킬 수 있다.

어느 집단의 부패수준은 부패균형점(equilibrium of corruption)의 위

치로 설명할 수 있는데, 내쉬균형 이론을 활용하면 부패균형점은 ’주어

진 제도 하 다른 사람들이 현재의 부패수준을 유지하는 한 아무도 자신

의 부패수준을 변경할 동기가 없는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강성규,

2003). Klitgaard(1988)는 ‘주인-대리인 이론’ 적용 시, 부패균형점이 대

리인의 독점적 권한과 자유재량권, 책임성 그리고 대리행위의 투명성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았다.

[표 5] Klitgaard에 따른 부패균형점 위치 결정 공식

구분 공식
주인-대리인

모델
C(부패)=M(독점권)+D(자유재량권)-A(책임성)-T(투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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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그의 관점에서 본 주인-대리인 이론은 대리인이 고객에 대하여

독점적 권한이 많을수록, 광범위한 자유재량권을 향유할수록, 책임이 감

소할수록, 대리행위가 불투명할수록 부패가 발생하기 때문에, 부패방지

를 위해서는 대리인의 독점적 권한과 자유재량권을 축소하고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시켜 부패균형점을 낮춰야 한다.

주인-대리인 이론을 공공기관 등에 적용 시, 김재홍(1994)은 공공기

관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민은 공공기관의 관리를 정부에 위임하고 있

으며, 정부는 다시 공공기관 경영자를 대리인으로 하여 관리하는 복대

리인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채용비리가 본격적으로 이슈화되기

이전인 2017년까지, 공공기관은 중간대리인인 기획재정부 등으로부터

사회형평적 채용 확대 또는 정원 관리상의 제한을 받았을 뿐, 기관의

채용에 있어 사실상 넓은 독점권과 자유재량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일례로 채용 전형절차의 운영, 평가방식 등에 있어 정부의 간섭을 받

지 않음에 따라 일부 기관은 필기시험과 같이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평

가가 가능한 제도를 구축하지 않거나, 채용계획 사전점검을 위한 인사

위원회를 운영하지 않는 등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채 채용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학력·출신지·사진 등 편견을 줄 수 있는 정보에 더

영향을 받는 서류·면접 전형만을 운용하여 결국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제도 도입을 추후 유발하였으며, 기관 채용과 관련한 기관장의 임의적

이고 비합리적인 지시를 견제할 수 없었다. 채용의 투명성 측면에서도

채용인원 혹은 전형별 합격배수 등 정보의 비공개화, 심사위원 구성 시

외부인의 일체 배제 등 외부 감시를 어렵게 함으로써 공정한 채용이 진

행되는지에 대한 의문을 끊임없이 발생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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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선행연구 검토

인사행정의 비리 관련 연구는 임용, 승진, 전보, 근무평정, 교육훈련 등

전반에 대해 주로 이루어졌으며, 공직자 채용(임용) 부문의 비리와 관련한

단독적인 연구는 주로 공무원 임용제도의 개방성, 대표성 또는 공공기관

임원 임용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바 있다.

김재훈(2012)에 따르면 공직 부패는 공직 임용제도의 폐쇄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였고, 공직의 부패를 줄이기 위해서는 민간 재취업과 관

련된 부정부패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규제부처와 사업부처의 임용

개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일웅(2016)도 ILM-Index1)를

활용한 결과, 공직 임용의 폐쇄성이 공공부문 부패 수준을 높이는데 유의

미하다고 밝혀 공직 임용의 개방성을 높일 하나의 실증적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공직 임용의 연구는 ’공무원 임용‘에 초

점이 맞춰줘 있었고 공무원 공개경쟁채용과 대비되는 개방형 직위에 대

한 민간경력자 채용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공무원 임용의 대표성 및 부패 수준과의 관계와 관련해서도 연구가 이

루어졌는데 진종순(2009)은 질적분석(인터뷰·설문조사) 및 계량분석(GLS)

방법을 활용하여 여성인력의 공공부문 참여가 공직 부패의 수준을 낮추

는 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 여성의 사회참여가 결과적으로 국가경쟁

력 제고에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조정래 외(2014)도 2012년 국민

권익위원회의 자료를 이용하여 기초자치단체의 부패정도를 측정한 결과,

1) ILM Index는 Althauser & Kalleberg(1981)이 제시한 내부노동시장의 주요

특성과 OECD의 중앙정부 인사시스템 개방도 지수를 활용해 만든 공직 임용의

폐쇄성 측정 지표이다(권일웅,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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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공무원의 비율, 여성 경제활동 비율 및 여성 단체장 임명이 내·외부

부패를 감소시키는데 유의미한 것으로 밝히면서, 부패 가능성이 높은 정

부서비스 분야에 반부패적 특성을 지닌 여성인력을 적극적으로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공공기관의 채용 부조리와 관련해서는 그간 주로 직원이 아닌 임원의

정치적 임용에 연구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근주(2013)는 임원추천위원

회의 위원 중 정부에서 직접 임명하여 정치적 고려를 할 가능성이 큰 비

상임이사의 구성을 낮추어 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임원 추

천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임원추천위원회의 활동을 사후에 공개

하는 백서를 발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임재진(2017)은 공

공기관 임원에 대한 정치적·낙하산 임용의 근절을 추구하기보다는 이를

현실화하고 선임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임용절차에 관여하

는 인사들이나 임용되는 임원 모두 각자의 책무에 책임감을 가지도록 유

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채용비리 이슈가 확대되면서 감사원 등 감사기관의 감사결과를

토대로 채용, 승진, 보직관리, 성과평가 등 인사행정 전반에 대한 부패를

분석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차경엽(2017)은 2015년 감사사례를 활용하여

직무유기 등 무사안일(31.7%) > 직권남용(28.2%) > 횡령․유용(22.5%) >

금품 및 향응수수(9.1%) 유형 순으로 공직비리가 발생하였다고 밝혔으며

직권남용을 통한 채용비리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내부통제시

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조형석(2018)은 지방자치단체 인

사관리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지자체의 채용비리를 감

소시키기 위해서는 인사부서 등이 자의적으로 판단하거나 임의적으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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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하는 것이 어렵도록 인사위원회의 사전 심의·의결과 같은 절차상의 보

완이 필요하며, 서류·면접심사 등 모든 전형별 상세정보를 공개하고 각

심사단계에 외부위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인사관리 전반에 대한 투명

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렇듯 기존 선행연구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채용비리를 주로 전체적인

인사비리의 일부로써 다루어 왔고, 채용비리에 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분

석보다는 부분적이고 일반적인 논의에 그치는 경향이 있었으나, 2017년

이후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다수 적발되고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되면서

채용비리와 관련한 단독적인 논의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홍길

표(2017)는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관련한 대안모색을 투명성 관리·위험관

리, 처벌·불이익 제도 마련 관점 등에서 접근하였는데, 투명성 관리와 관

련해서는 기관의 채용계획에 대한 단계별 외부 공시 등이 중요하고 개인

정보와 밀접한 채용정보가 외부로 공개되었을 시 발생하는 부작용이 최

소화되도록 프로세스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으며, 처벌과 관련해서

는 실무자의 부당지시 거부에 따른 불이익을 해소해주지 않은 채 상급자

의 지시를 이행했다는 행위만으로 처벌할 경우 채용비리는 계속하여 발

생할 수밖에 없어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향후에는 채용비리와 관련한 새로운 후속연구들이 다량 추진될

것으로 보이나, 최근에서야 언론 보도, 국회 지적 및 정부의 강경한 대응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이슈화됨에 따라, 채용비리 자체에 초점을 맞춘 기

존 선행연구는 풍부하지 않은 한계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현 정부

의 채용비리 대응 조치의 효과성을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워 이러

한 한계와 관련해 본 연구가 정부 정책의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23 -

제 3 장 연구설계

제 1 절 연구자료

본 연구는 채용비리 예방을 위해 정부에서 추진 중인 여러 공공기관

채용정책 중 어떠한 조치가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연루 억제에 과연 효

과적인지 여부에 대해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앞서

언급한 2017년 정부부처 합동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를 활용

한다. 23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17.10.16. ∼ 12.31.까지 약 2개월 반

에 걸쳐 전수조사 및 심층조사 방식으로 진행된 해당 점검결과를 통해

적발된 각 기관의 채용비리 연루현황을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채용비리 혐의가 짙은 수사의뢰 건 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부처별

로 그 사례를 정리하여 대중에 공개한 바 있다.

[표 6] 2017년 특별점검 수사의뢰의 건 부처별 주요사례

부처명 기관명 주 요 내 용

기재부
한국

수출입은행

§ 당초 채용계획과 달리 채용후보자의 추천배

수를 변경하여 특정인 채용

교육부 서울대병원

§ 서류전형에서 합격 배수를 조정하여 특정인을

합격시키고 이후 면접전형에서 면접위원 전원이

고득점을주어同人채용

법무부 정부법무공단

§ 지인 청탁을 받아 채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특정인을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이후 정규직

으로 임용



- 24 -

※ 출처: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부처합동,

2018)

부처명 기관명 주 요 내 용

문화부
국민체육

진흥공단

§ 고위인사 지시로 면접위원을 내부위원으로만

편성하고 특정인 단독 면접을 진행하는 등 형

식적 면접을 거쳐 특혜채용

농림부 한식진흥원

§ 해당분야 경력이 없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

지 않은 고위인사 지인의 자녀를 서류·면접심

사를 거쳐 특별채용

산업부
한국

석유관리원

§ 합격자를 사전 내정하고 면접점수를 내정

순위에 맞춰 변경하여 채용

복지부
한국

장애인개발원

§ 고위인사가 인사담당자에게 특정인을 채용하도록

지시하여 면접시 고득점 부여 등의 방법으

로 同人을 특혜채용

환경부 환경보전협회
§ 서류 전형에서 당초 계획과 달리 배점항목을

조정하여 특정인 채용

고용부 노사발전재단
§ 자격요건이 미비한 특정단체 유력인사의 자

녀를 채용

국토부
워터웨이

플러스

§ 고위인사의 지시로 채용공고 및 서류전형 절

차 등 채용절차 없이 특정인 특혜채용

해수부
국립해양

생물자원관

§ 고위인사가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 면접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면접관에게 개인의견

전달

중기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 고위인사 지시로 당초 계획과 달리 합격 배

수를 확대하고 고위인사가 직접 면접평가에

참여하여 특정인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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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해당 특별점검

대상기관에 대한 별도의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2017년 기준 각 기관의

채용제도 운영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채용의 내부통제 강화 및 투명

성 제고를 위하여 그동안 정부에서 강조해온 필기시험의 운용, 채용대

행 위탁 활성화, 채용절차 사전점검을 위한 인사위원회 운영, 면접전형

외부위원 참여 등의 조치를 2017년 기준으로 기시행 중이었는지 여부에

대해 문항으로 구성하여 양식을 제작한 후 연구대상인 237개의 각 공공

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그 이후 각 공공기관에서 회신해온 정

보를 취합하여 연구가설의 검증과 관련한 독립변수 및 종속변수 등을

추출하였다.

제 2 절 가설 및 분석틀

본 연구에서는 2017년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대상에 포함된 공

공기관 237개 기관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채용비리 예방을 위해 추진

중인 다양한 관리정책 중 과연 어떠한 조치가 공공기관이 채용비리에

연루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이론적

논의에서 앞서 밝힌 내용을 연구 근거로 활용하여, 비리연루의 억제를

위해 비리 적발의 확률을 높이는 투명성 제고 정책과, 주인인 국민과

정부로부터 채용과 관련한 광범위한 재량권을 위임받아 채용을 시행해

온 대리인인 공공기관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정책들을 변수로 설정하고

연구문제를 검증할 것이다.

내부통제 강화 정책은 기관 내부적으로 규정 제정 등을 통해 채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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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고도화한 조치들을 의미하며 세부적으로는 필기시험의 운영2), 채

용계획 확정을 위한 인사위원회의 운영3)이 있다.

투명성 제고 정책은 기관 규정에 따라 외부인이 기관의 채용에 개입

할 수 있도록 한 조치들을 의미하며, 세부적으로는 채용대행의 위탁, 인사

위원회 개최 시 외부위원 위촉, 그리고 면접전형 시 외부위원 위촉이 있다.

본격적인 연구에 들어가기 위해 이를 바탕으로 설정한 연구가설과 분

석틀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채용의 내부통제 강화 조치 미시행 시 공공기관 채용비리

에 연루될 것이다】

(H 1-1) 필기시험을 운영하지 않는 공공기관은 수사의뢰 대상기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

(H 1-2) 채용 전 인사위원회를 운영하지 않는 공공기관은 수사의뢰

대상기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

【가설 2. 채용의 투명성 제고 조치 미시행 시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연루될 것이다】

2) 필기시험의 경우 하나의 채용 전형임과 동시에, 채용비리라는 특정한 리스크를

평가의 객관성을 통해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세스 중 하나로

고려하여 내부통제의 목적으로 활용 가능한 조치로 설정하였다.

3) 2018년 이후부터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채용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인사위

원회 등 기관의 채용계획 및 절차 등을 별도로 사전 점검하는「채용절차점검위

원회」의 도입을 의무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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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2-1) 외부 전문업체에 채용대행을 위탁하지 않는 기관은 수사의뢰

대상기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

(H 2-2) 채용 관련 인사위원회에 외부위원을 참여시키지 않는 기관

은 수사의뢰 대상기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

(H 2-3) 면접전형에 외부위원을 참여시키지 않는 기관은 수사의뢰 대

상기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림 1] 분석틀

구분 독립변수

⇨

종속변수

내

부

통

제

필기시험 운영 여부

인사위원회 운영 여부

<채용비리 연루여부>

수사의뢰 대상여부

투

명

성

채용대행 위탁 여부

인사위원회 외부위원 위촉 여부

면접전형 외부위원 위촉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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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변수의 설정

1. 종속변수

종속변수로는 2017년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 중 비리의

혐의가 짙을 것으로 판단된 각 공공기관에 대한 ‘수사의뢰’ 처분 여부를

명목변수로 나타낸다. 수사의뢰의 경우 고소·고발 등과 같이 형사소송법

상에 명시된 공식 용어는 아니나 실무상 운영되는 수사당국에의 통보 수

준 개념으로, 위법성 및 고의성의 혐의는 충분하나 조사권의 한계 등으로

객관적인 증거의 확보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주로 활용된다. 증거

의 존재 유무와는 별개로, 혐의에 근거한 수사의뢰 처분만으로도 해당 공

공기관에서 일반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비정상적이고 불공정한 채용 행

태를 보인 것이라고 정부에서 사실상 공표한 것임에 따라, 국민이 민감해

하는 기회 부여의 불공정성과 관련된 사안일수록 거리를 두어야 하는 공

공기관으로서는 해당 처분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특별점검 이후 정부가 내린 처분사항으로는 수사의뢰 외에도 징계요구,

주의·경고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징계요구 및 주의·경고 사항의 경우

담당자의 의도적이지 않은 채용 과정상 과실 및 착오 등에 해당하는 위

반사례가 다수 포함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으며, 부정청탁

및 채용결과 조작 등 관련자들의 고의적인 채용 비리 유발 혐의의 건

위주로 살펴보고자 한다.

2017년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 수사의뢰 처분대상에 해당하는 기관

은 총 35개 기관이지만 부설기관인 3곳, 2017년 공채 미시행 기관 2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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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비공개 처리 기관 1곳, 공개정보청구에 응답하지 않은 기관 1곳을

연구대상에서 제외한 결과, 나머지 28개 기관만을 수사의뢰 처분대상

기관으로 설정하였다.

2017년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 수사의뢰 처분대상 공공기관에 해당할

경우 1로 코딩하고, 해당하지 않을 경우 0으로 코딩하여 조작화한다.

1. 독립변수

본 연구에서는 비리연루의 억제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통해, 채용비

리 특별점검이 시행된 시점인 2017년을 기준으로4) 각 공공기관의 채용

내부통제 강화 및 투명성 제고 정책의 기시행 여부를 독립변수로 설정하

였다.

1) 채용의 내부통제 강화

언론 및 국회 등의 지속적인 지적으로 인한 2017년 감사원 감사 및 부

처합동 채용비리 특별점검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까지, 앞서 이론적

논의에서 검토한 주인-대리인 문제로 인하여 공공기관은 직원채용에 있

어 사실상 광범위한 재량권을 행사하고 있었으며, 이중 상당수 기관은 이

4) 수사의뢰 대상기관의 각 비리 혐의의 정확한 발생연도를 파악하기 위해 정보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소관 부처의 정보 부존재로 인해, 채용비리 특별점검 이전

의 시점 중 사회적 이슈화로 인한 감사기관의 감사 강화 등으로 각 공공기관의

내부통제 및 채용 투명성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2017년을 기

준연도로 대신 일괄 설정하여 분석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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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제할 고도화된 채용제도를 별도 운용하지 않았다.

채용 관련 내부통제가 약한 기관과 강화된 기관과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내부통제의 주요 세부항목으로 필기시험의 운영 여부 및 인사위원

회의 운영 여부를 설정하였다. 우선 필기시험은 서류 및 면접전형에 비해

심사자의 주관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보다 감소시켜 응시자에 대한

비합리적인 점수 부여를 어렵게 하므로 내외부의 부당개입을 차단하는

데 효과적이어서 정부에서도 통제 강화의 일례로 권고하는 조치이다.

그 외 인사위원회의 운영은 각 공공기관에서 채용기준 및 전형방법

등을 사전에 확정하고 중간에 쉽게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통제장치로

활용되며, 채용 관련 공식적인 심의·의결 기구로서 기관장의 독단적인

판단에 따른 임의적인 채용방법 변경 등을 방지하여 비리 개입을 최소

화하는 조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 채용의 투명성 제고

이론적 논의에서 검토한 Ackerman의 기대비용 이론 및 Klitgaard의

주인-대리인 이론에 따라 비리의 적발확률을 높일 수 있는 채용과정의

투명성 제고 미조치 시, 각 기관이 채용비리에 연루될 확률이 높은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투명성 제고 정책과 관련된 세부항목을 근래 발

표된 정부의 채용제도 개선안을 참고하여 설정하였다. 정부에서는 채용

의 투명성 제고가 외부인의 채용과정 개입을 통해 상당수 이뤄질 수 있

다고 보았고 외부 개입 증대를 위한 조치 3가지를 마련하였는데, 우선

채용절차를 사전에 점검하는 위원회(인사위원회 등)의 외부위원 참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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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하였고, 면접전형 심사위원의 1/2 이상이 반드시 외부위원으로 구

성되도록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에 관한 지침」 등 개정을 통해 의무

화하였다. 또한, 기관 자체 채용 시 채용의 공정성이 훼손될 것을 우려

하여 외부 채용대행 전문기관에 채용과정을 위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

로 독려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공공기관 채용제도 개선조치는 대부분 2017년 부처합

동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이후 마련된 것이지만, 일부 공공기관

에서는 채용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이미 자체적으로 이러한 조치를 기

시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채용비리 특별점검이 최초 시행된 2017년을

기준으로 그러한 조치를 기시행 중인 기관과 미시행 기관의 채용비리

연루 가능성을 각각 분석해 그 차이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채용 시행 관련 인사위원회에 외부위원이 최소 1인 이상 참여할 경우

외부위원 참여 기관으로 설정하였다. 면접전형 역시 외부위원이 최소 1

인 이상 참여할 경우 외부위원 참여 기관으로 설정하였으며, 복수의 면

접 전형(1차 및 2차 면접 등)을 운영하는 기관의 경우 최소 1개 면접

전형에 외부위원이 참석할 경우 외부위원 참여 기관으로 조작화하였다.

채용대행의 경우, 기관에서 진행하는 여러 전형과정 중 필기전형을 제

외한 서류·면접 전형 등을 외부업체에 위탁할 시 채용대행 운용 기관으로

설정하였다. 필기전형을 제외한 이유는 필기시험을 기시행 중인 공공기

관 대부분이 필기시험을 외부업체에 위탁한 가운데, 필기시험을 이미

내부통제 강화 조치의 변수로 설정하였기 때문이다.

통계분석을 위하여 부처합동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이 최초 실

시된 2017년을 기준으로 각 공공기관이 상기 조치들을 기시행하고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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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0으로 코딩하며, 기시행하고 있지 않은 경우 1로 코딩한다.

3. 통제변수

통제변수로는 공공기관의 유형 및 기관 규모를 설정하였다. 공공기관

의 유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의해 공기업, 준정

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구분되며, 유형에 따라 정부의 규제를 받는

정도가 상이하다.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운영’이라는 별도

의 장으로 정관, 이사회, 임원 임면, 예산회계, 경영평가와 감독에 관한

상세한 사항을 적용하고 있는 반면에,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 경영공시,

고객만족도 조사, 기능조정,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사항만이 적용되기

때문에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인력․조직․예산상

자율성을 확보하고 있다(윤상우, 2013). 이 같은 정보를 토대로 공공기

관의 각 유형을 더미변수로 처리하고 그 유형별로 독립변수 및 종속변

수 간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기관의 규모와 비리의 연관성과 관련하여, 진종순(2009)은 작은 정부

를 추구한 김대중 정부와 큰 정부를 추구한 노무현 정부를 비교 분석한

결과, 김대중 정부에서의 부패수준이 노무현 정부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았으며 작은 정부가 정부조직의 적절한 변화를 수반하지 못했다고 주

장하였다. 수페이(2014)도 5년간의 데이터를 활용해 중국 29개성을 대상

으로 부패 정도를 연구한 결과, 정부 규모가 커질수록 전반적으로 부패

수준이 낮아진다고 밝혔다. 이 같은 선행연구에 의거, 조직 규모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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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수록 비리의 수준이 감소될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기관 규모를 통제

변수로 두고 세부항목으로는 ALIO에서 공개된 정규직 임직원수를 설정

하였다.

또한 김상헌(2011)에 따르면, 선진국에서는 공무원의 절대 보수가 증

가할수록 공무원의 부패가 감소함에 따라 반부패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서 보수금액을 고려하여야 한다. 유종해(1992)도 공무원 부패의 원인에

낮은 보수수준이 있다고 밝혔으며, 윤태범(1999) 역시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수체계의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 같은 선행연구에 따라 기관의 직원 평균보수 수준이 기관의 부패

정도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통제변수 중 하나로 설정하였다.

[표 7] 변수의 조작적 정의

구분 변수명 변수설명 인코딩

종속

변수

채용

비리

연루

수사의뢰
수사의뢰 처분대상

여부

1: 연루

0: 미연루

독립

변수

내부

통제

강화

필기시험

운영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등 필기시험 별도 운영

여부

1: 미운영

0: 운영

인사위원회

운영

채용계획 점검을 위한

인사위원회 운영 여부

1: 미운영

0: 운영

투명성

제고

채용대행

위탁

외부 전문 대행업체에

채용전형 위탁 여부

1: 미위탁

0: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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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분석방법

1. 이항 로지스틱 분석

2017년 부처합동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 공공기관 경영정

보 공개시스템(ALIO)에서 수집한 공공기관 임직원 수 등 정보, 그리고

별도의 공개정보청구를 통해 획득한 공공기관 채용제도 운영현황 자료

를 활용하여 SPSS를 이용해 기초통계량 분석 및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구분 변수명 변수설명 인코딩

인사위원회

외부위원 참여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

시 외부인 포함 여부

1: 미참여

0: 참여

면접전형

외부위원 참여

면접위원 구성 시

외부인 포함 여부

1: 미참여

0: 참여

통제

변수

공공기관

유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유형을 기준으로

더미변수화

10: 공기업

01: 준정부

기관

00: 기타

공공기관

기관 규모
ALIO상 정규직

임직원 수
-

직원 평균보수
ALIO상 정규직원

평균 보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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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한다. 모든 독립변수를 활용하는 모형으로 시작해서 중요하지 않은

변수를 순차적으로 제거하는 Wald의 후진 방법을 통해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 있어서 활용하는 분석방법은 이항 로지스틱 분석방법이다.

종속변수가 수사의뢰 대상기관 해당 또는 비해당 여부와 같은 이산형

변수이기 때문에, 독립변수의 값에 따라 종속변수의 값이 자유롭게 변

동될 수 없어 본 연구에서는 선형 회귀모형을 사용하지 않는다. 대신

‘해당 또는 비해당’ 등 이항계수인 0과 1의 값만을 갖는 종속변수가 발

생할 확률을 S 곡선을 그리는 로지스틱 함수를 활용해 독립변수 및 종

속변수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선형함수의 종속변수를 확률 P로 표현한 P = aχ+b에서 확률 P를

다시 승산(Odds, p*=(


) ) 및 로짓 변환을 할 경우 ln(


) = a

χ+b와 같이 수식화할 수 있다. 이를 P에 관하여 수식화할 경우, P =


χ 
χ 

와 같이 정리할 수 있으며 함수로 그래프화 할 경우 S자와

유사한 곡선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 로지스틱 모형의 추정은 최소자승법(OLS)가 아닌 최대우도법

(maximum likelihood)을 활용하여 이루어진다. 최대우도법을 사용하는

경우, 로지스틱 회귀계수의 추정치 및 유의성 검증결과에 대한 신뢰도

를 높이기 위해서는, 모형에 k개의 독립변수가 존재할 경우, 표본을 최

소 10(k+1)개 만큼 확보하여야 한다.

수사의뢰 기관 해당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을 위한 모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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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Y = ln(


) = β0 + β1χ1 + β2χ2 + β3χ3 + β4χ4 + β5χ5 + β6χ6

+ β7χ7 + β8χ8 + e

- Y : [종속변수] 수사의뢰 기관 해당 여부

- χ1 : [독립변수] 필기시험 운영 여부

- χ2 : [독립변수] 채용 시 인사위원회 운영 여부

- χ3 : [독립변수] 채용대행 위탁 여부

- χ4 : [독립변수] 채용 시 인사위원회 외부위원 참여 여부

- χ5 : [독립변수] 면접전형 외부위원 참여 여부

- χ6 : [통제변수] 공공기관 유형

- χ7 : [통제변수] 기관 규모

- χ8 : [통제변수] 직원 평균보수

- e : 잔차

상기 모형을 통해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연루 억제에 영향을 주는 결정요

인을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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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분석결과

제 1 절 기술통계 분석결과

1. 종속변수

1) 수사의뢰 대상기관 여부

[표 8] 수사의뢰 대상기관 여부 범주별 빈도분석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해당 28 11.8 11.8

미해당 209 88.2 88.2

결측 0 0 -

전체 237 100 -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기에 앞서 표본 수 및 범주별 빈도 확인

을 위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결측값은 없었으며, 우선 앞서 밝힌 바

와 같이 신뢰성이 담보된 통계 결과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10(k+1)개의

표본을 확보하여야 한다. 설정한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의 수가 총 8개

이기 때문에 필요한 최소 표본은 상기 공식에 따라 90개가 된다. 본 연

구에서는 최소조건인 90개를 넘는 237개의 표본 수를 확보하였으나, 기

획재정부에서 지정한 공공기관의 수가 매해 대략 300여개로 제한되어

있음에 따라 안정적인 추정을 위한 표본 수라고 알려진 500개는 확보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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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의 수사의뢰 대상기관 해당

여부 범주에 대한 빈도분석을 시행할 시 결과는 상기 표와 같다. 수사

의뢰 대상기관은 28곳이고 비대상 기관은 209곳이며, 비율로 확인 시

수사의뢰 대상기관은 전체의 11.8%에 해당하고 비대상기관은 전체의

88.2%에 해당한다.

2. 독립변수

1) 채용의 내부통제 강화

[표 9] 내부통제 강화 기시행 여부 범주별 빈도분석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필기시험
운영 190 80.2 80.2

미운영 47 19.8 19.8

인사위원회
운영 182 76.8 76.8

미운영 55 23.2 23.2

전체 237 100 100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를 직접 선택하여 투입해 분석하였다. 채용의

내부통제 강화 조치는 필기시험 및 인사위원회의 운영 여부로 설정하였

는데 2017년 기준 필기시험을 기시행 중인 기관은 190곳(80.2%)으로 나

타났으며, 기시행 중이지 않은 기관은 47곳(19.8%)이었다.

채용계획 관련 인사위원회를 기운영 중인 기관은 182곳(76.8%)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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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미운영 중인 기관은 55곳(23.2%)으로 확인되면서 연구대상의 대략




이상이 내부통제 강화와 관련한 조치를 기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채용의 투명성 제고

[표 10] 투명성 제고 기시행 여부 범주별 빈도분석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채용대행
위탁 73 30.8 30.8

미위탁 164 69.2 69.2

인사위원회

외부위원

참여 79 33.3 33.3

미참여 158 66.7 66.7

면접전형

외부위원

참여 200 84.4 84.4

미참여 37 15.6 15.6

전체 237 100 100

채용의 투명성 제고 조치는 채용대행 운용 여부, 채용 관련 인사위원

회 개최 시 외부위원 참여 여부, 면접전형 시행 시 외부위원 참여 여부

로 설정하였다. 면접전형에 외부위원을 포함하는 경우는 공공기관의 절

반을 넘지만, 주목할 점은 절반이 넘는 기관에서 외부 전문업체에 채용

대행을 위탁하지 않거나 채용계획 등을 점검·확정하는 인사위원회에 외

부위원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기관이 채용계획 수립 및

방법 등을 설정함에 있어 그간 외부의 감시를 받지 않고 기관 소속의

내부인이 제시하는 의견만 주로 반영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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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제변수

1) 공공기관 유형에 대한 범주별 빈도분석

[표 11] 공공기관 유형에 대한 범주별 빈도분석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공기업 3 1.3 1.3

준정부기관 79 33.3 33.3

기타공공기관 155 65.4 65.4

결측 0 0 -

전체 237 100 -

공공기관의 유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되며,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으로 설

정한 기관별 유형은 상기 표와 같다. 2017년 감사원 공공기관 채용비리

감사의 피감기관이 2017년 부처합동 특별점검에서 제외된 결과, 공기업

대부분이 본 연구의 표본에서 제외되었다.

2) 기관 규모 및 직원 평균보수에 대한 평균분석

[표 12] 기관 규모 및 직원 평균보수에 대한 평균분석

(단위 : 명, 천원)

구분
수사의뢰 대상기관 수사의뢰 비대상기관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통제

변수

기관 규모

(임직원수)
675 1278 732 1576

직원 평균보수 63302 13841 67627 1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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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분석 결과, 수사의뢰 비대상기관에 비해 수사의뢰 대상기관의 정

규직 임직원 수 및 직원 평균보수가 더 낮게 나타났다. 이는 앞서 확인

하였듯이 조직의 규모가 작을수록, 직원에 대한 보수수준이 낮을수록

부패에 취약하다는 김상헌(2011) 및 수페이(2014)의 선행연구와 대략 일

치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하지만 이는 단지 평균적인 경향만을 확인한

것일 뿐이며 가설에 대한 검증은 이후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를 통해

밝힐 것이다.

4. 교차분석

[표 13] 교차분석

구분
수사의뢰

대상기관

수사의뢰

비대상기관
χ2 p

독립

변수

필기시험

운영

운영 17(60.7%) 173(82.8%)
7.559 0.006

미운영 11(39.3%) 36(17.2%)

인사위원회

운영

운영 17(60.7%) 165(78.9%)
4.606 0.032

미운영 11(39.3%) 44(21.1%)

채용대행

위탁

위탁 9(32.1%) 64(30.6%)

0.027 0.870
미위탁 19(67.9%) 145(69.4%)

인사위원회

외부위원

참여

참여 2(7.1%) 77(36.8%)
9.801 0.002

미참여 26(92.9%) 132(63.2%)

면접전형

외부위원

참여

참여 19(67.9%) 181(86.6%)
6.586 0.010

미참여 9(32.1%) 28(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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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뢰 대상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 중 명목변수인 필기시험 운영 여부, 인사위원회 운영 여부, 채

용대행 위탁 여부, 인사위원회 외부위원 참여 여부, 면접전형 외부위원

참여 여부에 대해 빈도에 대한 교차분석을 시행했다. 결측값은 없었으

며, 빈도수 및 비중(퍼센트), Pearson 카이제곱 값, 근사 유의확률(양측

검정) 값을 상기 표와 같이 산출하였다.

종속변수가 각 독립·통제변수들과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카이

검증을 실시한 결과, 필기시험 운영, 인사위원회 운영, 인사위원회 외부

위원 참여, 면접전형 외부위원 참여 여부는 종속변수인 수사의뢰 대상

기관 해당 여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대행 위탁을 제외

하고는 설정한 독립변수 대부분이 종속변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

됨에 따라 앞서 이론적 논의를 통해 예측한 경향과 일치하는 것으로 분

석되나, 해당 관계는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다시 자세히 검증

해볼 것이다.

구분
수사의뢰

대상기관

수사의뢰

비대상기관
χ2 p

통제

변수

공공기관

유형

공기업 0(0.0%) 3(1.4%)

2.594 0.273

준정부

기관
6(21.4%) 73(34.9%)

기타

공공

기관

22(78.6%) 13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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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표 14] 채용비리 연루 결정요인 회귀분석 결과

구분 세부항목 β Exp(β) 유의확률

채용의

내부통제

필기시험 미운영 1.203** 3.332 0.016

인사위원회 미운영 0.637 1.892 0.179

채용의

투명성 제고

채용대행 미위탁 -0.882* 0.414 0.094

인사위원회

외부위원 미참여
1.879** 6.547 0.013

면접전형

외부위원 미참여
0.913* 2.491 0.071

공공기관 유형

공기업 19.268 233243747 0.999

준정부기관 0.390 1.664 0.664

기타공공기관 - - 0.691

기관 규모 정규직 임직원수 0.000 1.000 0.957

직원 평균보수 평균보수 0.000 1.000 0.553

N 237

Cox 및 Snell의 R2 0.089

Nagelkerke의 R2 0.173

Hosmer-Lemeshow

유의확률
0.235

*p<0.1,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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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합도 검정

수사의뢰 대상기관 해당 여부에 관한 본 연구모형의 모형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해 Hosmer-Lemeshow 적합도 검정을 실시한 결과, 유의확

률이 0.235로 산출되었으며 이는 유의수준 0.05보다 크기 때문에 본 모

형은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Nagelkerke 결정계수는 0.173으로 산출됨에 따라 본 회귀식이 종속변

수에 대해 17.3%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모형의 분석

수사의뢰 대상기관 해당 여부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상기 <표 14>와 같이 값이 도출되었다. 해당

표는 추정 회귀계수 β, 승산비 Exp(β) 그리고 유의확률의 항목으로 구

분되어 있는데, 추정 회귀계수 β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

는 정도를 설명한다. 회귀계수 β가 0일 경우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

치는 영향이 없음을 의미하며, 0보다 클 경우 양(+)의 방향으로, 0보다

작으면 음(-)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Exp(β)는 독립변수가 1단위 증가하는 경우 종속변수인 수사의뢰 대

상기관에 해당할 확률에 비하여 수사의뢰 대상기관에 해당하지 않을 확

률이 Exp(β)배 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Exp(β)가 1일 경우에는 독

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1보다 클 경우에는 양(+)의 방향으로, 1보다 작으면 음(-)의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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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유의수준은 10%, 5%, 1%의 경우로 구분해 살펴볼 수 있으며, 유의확

률이 0.05보다 작은 경우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

하다고 볼 수 있다.

각 가설에 대한 검증결과는 다음과 같이 도출되었다.

1) 채용의 내부통제에 대한 분석결과

우선 채용의 내부통제 관련 조치를 ① 필기시험의 운영 여부, ② 채용

관련 인사위원회의 운영 여부로 분류하여 종속변수인 채용비리 연루 여

부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분석결과, 필기시험의 운영 여부에서만 유

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가) 필기시험의 운영 여부(H 1-1)

조사연도를 기준으로 상기 독립변수의 분석결과를 확인하면, 면접 전

형과 비교 시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평가방식인 필기시험 운영 여부가

유의확률이 1.6%로 산출되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필기

시험을 운영하지 않는 기관일 경우 채용비리에 연루될 확률이 필기시험

을 운영하는 기관에 비해 3.332배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공기관에서 주로 운용하는 필기시험의 유형은 크게 객관식(NCS 기초

직업능력평가 등) 및 주관식(논술시험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객관식

필기시험의 경우 시험의 포맷이 주관적이거나 개별적인 요소가 최대한

배제되도록 표준화되어 있고, 각 문제에 대한 정답이 사전에 정해져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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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별도의 심사위원 평가 없이 기계 등에 의한 자동적인 채점과정을 거

치게 된다. 이러한 객관적인 점수 부여체계로 인해 전형결과의 도출과

관련한 기관의 재량권이 완전히 제한되므로, 사전에 내정된 인사가 능력

부족으로 지원을 포기하거나 필기전형 단계에서 중도 탈락하는 등 채용

비리의 발생이 억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다소 커진 것이라 본다.

반면 주관식(논술형) 필기시험 등의 경우에는 채점 시 심사위원의 주

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 있으므로 채용비리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시험 문항에 대한 출

제자의 의도가 모범답안 등으로 제시되어 있고 응시자의 답안이 모두

서면 기록으로 남아있는 가운데, 우수하지 않은 답안에 대해 심사위원

이 심사의 재량권을 활용하여 고득점을 부여 시 그 결과에 대해 많은

부담을 질 수밖에 없으므로 그러한 모험을 감행할 가능성은 비교적 작

을 것으로 생각된다. 필기시험의 운영 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것은 결국 기관의 선발 재량권을 제한하는 등 통제를 강화할 경우 비리

발생을 완화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부패억제를 위해 대리인의 자유

재량권 제한을 강조한 Klitgaard(1988)의 주인-대리인 이론과 결과적으

로 일치하는 경향을 보인다.

나) 채용 관련 인사위원회의 운영 여부(H 1-2)

채용 관련 인사위원회는 구체적인 채용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고 공식 의결하는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중간에 기관장 등 고위

인사의 임의적인 판단에 따른 변경이 쉽게 이루어질 수 없도록 통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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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한다. 이 같은 판단에 따라 채용 관련 인사위원회를 운영하지

않는 기관일수록 채용비리에 연루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가설을 설정하

였으나, 분석결과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아 본 가설은 기각되었다.

가설 기각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의 이유가 존재할 것이나 근래 특히

주목받는 비리 유형인 ‘합법을 가장한 불공정 비리’5)와 관련이 높을 것

으로 생각된다. 합법을 가장한 불공정 비리는 특정 사안에 대한 권한과

정보가 소수에게 집중되었을 경우 발생하기 쉬운 비리로, 기관의 채용

계획 수립과 관련해서도 채용인원·응시자격·전형방법·합격배수 등 모든

기준의 설정 권한과 정보가 일부 직원으로 구성된 소수의 인사위원회

위원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인

사위원회 최초 의결 이후 기관장의 지시 등에 따라 비리 내용이 포함된

내용으로 재의결되어도 내부사정을 모르는 자들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채용계획이 수립되었다고 밖에 인지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인사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한 책임은 어느 한 명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 위원 각자에

게 분산되어 있어 방관자 효과6)로 개인적 책임감이 결여되어 비리에

더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권한과 정보의 집중 그리고 책임의 분산과 더불어, 내부 직원으로만

구성된 인사위원회 의결체는 기관장의 인사권을 의식하여 기관장의 일방

적인 지시 등에 취약할 수밖에 없으며, 기관을 위해 충분히 용인될 수

있는 ‘백색부패7)’라 여기고 비리를 행할 수 있어 인사위원회 운영의 조

5) 법이 특별히 허용하거나, 또는 금지하지 않는 등 합법적인 체제에 의해 보호

받는 비윤리적이고 부패한 절차·행위를 말한다(Kaufmann & Vicente, 2005).

6) 책임의 분산으로 다수의 사람들에게서 개인적 책임감이 결여될 때 나타나는

사회병리적 현상이다(Darley & Latane, 1968).

7) 백색부패란 이론상 부패행위로 규정될 수 있으나 사회구성원의 다수가 어느

정도 용인하는 관례화된 부패를 말한다(이종수,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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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만으로는 채용비리 연루를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추정해볼 수

있을 것이다.

2) 채용의 투명성 제고에 대한 분석결과

채용의 투명성 관련 조치를 ① 채용대행의 위탁 여부, ② 채용 관련

인사위원회에의 외부위원 참여 여부, ③ 면접 전형에의 외부위원 참여

여부로 분류하여 채용비리 연루 여부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모든

독립변수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다만 채용대행의 위탁 지표

와 관련해서는, 양수(+)값을 기대하였던 회귀계수(β)가 음수(-)값으로

도출됨에 따라 설정한 가설(H 2-1)과는 반대의 결론이 채택되었다.

가) 채용대행의 외부업체 위탁 여부(H 2-1)

기관 자체적으로 채용을 진행하지 않고 외부 전문업체에 채용대행을

위탁할 경우 전형의 진행 및 채점 권한 등이 대행업체에 위임되며, 전

형별 결과 산출방법 및 산출된 결과에 대한 정보가 분산되기 때문에 기

관 내부에서 은밀히 임의로 변경하는 등의 정실 채용이 사실상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채용대행을 위탁하지 않을 경우 채용비리에 연루

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가설을 설정하였으나, 분석결과 유의확률 9.4%에

회귀계수(β)가 음수(-)값으로 산출되어 해당 가설은 기각되었다.

반면, 일반화하기에는 후속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상기 통계분석 결과에

따라 오히려 외부업체에 채용대행을 위탁하지 않을수록 기관의 채용비

리 연루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결론 내릴 수 있다. 원래 설정하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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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과 정반대의 결론이 채택됨에 따라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도출된 결론에 대해 많은 가능성을 감안하여 검토 진행 시 더

고민해볼 수 있는 해석 중 하나가 채용대행을 위탁한 기관이 채용비리

를 감행한 경우, 점검 진행 시 비리 적발이 상대적으로 더 쉬웠다는 해

석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채용대행을 위탁한 경우 채용과 관련된 정

보가 대행업체에까지 확산되므로 비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인과 증거물

을 확보하기가 더 용이하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에는 주

의를 요할 것이며, 향후 이와 관련한 심도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

으로 생각한다.

나) 채용 관련 인사위원회에의 외부위원 참여 여부(H 2-2)

채용 관련 인사위원회에의 외부위원 참여 여부의 경우, 분석결과 유의

확률이 1.3%로 산출되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인사위원회

의 미운영이 유의미하지 않게 나온 반면에, 인사위원회에의 외부위원

미참여가 유의미하다는 것은, 앞서 언급한 직접 보이지 않는 ‘합법을 가

장한 불공정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어 감시 역할을 하는

외부위원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사위원회 의결은 채용의 인원·방법·기준 등을 논하고 확정하는 중

요한 단계로서, 사전 내정자에 대한 특혜채용을 기관의 고위인사 등이

시도하고자 할 경우, 본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해 부정하게 개입할 가

능성이 클 것이다. 외부위원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인사위원회의 투명

성이 저감되어 내부위원들이 각자 밝힌 내용에 대한 비밀이 보장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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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채용비리로 분류될 수 있는 사안

을 논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된다. 또한 외부위원을 포함하여야 할 시,

기관에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의결사항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외부위원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지만, 외부위원 미포함 시에는 내

부 동의만으로도 진행할 수 있어 기관이 채용비리 사안에 개입될 여지

를 사전에 억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인사위원회에의 외

부위원 참여 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것은 결국 적발될 가능성

이 낮을수록 비리 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부패

억제를 위해 채용의 투명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Ackerman (1978)

의 기대비용 이론 및 Klitgaard(1988)의 주인-대리인 이론과 결과적으로

일치하는 경향을 보인다.

다) 면접전형에의 외부위원 참여 여부(H 2-3)

심사위원의 주관적인 평가로 채용 당락이 결정될 수 있는 면접전형의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이 발생하여도 그 여부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

이 같은 면접전형은 특혜채용 등 채용비리의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인사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외부위원을 의무적으로 참여시켜 투명성을 제고시

키지 않을 경우 채용비리에 연루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가설을 설정하

였다. 분석결과 유의확률이 0.071로 산출되어 결과가 유의미하게 도출되

었다.

이 같은 결과가 도출된 이유로는 외부위원이 면접전형에 포함되어 투

명성이 제고되지 않을 경우, 응시자의 능력 등 심사 외 사항에 대한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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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와 부적격한 응시자에 대한 일명 점수 몰아주기가 이행될 수 있는 환

경이 조성되는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응시자 평가에 있어 외부위원 역

시 채점에 관한 고유의 권한을 각자 보유하고 있는데, 다른 면접위원과

의 논의 결과 도출된 결론에 대해 납득할 수 없을 시 본인만의 판단에

따른 채점이 가능할 것이다. 면접전형의 합격자 선발은 이러한 외부위

원의 권한으로 인해 기관이 의도한 바와 같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는데

외부위원을 포함하지 않을 시에는 이러한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한 가지 더 고려해볼 만한 점은, 면접 진행 시 외부위원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강제조항이 없을 시 기관이 형식적인 면접을 진행할 수 있게 된

다는 것이다. 사전 내정자 채용을 위하여 심사위원단을 대강 구성하거

나 불공정한 면접절차를 운영하는데 있어 외부위원의 감시를 받지 않기

때문에 기관으로서는 부담 없이 이를 감행할 수 있는 것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3) 통제변수

통제변수인 공공기관 유형을 더미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하였으나 채용

비리 연루 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관의 규모가 클수록, 그리고 직원에 대한 평균보수가 높을수록 비리

연루 건수가 적을 것으로 추정하였지만 회귀분석 결과 해당 통제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산출되었다. 채용비리의 경우 일반

직급의 공직자가 아닌, 강력한 재량권을 보유한 기관장 등 주요 고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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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직접적인 지시를 통해 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기관의 규모나

보수수준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의 가설의 채택 및 기각 여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5] 가설의 채택 및 기각 현황

구분 가설내용 검증결과

채용의

내부통제

강화

H 1-1
필기시험을 운영하지 않는 기관일 경우

수사의뢰 대상기관에 해당할 것이다
채택

H 1-2

채용 전 인사위원회를 운영하지 않는

기관일 경우 수사의뢰 대상기관에 해당

할 것이다

기각

채용의

투명성

제고

H 2-1

외부 전문업체에 채용대행을 위탁하지

않는 기관일 경우 수사의뢰 대상기관에

해당할 것이다

기각

H 2-2

채용 전 시행하는 인사위원회에 외부위

원을 참여시키지 않는 기관일 경우 수

사의뢰 대상기관에 해당할 것이다

채택

H 2-3

면접전형에 외부위원을 참여시키지 않

는 기관일 경우 수사의뢰 대상기관에

해당할 것이다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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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각 공공기관의 채용 관련 내부통제 강화 및 투명성

제고 조치의 기시행 여부를 확인하여 채용비리 사건에 연루되는데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변수가 무엇인지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사회

통합·정부신뢰 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채용비리는 해결이 시급한

사회적 문제임에 따라 이러한 요인을 도출하는 것은 여러 차원에서 중

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간 공무원 인사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부패억제 요인을 논의한 기존

연구들은 많았지만, 채용 부문의 비리, 특히 공공기관의 채용비리에 대

하여 집중적으로 다룬 연구는 거의 없는 편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대비용

이론 및 주인-대리인 이론의 토대 위에서 선행연구에서 미비하게 다룬

공공기관 채용비리 억제 요인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가설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하나는 채용의 내부통제 조치가

채용비리 연루 억제에 미치는 영향이고, 두 번째는 채용의 투명성 조치

가 채용비리 연루 억제에 미치는 영향이다. 종속변수인 채용비리의 연

루 여부는 2017년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의 수사의뢰 처분

대상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지표로 설정하였으며, 독립변수로는 상

기 언급하였듯이 채용의 내부통제 조치 시행 여부 및 채용의 투명성 조

치 시행 여부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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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독립변수인 채용의 내부통제 관련 조치의 세부 지표로는 필

기시험의 운영 여부 및 채용 전 인사위원회 시행 여부로 설정하였으며,

두 번째 독립변수인 채용의 투명성 관련 조치의 지표로는 채용대행의

위탁 여부, 채용 전 시행하는 인사위원회에의 외부위원 참여 여부, 면접

전형에의 외부위원 참여 여부로 설정하였다. 명목형으로 사용된 상기

변수들은 더미변수를 활용하여 이항 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가

설 검증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통계적으로 검증 가능한 가설은 세 가지였는데, 첫 번째로 채용의 내

부통제와 관련한 필기시험의 미운영은 기관의 채용비리 연루에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기시험이란 주어진 문제를 응시

자가 시험현장에서 독해하고 답안을 직접 작성하는 방식으로, 실적주의

확립 이후 오늘날까지 가장 성공적인 방법으로 인정되고 있는 시험제도

인데(오규철, 2014), 필기시험의 운영이 결국 채용비리 연루 억제에 특

별히 효과적인 이유는 사전에 정해진 기준에 따른 객관적인 점수 부여

체계 구축으로 시험 외적 요인 등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보다 감소

시켜 시험결과가 공정하게 도출되도록 기관의 재량권을 강력히 제한하

고 통제하기 때문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이는 기존 연구(Klitgaard,

1988)와의 맥락과도 일치한다.

두 번째로 채용의 투명성 조치와 관련하여, 채용 전 시행하는 인사위

원회에의 외부위원 미참여가 기관의 채용비리 연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가설은 기대비용 이론에 근거하여, 특정

인의 비리 행위가 적발될 가능성을 높이도록 공공기관이 채용의 투명성

제고 조치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채용비리에 연루될 확률이 커질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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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본 것이다. 인사위원회는 기관장이 행사하는 인사권의 공정성·중립

성을 유지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인데, 기관의 사정을 좀 더 고려할 수

밖에 없는 내부인만으로 위원이 구성될 경우 ‘합법을 가장한 체제적 비

리’에 더 취약할 것으로 보았다. 내부위원으로만 구성될 경우 인사위원

회 공식 의결이라는 수단을 쉽게 활용하여 합법을 가장하고 책임을 분

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통계분석을 시행한 결과, 채용 전 인

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채용비리에 연루되는데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지만, 외부위원까지 미포함되어 채용의 투명성을

저감시킨 경우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외부위원의 경우 기관의

내부사정에 덜 구애받고, 합법성·객관성·공정성 가치를 토대로 의견을

개진하고 이에 벗어난 견해를 제시하는 내부위원들을 초기에 견제하는

역할을 일임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세 번째로 면접전형에의 외부위원 미참여 또한 채용비리에 연루되는

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계획을 확정하는 위

원회 뿐만 아니라 면접과 같은 채용전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외부위

원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감시·견제 등을 통하여 내부위원의 비리 행

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그 외 채용대행의 외부 전문업체 미위탁 조치 역시 채용비리에 연루

되는데 유의미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분석결과 회귀계수(β)가 음수(-)

값으로 산출되어 반대의 결론이 유의미하게 도출되었다. 이 같은 이유로

는 채용대행을 위탁한 기관이 채용비리를 감행한 경우 추후 감사 시 비리

적발이 상대적으로 더 쉬웠던 것으로도 해석해볼 수 있을 것이나, 향후

이와 관련한 심도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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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정책적 시사점

그동안 한국 인사행정의 채용 관련 연구는 정부의 목적실현을 위하여

최대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유능하고 헌신적인 인적자원을 확보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고, 부가적으로 공직의 개방성·대표성 증진 등 가치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으나, 현재 한국 공공부문 채용의 핵심 목표가 된 것은 채

용의 공정성 확보를 통한 채용비리의 청산이다. 급증하는 청년실업률 문

제 등으로 정년이나 급여지급 등에서 안정성을 보장하는 공공기관 입사

경쟁률이 치열해지면서 이에 관심을 둔 고위층의 부정청탁 등을 통한 특

혜채용이 빈번해진 결과일 것이다.

국가공무원의 채용시험과는 달리, 공공기관 채용시험의 경우 그간 응시

자를 직접 대면할 수 있는 면접 전형에 더 많은 가중치를 두었고 필기시

험 자체를 아예 운영하지 않는 기관도 상당수 존재하였는데, 이는 필기

전형이 응시자의 직무수행능력을 검증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거나, 기관

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데 장애가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공공기관 채용비리의 화두는 커지고 있는 가

운데, 2017년 부처합동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를 활용한 분석결과, 필기

시험의 미운영이 채용비리 연루에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향후에는

모든 공공기관에서 직원채용 시 필기시험을 적절히 운용하는 것이 필요

할 것이다. 최근 검찰 수사 이후 약 10년 만에 재도입된 은행권의 신입직

원 채용 필기시험도 이 같은 추세를 같이 하는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정부는 2015년부터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개정

을 통해 채용과 승진·징계 등 관련 인사위원회 개최 시 외부위원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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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하고, ‘기타 공공기관의 준용’ 조항을 통하여 기타 공공기관에서도

이를 준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나 2017년 기준으로 채용 전 시행하는

인사위원회에 외부위원을 포함한 기관은 연구대상인 237개 공공기관 중

79곳(33.3%)에 불과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의 분석결과, 인사위원회에의

외부위원 미참여가 채용비리 연루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향후에

는 모든 공공기관에서 외부위원의 참여 방안을 고려할 필요성이 시사된

다. 비록 외부위원이 기관의 내부사정 등에 익숙하지 않아 의사결정의 효

율성을 다소 저감시킬 수는 있으나,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태도를 통해 부

적절한 논의 진행 및 결론 도출을 견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 가지 눈여겨볼 만한 점은 심사의 주관성으로 채용비리에 가

장 취약한 면접전형을 진행하는 데 있어 외부위원의 미참여가 채용비리

연루에 유의미하다는 것이다. 외부위원을 포함하지 않을 시 형식적인 면

접을 진행하거나 특혜채용을 위한 부적절한 협의 등을 감행하는 데 있어

기관이 적발에 대한 부담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인사위원회와

더불어 면접전형에서도 외부인의 미개입이 비리연루에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채용과정의 여러 단계에서 외부 전문가를 포함시키는 것

이 채용의 공정성을 제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시사되나, 모든 단

계에서 외부인을 포함하는 것은 기관의 의사결정 및 행정의 효율성을 크

게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개 가치의 적절한 균형과 조화가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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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에서는 2017년 부처합동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의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전 공공기관에 대한 최초의 채용비리 특별점검이며

그 이전까지는 부처합동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관계로 상기 조사결

과만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였으나, 향후에는 정부 주도의 주기적인 점

검이 이루어질 예정임에 따라 2017년을 포함한 이후 연도의 장시간 결

과치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선행된 감사원 감사로 인하여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상당수가

본 연구의 표본에서 제외되어 표본의 수가 크게 감소되면서 추정의 안

정성이 완전히 확보되지 않은 점이 한계로 남는다. 특히 앞서 살펴본

면접전형에의 외부위원 참여 관련 가설 등에서는 유의확률 5% 이내의

더욱 안정적인 귀무가설 기각 범위 내에 도달하지 못하였는데, 향후 후

속연구에서는 표본의 수를 더 확보하여 추정의 안정성을 완연히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 기대비용 이론에 따르면 기관의 비리 또는 부패 제거를

위해서는 처벌의 수준 역시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각 공공기관의 공개

정보청구 답변을 분석한 결과 대다수 기관에서 2017년 이전까지 채용비

리와 관련한 구체적인 처벌 조항을 마련한 바 없으며 2018년 이후로는

정부의 채용제도 개선안에 따라 전 공공기관이 채용비리 처벌규정을 일

률적으로 전면 도입하게 되면서 기관 간 비교를 통한 처벌의 효과를 살

펴보기에는 한계가 존재하였다.

마지막으로, 각 수사의뢰 처분 대상기관의 세부 혐의 건수 확인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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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였더라면, 종속변수를 더미 변수화하는 등 단순화하지 않고 적발혐

의 건수에 따른 연속형 변수로 설정하여 독립변수와의 더 정확한 인과

관계를 추출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해당 데이터를 획득할 수 없

었다는 한계가 존재하였음에 따라 정교한 추정을 위해서는 본 연구를

보완하기 위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관련 데이터

를 더 확보하여 연구가 보완된다면 보다 나은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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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youth unemployment has long remained a nagging problem for

Korea, job opportunities at public corporations, widely known for their

provision of job security, are attracting much public attentions

nowadays. However, revealed outcome of prosecutors’ investigation on

corruption allegations of involvement by politicians and influential

figures who made behind-the-scenes request that specific people be

hired at certain public corporations, is aggravating the public distrust

in public corporations’ recruit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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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rning growing public anger, 18 related government ministries

including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jointly carried

out a comprehensive inspection on 275 public corporations in Korea to

confirm whether their open recruitment system have not been

influenced from the outside by corruption. Surprisingly, the final

report released by the joint inspection group affirmed that total 2,311

corruption cases were uncovered. As a result, the joint inspection

group proposed several tight measures to secure fairness and

procedural justice of the recruitment system of public corporations,

for example, strengthening internal controls such as harsher

punishments against corruption-involved convicts, preliminary

verification on the recruitment system served by Personnel

Management Committee of each public corporations, and enhancing

system’s transparency by mandating inclusion of external examiners

or outsourcing recruitment process to external partners.

This study is conducted to assess which measurements effectively

mitigate corruption risks in recruitment of Korea’s public corporations,

by using the data of the joint inspection conducted by 18 government

ministries in 2017 as referred to above. As previous studies

considered the recruitment corruption just as a small part of the

whole personnel management issue, the importance of procedural

justice and fairness of public organizations’ recruitment process are

underestim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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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hypotheses are established based on Susan

Ackerman’s Analysis of Cost-Benefit and Klitgaard’s theory of

Principal-Agent, which are leading theories in anti-corruption study

field. Research data is based on ministries’ joint inspection

report(2017) and disclosed information retained by each public

corporations in Korea. To obtain such information, official disclosure

requests were made via online application system.

Dependant variable is set by whether official request of police

investigation was made by joint inspection group or not. If the

official request was made against certain public corporation, it can be

assumed that the corporation is most likely involved in the corruption

of its recruitment.

Independent variables are set by whether 1) the corporation conducts

written examination, 2) holds Personnel Management Committee

before official recruitment announcement, 3) outsources its recruitment

processes to external partners, 4) mandates to include external

professionals when holding Personnel Management Committee, and 5)

mandates to include external examiners when conducting candidate

interview process.

After implementing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n the hypotheses,

findings showed that conducting written examination, mandating

corporations to include external professionals when holding Personnel

Management Committee and Candidate Interview are significa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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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 to reduction of corruption risks in recruitment. The reason

why undergoing written examination mitigates corruption risks can be

assumed that, objective grading system set in advance greatly

reduces corporation’s discretion to draw unjust and unfair outcome.

Also, based on Ackerman’s Cost-Benefit Analysis, mandating to

include external professionals to Personnel Management Committee

and Candidate Interview enhances corporation’s recruitment transparency

and deters internal executives to be involved in such irregularities.

The result of this study is expected to affect future policies on

preventing public corporations’ involvement in recruitment crimes in

Korea and open up ways to deliberate on the fair and just recruiting

procedures.

keywords : recruitment, corruption, public corporations, internal

controls, transparency, logistic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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