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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공공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윤리경영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공공

부문의 부정부패 문제는 지속적으로 존재해왔고 비단 최근만의 문제는 아

니다. 이전에 단순히 좋은 이미지를 형성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정부신뢰

회복을 통한 공공조직의 경쟁력 강화라는 적극적 차원에서 반부패를 위한

공공부문 관리가 시도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윤리적 리더십에 대

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대표적인 부패통제 제도로서 매년 공공기관 청렴

도평가가 실시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기관장의 윤리적 리더십이 청렴도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해보고자 한다. 리더십을 표명하고 전달하는 주요 수단으

로서 담화문은 중요하다. 특히 매년 시무식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한 신년

사는 조직 운영 방향을 제시하는 직접적 매체로서 기관장의 가치와 비전이

담긴 리더십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기존 연구들이 윤리적 리더십을 측정

함에 있어 설문조사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바 신년사라는 반복적

이고 직접 관찰 가능한 행위를 매개로 직접 리더십 지표 선정을 시도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연구들을 통해 윤리적 리더십의 구성요인들을 검토하였

고 각각의 요인들을 나타내는 단어들을 선정하여 해당 단어들을 신년사에

서 쓰인 빈도를 분석하였다. 기관의 부패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대표적

인 청렴도평가 점수를 선정하였으며 회귀분석을 통해 해당 영향의 정도를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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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연구에서 사용된 모형은 기관장의 윤리적 리더십이 외부청렴

도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이는 신년사의 특성상

외부청렴도의 판단 주체인 일반 국민들이 접하기 어렵다는 점, 청렴도평가

를 실시하는 시기와 신년사가 이루어지는 시기와의 차이 등에 기인한다고

판단하였다. 내부청렴도에는 신년사를 통해 측정한 기관장의 윤리적 리더

십이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직원 여성비율과 같은 조직

특성에 의해 리더십의 효과가 변할 수 있다는 점도 제시되었다.

이번 연구는 조직 관리, 특히 청렴문제를 관리하는 수단으로서 윤리적

리더십의 효과를 분석함에 있어 새로운 지표 산출 방법을 시도하였다는 의

미를 찾을 수 있다. 다만 신년사라는 측정대상의 특성으로 인해 외부청렴

도와의 관계를 파악하기는 어려웠다는 점, 청렴도와 관련한 직간접적 다양

한 변수 통제 방안이 추가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어 : 공공기관장, 윤리적 리더십, 청렴도평가

학 번 : 2016-26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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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지난 10월 30일에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한 1심 공판에서 징역 1년

형이 선고되었다. 2012년 재직 당시 상·하반기 공개채용 과정에서 김성

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등 11명의 부정 채용을 지시, 승인한 혐의가

적용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기존의 구태의연한 관행과 부정부패를

적폐로 규정하면서 몰아내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핵심 국정가치로 공정성

을 표방하는 가운데 드러난 부패 사례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나 의뢰인이 현직 유력 국회의원이라는 점에서 정부 불신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비단 언론 지면에 오르내릴 정도의 사건이 아니더라도 공공부패는 지

속적으로 그리고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부

패(보조금 부정수급 포함) 및 공익신고 사건을 수사기관으로 이첩하여

통보받은 사건들 중 전원위원회에 보고된 주요 사건만 파악했을 때 2019

년 9월 기준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패 액수는 약 90억 원에 달한다1). 대

부분의 부패가 시스템화되어 음지에서 민원인과의 유착 관계에서 진행되

고 있음을 감안하면 실제 부패 규모는 가시적으로 드러난 규모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패에 대한 인식이 정부신뢰를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 중 하나라는 연

1)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부패방지 관련 신고사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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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Morris & Klesner, 2010; Chang & Chu,

2006; 김왕식, 2008 etc.), 정부신뢰는 위험관리주체로서 정부에 대한 주

관적 믿음 강화를 통해 상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감소시키고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수용성을 강화할 수 있고(이대웅·손주희·권기헌, 2018), 도

시재생사업과 같이 이해관계가 명확한 정부사업에서 정부신뢰가 시민-

정부의 상호작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정책대상자들의 정책순응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황순원·조영현·정문기, 2018). 즉 부패관리는 정부

신뢰를 매개로 하여 정부의 전반적 정책 수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

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공공기관 운영 과정에서 과도한 부정부패가 발생하고 있고 이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최근 공공기관 경영과 관련하여 윤리경영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공공부문이 아닌 민간 사기업들에서도 윤리적 조

직 운영이 중요하다는 논의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 기업들이

단순히 고객으로부터 좋은 이미지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소극적 차

원에서 윤리경영을 실시했다면 최근에는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적극적 차원에서 윤리경영이 실시되고 있다(이강민·전

상길, 2016). 민간 기업체의 비윤리적 행동이 기업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

하고 해당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최종 소비자들의 구매 행동

에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Creyer, E. H., 1997), 직원들의 사

기가 저하되고 구직자들로부터 외면당하여 인재 확보 경쟁력 측면에서

문제가 야기된다는 점(Turban, D. B. & Greening, D. W., 1997) 등 윤리

경영은 단순한 슬로건이나 이미지 메이킹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기업의

성과와 역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공공기관은 민간기업과 마찬가지로 개별기관 그 자체로서 여타 기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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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구별되는 하나의 독립적인 조직체임과 동시에 민원인으로서 국민의

입장에서는 ‘정부’ 전체를 의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특수함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공공기관은 정부의 정책 및 각종 공공서비스를 최전방에서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기관과 직접 대면하는 일반 국민들은

해당 기관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함과 동시에 그러한 이미지를 정부와 결

부시키는 인식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다. 즉 앞서 언급한 것처럼 윤리

경영을 통한 이미지 제고와 경쟁력 강화라는 성과가 개별 기관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정부 전반에 대해서 적용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윤리경영, 즉 기관장의 윤리적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부족함

이 없다.

공공기관에서 윤리적 리더십이 실제로 조직을 윤리적으로 운영하고 실

질적인 결과를 이끌어냈는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리더십은 목

적 지향적인 활동과정이고 윤리적 리더십은 조직 구성원들의 윤리성 제

고와 활동의 윤리성 확보가 목적이기 때문이다. 윤리의 중요성이 지속적

으로 논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윤리라는 추상적 가치는 객관적으로 관

찰, 측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본격적인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측

면이 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는

공공조직의 윤리와 부패 문제를 계량화된 제도 영역에 포함시켜 관리를

시도했다는 의의를 지니나 이에 대한 학문적 논의, 특히 리더가 청렴도

평가를 관리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

다. 기관장이 리더십을 행사함에 있어 윤리성을 중점 가치로 선정했을

때 실제로 수치화된 척도로서 조직의 청렴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논의를 실제 데이터를 통해 이끌어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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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장의 신년사 분석을 통해 연도별, 기관별로 해

당 신년사를 사용한 기관장의 윤리적 리더십을 측정하고 당해 연도의 공

공기관 청렴도 평가 점수 변화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확인, 분석하고자

한다. 기관장이 행하는 수많은 연설문들이 각각 나름대로의 의도와 가치

를 내포하고 있는 것처럼 신년사 역시 의례적인 새해 인사말의 의미를

넘어 정제된 형식과 내용을 갖춘 텍스트로서 일정한 의도를 지닌 의사소

통 수단이다. 정윤희(2019)는 역대 대통령들의 신년사 분석을 통해 대통

령이 신년사에서 사용하는 어휘의 양상은 시대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대통령이 인식하고 있는 역할과 시대적 가치가

드러난다고 보고 있다. 특정 어휘를 선택하여 신년사 내용에 포함시키는

것은 대통령 자신의 역할 인식과 정책 가치 및 그에 따른 정책 방향 등

을 청자인 국민들로 하여금 분명히 주지하게끔 하려는 의도성을 지닌다

는 것이다.

공공기관장의 역할 인식은 정치인으로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

부의 수장으로서 대통령의 그것과는 확연한 차이를 지닐 수밖에 없고 그

에 따른 소통 전략도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기관장은 국민의 대표

로서 선거 과정을 거친 선출직이 아니고 한 조직의 관리자로서 임명되는

직위라는 측면에서 정치인의 성격은 약하다고 볼 수 있다. 첨예하게 대

립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갈등을 봉합하는 등의 정치적 활동보다는

재직 중인 공공기관의 운영 목표 달성을 위해 부하 직원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 하는 관리적 측면이 강조된다. 또한 직접적인 대면 소통이 상대

적으로 용이하고 소규모 집단이라는 측면에서 리더가 팔로워들에게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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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영향력은 대통령의 그것보다 오히려 기관장에게서 직접적이고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업무 현장에서 만날 수 있고 직장 생활에 직접적인 영

향력을 바로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적 권한을 보유한 것뿐만 아니

라 성공한 선임자로서 기관장은 부하 직원들에게 일종의 역할 기준(role

model)이 될 수 있다. 즉 기관장의 언어 사용과 행동 선택은 기관 구성

원들에게 분명한 지침이 되고 그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매개가 된다.

기관장의 신년사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공식적 담화문으로서 동일

한 메시지를 동시에 전달할 수 있는 매개체로서 의미가 있다. 직원 개개

인에게 별도로 접촉하는 것이 아니고 기관에 소속된 개인 모두를 향한

발화이기 때문에 리더 자신이 지향하는 조직의 공식 운영 방향을 제시하

고 전체 구성원들이 준수해야 하는 일련의 가치, 규범을 담아낼 수 있는

효과적 수단이다. 리더십을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한 개인이 집단

의 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과정(Leadership is a process whereby an

individual influences a group of individuals to achieve a common goal,

Northouse, P. G., 리더십: 이론과 실제, 2019)으로 볼 때 신년사에서 선

택된 어휘와 용어들은 일련의 가치지향과 정책적 우선순위 달성을 위한

행동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촉매라는 측면에서 기관장의 리더십을 드

러내는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

신년사를 통해 기관장의 리더십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특정 리

더십 성향을 얼마나 강하게 지니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그에 따른 조직에

의 영향 유무를 판단하는 것 역시 가능할 것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윤리적 리더십의 경우 대부분의 연구에서 리더의 행동

의 윤리성에 대한 조직 구성원들의 지각을 Brown et al.(2005)이 개발한

측정문항(ELS)을 토대로 하여 연구 목적에 맞게 선정된 항목들을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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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하여 측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김혜경·이웅희, 2014; 이철우·김

철우, 2017; 장준호·조용현, 2009; 최도림·권향원·박정민, 2016; 오재동·정

동영·최상한, 2017; 김주엽·박상언·이민령, 2010; 이기현, 2017 etc.). 대통

령의 신년사나 취임사와 같은 연설문에 대한 내용분석을 토대로 리더십

등을 판단하고자 한 국내 연구사례는 있으나(김혁, 2012; 박준형·유호선·

김태영·한희정·오효정, 2017 etc.) 공공기관장의 연설문 특히 신년사를 대

상으로 리더십을 파악하고자 한 연구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기관

장의 신년사에서 리더십, 특히 본 연구의 대상인 윤리적 리더십이 어떻

게 드러나며 공공기관이라는 조절변수를 통해 기관별 청렴도 평가에 영

향을 미치는가를 확인하는 것은 조직의 리더십 관리의 연구범위 확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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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대상 및 범위

기관장의 윤리적 리더십이 조직의 청렴도에 미치는 영향을 청렴도 평

가 점수의 변화를 통해 확인하기 위해서 우선 윤리적 리더십을 측정할

자료가 필요하다. 신년사 전문 분석을 통해 윤리적 리더십을 측정하고자

했으므로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에서 공공기관 정보공개청구 제

도를 활용하여 기관장들의 신년사 전문을 요청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기간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이며 해당 기간 동안의

청렴도평가지표를 활용하고자 하여 201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평가 대상

기관인 총 711개의 공공기관 중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을

제외한 공직유관단체 231개 기관을 선정하였다. 이 중 총 209개의 기관

을 대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며 172개 기관으로부터 요청한 신년

사 파일의 공개를 회신 받을 수 있었다.

광범위하게 자료를 확보하고자 2010년도부터 2018년도까지의 신년사

파일을 각 공공기관에 공개청구하여 1,000여 개의 신년사 파일을 얻을

수 있었다. 다만 2012년도부터 청렴도평가의 측정 결과에 대한 국민 체

감도 제고, 측정의 신뢰성 강화를 위해 신규지표를 도입하고 기존 지표

는 가중치 및 항목을 조정하는 등 측정모형의 전면 개편이 단행된 점을

감안하여 2012년 이전의 신년사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공공기관 청렴도평가 대상기관에 변동이 발생하는

점2)을 감안하여 실제 분석에는 608개의 신년사가 사용되었다

2) 대학병원과 같은 공공의료기관, 각종 연구원은 2013년도부터 청렴도를 측정

하여 점수를 공개하였다. 또한 수원도시공사,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같은 지방

공사의 경우 일부만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평가 대상에 포함되며 기초지자

체(시·군·구)의 각종 시설공단 역시 2015년 이후 청렴도평가에서 제외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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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청렴도평가 측정모형 개편 현황(2002∼2012)

연 도 측정 모형

’02년

▴ 대민․대기관 청렴도(외부청렴도) : 체감청렴도 + 잠재청렴도

․ 체감청렴도 : 부패경험(제공빈도와 규모) 및 인식

․ 잠재청렴도 : 업무환경, 행정제도, 부패통제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 종합청렴도 : 외부청렴도 + 내부청렴도

․외부청렴도 : 부패지수, 투명성지수, 책임성지수

․내부청렴도 : 청렴문화지수, 업무청렴지수(인사․예산․업무지시)

’09년

’10년

’11년
▴ 객관적 계량지표(부패행위 징계현황 감점) 도입

▴ 정책고객평가 시범도입

’12년

▴ 종합청렴도 : 외부청렴도 + 내부청렴도 + 정책고객 + 감점

․외부청렴도 : 부패지수, 부패위험지수

․내부청렴도 : 청렴문화지수, 업무청렴지수(인사․예산․업무지시)

․정책고객평가 : 부패인식지수, 부패통제지수, 부패경험지수

․감점 : 부패사건 발생현황, 신뢰도 저해행위

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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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윤리적 리더십

1. 리더십에서 윤리의 의미

리더십을 개념화하고 리더십 현상의 핵심 요인(components)들을 추려

냄으로써 리더십을 정의하기 위해 매우 다양한 논의들이 있어 왔다. 연

구 초기 자질(특성)론과 과정론의 단계를 거쳐 리더십을 ‘한 개인이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인들로 이루어진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으

로 보는 관점에서 최근에는 진성 리더십(Authentic leadership), 영적 리

더십(Spiritual leadership), 섬김의 리더십(Servant leadership), 윤리적 리

더십(Ethical leadership) 등 다양한 리더십 접근법들이 논의되고 연구되

고 있다.

기존의 리더십이론들은 윤리적 측면을 리더십의 구성요인으로서 분명

하게 제시하고 있다. 변혁적 리더십을 구체화한 Burns(1978)는 변혁적

리더들은 리더 자신과 추종자들의 가치 체계를 중요한 도덕 원칙들에 맞

추는 과정을 통해 이들을 고무시킨다고 강조하고 있다. 즉 성원들의 개

인적 동기유발과 도덕성의 개발을 유도하는 것이 리더의 역할이라는 것

이다. 변혁적 리더십은 궁극적으로는 도덕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는 리더

와 부하 모두의 도덕적 열망, 행동 수준을 향상시키는 변혁적 효과를 갖

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Bass&Avolio(1993)의 경우 변혁적 리더십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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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차원을 제시하면서 그 중 이상적 영향력(idealized influence)을 리

더는 추종자들이 모방하는 역할 기준(role model)으로서 도덕적 의미를

내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조직의 구성원들이 올바른 행동을 판단

하고 행동하는 기준으로서 리더들이 높은 수준의 윤리적, 도덕적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Avolio, 1999).

현대적 리더십 이론들 역시 리더의 윤리성의 중요성을 분명히 언급하

고 있다. 진성 리더십의 경우 리더의 내면화된 도덕적 시각(internalized

moral perspective)을 구성요인으로 제시한다. 이는 리더가 자기조절 및

통제를 통해 자신의 내면적 도덕기준과 가치관을 외부에 대한 행동의 지

침으로 삼는다는 것이며 이를 통해 리더의 진정성을 인정받고 리더십 향

상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Luthans, F. & Avolio, B. J. 2003 Authentic

leadership development In K. S. Cameron, J. E. Dutton & R. E.

Quinn(Eds,), Positive organizational scholarship(pp.241-258).

서번트 리더십(섬김의 리더십)은 리더가 조직 구성원들을 위한 봉사자

로서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초월하여 부하들의 물질적·정신적·감정적 욕

구를 충족시켜주고 부하 개인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는 일련의 행동

양식으로 정의된다(Greenleaf, 1970). 이러한 서번트 리더십의 발휘는 리

더가 속한 조직이나 이해관계자들에게 도덕적 행동에 있어 강력한 모범

을 보여줌으로써 이루어지며(Ehrhart, 2004), 수용·관용·공감·사랑·용서·

황금률의 준수와 같은 가치와 윤리 문제를 중시함으로써 서번트 리더는

부하들로부터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Han et al, 2010: 266).

영적 리더십은 리더가 조직구성원들에게 조직의 비전과 정체성을 제시

하고 희망과 믿음을 심어주며 이타적 사랑을 느끼게 함으로써 구성원들

이 조직의 목표와 비전에 대한 소명감을 느끼고 조직에 대한 소속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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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게 하여 영적 생존감을 갖도록 하는 리더십이다(김호정, 공공조직의

윤리적 리더십, 2013; Fry et al., 2011). 리더는 부하에 대한 배려와 존

중, 고결함(integrity), 정직, 겸손과 같은 윤리적 미덕 내지 영적 가치를

통해 부하의 내재적 동기부여를 유도하고 조직에 대한 몰입과 헌신을 유

발하게 된다.

이처럼 현대적 리더십 이론들은 리더의 윤리성 강화를 주요한 리더십

문제로 다루고 있으나 이러한 리더십 이론들에서는 윤리나 도덕의 문제

가 부분적이고 부수적인 문제로서 이차적인 것으로 다루어진다는 점에서

윤리적 리더십과 차이를 보인다(김호정, 공공조직의 윤리적 리더십,

2013). 윤리적 리더십은 부하직원의 윤리수준 향상이 주된 목표로서 제

시되며 조직구성원의 윤리수준 향상을 통해 조직의 윤리풍토도 개선되고

조직의 효과성이 전반적으로 향상된다는 긍정적 영향을 타 리더십 이론

에 비해 더더욱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독자적 특징을 지닌다고 볼 수 있

다. 또한 Trevino et al.(2000)이 언급했던 리더가 ‘도덕적 개인(moral

person)’으로서 갖춰야 하는 여러 윤리적 특성이나 자질은 다양한 리더

십 이론들에서 언급되지만 ‘도덕적 관리자(moral manager)’로서의 행동

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윤리적 리더십에서만 나타난다.

2. 윤리적 리더십의 정의

기관장들의 윤리적 리더십을 측정하기에 앞서 기존에 논의되어 온 윤

리적 리더십의 개념과 구성요인을 확인해야 한다. Brown et al.(2005)은

윤리적 리더십을 “개인행위와 대인관계를 통해 규범적으로 적절한 행동

을 보이고, 쌍방적 의사소통, 강화, 의사결정을 통해 부하에게 그러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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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촉진시키는 것(the demonstration of normatively appropriate

conduct through personal actions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the promotion of such conduct to followers through two-way

communication, reinforcement, and decision-making)”으로 정의한다3).

논문에서는 윤리적 리더십이 성원들의 입장에서 하나의 사회적 학습 과

정으로서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그들에게는 일련의 역할,

행동 기준이 필요한데 조직을 이끄는 역할을 부여받은 리더들은 그들이

보유한 법적 권한, 기관장으로서의 지위, 일련의 강제력 등에 의해서 성

3) Brown et al.의 윤리적 리더십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Ethical Leadership

Scale, ELS)로서 다음과 같은 설문 문항을 개발하였다.

1. Listens to what employees have to say

: 부하직원의 의견을 경청하는 태도.

2. Disciplines employees who violate ethical standards

: 윤리적 기준을 위반한 직원에 대한 통제(규율).

3. Conducts his/her personal life in an ethical manner

: 기관장 개인의 사적 생활을 윤리적으로 영위

4. Has the best interests of employees in mind

: 직원에 대한 깊은 관심

5. Makes fair and balanced decisions

: 공정하고 균형 잡힌 의사결정

6. Can be trusted

: 신뢰할 만함.

7. Discusses business ethics or values with employees

: 경영 윤리 및 가치를 직원들과 논의함

8. Sets an example of how to do things the right way in terms of ethics

: 윤리적 관점에서 바람직한 업무 수행 방식을 사례화하여 제시

9. Defines success not just by results but also the way that they are

obtained

: 성공을 정의함에 있어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을 고려함

10. When making decisions, asks “what is the right thing to do?”

: 의사결정 시 “올바름”을 묻고 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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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들에게 역할 기준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Bandura(1986)의

표현에 따르면 지위와 힘(Power and status)이 역할 기준으로서 리더들

의 매력을 제고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첫 번째 구성요소로서 “개인 행위와 대인관계를 통해 규범적으로 적절

한 행동을 보이는 것”은 윤리적 리더로 인식되는 이들은 부하들이 규범

적으로 적절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정직, 신뢰, 공정, 배려) 행동을 함

으로써 리더로서 자격 있고 신뢰받을 만한 역할 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부하들의 그러한 행동(윤리적 행동)을 촉진하기 위한 상

호 의사소통, 강화(reinforcement), 의사결정(decision-making)이 윤리적

리더십의 구성요소로 제시된다. 상호 의사소통은 조직 리더가 개인과 조

직의 윤리 및 가치에 대해 부하직원들과 개방적인 대화와 토론을 하여

윤리 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명확한 윤리적 기준과 규범을 제시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련의 절차와 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결정된

윤리적, 도덕적 기준이 정당성을 확보하고 직접 발언 기회를 제공하여

윤리적 책무를 강화한다는 의미가 있다. 강화는 설정된 윤리적 기준에

근거하여 위반 행위와 준수 행위에 대해 각각 정당한 보상과 처벌이 이

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Trevino, L. K., Hartman, L. P., & Brown, M.(2000)은 ‘Moral person

and moral manager’에서 윤리적 리더십을 도덕적 개인과 도덕적 관리자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한다. 이들은 수십 명의 기업 경영인들을 대상으

로 한 인터뷰를 토대로 진정한 성공적 리더십은 윤리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윤리적 리더십’은 조직 구성원들이 인지 상태 내지 평판

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그러한 윤리적 리더십 평판은 도덕적 개인

(ethical person)으로서 리더 본인의 모습 그리고 도덕적 관리자(mo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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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r)로서 리더의 행동들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도덕적 개인’으로서 리더의 고유 성격(자질, traits), 행동,

의사결정 시 특징적 요인들과 ‘도덕적 관리자’로서 취해야 하는 조치 등

을 제시하고 있다. 도덕적 개인은 진실성, 정직함, 신용(trustworthiness)

을 갖춰야 한다. 이들은 사람에 대한 관심과 정당한 대우, 개방적 태도와

이에 기반한 의사소통, 도덕성이 나타나는 개인적 삶의 영위 등을 통해

‘옳은 일을 행한다’. 또한 그들은 윤리적 가치와 원칙의 종합처럼 인식되

어야 한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근시안적 관점을

넘어서 사회와 공동체 전반을 포함하는 윤리적 관점을 채택하여 의사결

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덕적 관리자는 부하 직원에게 영향을 미쳐서 실제로 이들의 윤리적

행동을 이끌어내고자 리더의 입장에서 노력하는 모습을 의미한다.

Trevino et al.에 따르면 끊임없이 성과지향적으로 움직이는 조직의 특성

상 조직의 리더 개인의 윤리적 측면은 눈에 띄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윤리와 가치 문제를 자신의 주요 리더십 어젠다로 부각시켜 중요

성을 강조하고 그러한 메시지를 정확히 전달해야 한다. 이러한 ‘관리적

노력’을 통해 리더의 리더십이 윤리적이라고 인식되고 평판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도덕적 관리자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는 가시적 행동을 통

해 역할 기준(role model)이 되어야 한다. 도덕적 개인과 유사하지만 이

는 단순히 개인적 도덕성을 확보한다는 측면보다는 일련의 윤리지침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한다는 의미가 있다. 또한 도

덕적 관리자로서 개인과 조직의 윤리, 가치에 대해 부하 직원들과 열린

토론과 대화를 나눔으로써 윤리 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윤리적 기

준과 규범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인지된 규범과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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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그에 상응하는 보상과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

다. 리더의 윤리적 리더십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조직의

운영에 적용된다는 사실을 가장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것은 가시적인

보상과 처벌을 통해서 가능하다. 직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윤리적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되어 물리적, 가시적 결과가 발생함을 인지시키는 것은 윤

리와 관련된 리더의 메시지를 가장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De Hoogh & Den Hartog(2008)은 기존의 Brown et al.이 윤리적 리

더십의 구성요인을 정의한 논의를 활용하여 도덕성과 공정함, 역할 명확

화, 권한 공유(내지 분산)라는 세 가지 차원을 통해 업무 현장에서의 윤

리적 리더십을 정의함(ethical leadership at work). 정직함, 진실성, 신용

(내지 신뢰), 공정성과 배려와 같은 리더의 성격적·행태적 특질을 도덕성

과 공정함으로 포괄한다. 역할 명확화는 부하들이 조직 내 개방적 논의

와 토론에 직접 참여하고 리더와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들에 대한

(도덕적, 윤리적)역할 기대를 분명히 인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권한 공

유는 의사결정 시에 부하 직원들의 목소리와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경청하여 실제 정책에 반영하는 것을 의미함. 이는 공적 결정에 직

접 부하 직원들이 참여토록 함으로써 윤리적 책무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

한다.

국내 연구에서 김호정(2013)은 공공조직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윤리적

리더십을 논의하면서 인간 지향, 정의, 사회적 책임성, 절제라는 네 가지

차원을 윤리적 리더십의 구성 차원으로 선정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한 척

도를 제시하고 있다. 그는 윤리적 리더십의 척도로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Brown et al.(2005)의 윤리적 리더십 척도(Ethical Lead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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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le, ELS)이 인간 지향과 정의 지향에 한정된 개념이라는 점을 지적하

고 있다. 공공조직에서 윤리적 리더십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개

념 논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공익적 관점과 공공서비스 제공 기능을

고려하여 사회적 책임성과 절제의 요소를 추가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신

철우(2004)의 경우 윤리적 리더십에 관한 기존 학자들의 논의를 토대로

건전한 윤리적 리더십에 포함되어야 하는 다섯 가지 원칙으로 타인에 대

한 존중의 원칙, 타인에 대한 봉사 원칙, 공정성과 정당성의 원칙, 정직

성의 원칙, 공동체 구축의 원칙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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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기관장 연설의 의미와 리더십

공공기관장이 리더십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는 기관장 본인이 조직

내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역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공공기관장 임용은 공공서비스의 제공이라는 국가 기능을

수행 시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함에 있어 근간이 된다는 중요한 의미를 지

닌다(한인섭·김형진·곽채기, 2018). 공공기관이 경영자율성을 제고하고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유능한 관리자의 확보가 핵심이기 때문

이다. 책임운영기관은 정부시스템에서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

었던 제도 중 대표적 사례이다. 박천오·김근세·박희봉·안형기(2003)에 따

르면 실제 책임운영기관 소속 직원들 역시 유능한 인재가 기관장으로 선

임되는 것 그리고 이들의 기관 운영상 자율적 관리권한이 실질적으로 확

대되는 것을 제도의 운영개선을 위한 필수요건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능

력과 자질을 갖춘 기관장의 임용은 공공부문에서 책임경영체제의 성공을

가르는 핵심요인인 것이다.

공공기관장은 공공기관의 CEO로서 조직의 성공적 운영과 결과에 대

해 궁극적이며 최종적인 권한과 책임을 지며 운영 관련 전략의 기획, 집

행에 대한 최종책임자의 의미를 지닌다. 이들은 임용 시, 시무식, 기관

행사, 종무식 등 다양한 공적 자리에서 발화를 통해 자신의 리더십을 드

러내며 조직 운영의 수단으로 활용한다. 리더십을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 개인이 집단의 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과정(Leadership is a

process whereby an individual influences a group of individuals to

achieve a common goal)으로 정의할 때 기관장이 조직 대내외적으로 전

달하는 발언 내용들이 과연 기관장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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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을 행사하는 유의미한 수단으로서 리더십을 나타내는 지표로 인식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대중을 향한 리더의 연설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정치적 비전 등을

제시하는 통로일 뿐만 아니라 리더십을 발휘하고자 하는 대상과의 의사

소통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중요성을 지닌다. 특히나 대규모 조직을 이끌

어야 하는 수장들의 경우 구성원 개개인과 직접적이고 밀접한 관계를 형

성하며 의사소통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비전과 가치를 전달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공 연설, 대중 연설 내지 신년사, 취임사 등의

각종 공적 담론을 활용한다. Jonathan Charteris-Black(2009)에 따르면

정치지도자들은 동원된 대중들에게 언어적 연출을 통해 자신의 정책과

리더십의 정당화를 시도한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국민들은 투표 선택을

함에 있어 정치인들의 정책과 신뢰성, 정직성, 도덕성, 성실성 등을 종합

적으로 판단하는데 이들과의 접촉이나 상호작용이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판단의 상당부분을 언어적 수사에 의해 형성된 정치적 레토릭과

그 이미지에 의존하게 된다.

조직의 리더의 공적 담화와 관련된 연구들은 대부분 대통령을 대상으

로 이루어져왔다. 레토릭(rhetoric), 즉 수사학의 중요성은 현대 사회가

지식정보화 사회로 전환되었고 매스미디어가 급속도로 발전, 확장되었다

는 측면에서 그 영향력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임순미, 2010). 이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막대한 양의 정보에 노출되고 이를 수용해야

하는 현대사회의 국민들에게 주어진 짧은 시간 동안 효과적으로 정치적

메시지와 비전, 가치를 전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제도화된 선거, 다양하

게 발전해온 매스미디어를 통해 정치인으로서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과

소통하고 접촉하는 것이 용이해졌기에 대통령의 리더십을 ‘수사학적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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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십(rhetorical leadership)’으로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담화를 통해 표

출하는 레토릭은 리더십 발휘에 있어 불가분적 요소의 성격을 지닌다

(Dorsey, 2002). 직면한 상황과 해결코자 하는 현안의 특성 등을 고려하

여 일정한 의도와 목적을 지니고 리더는 담화문에 특정 단어들을 삽입하

고자 할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대통령의 권력의 핵심 원천은 설득하는

레토릭의 힘이며(Neustadt, 1990) 담화(discourse) 소통을 시도하면서 적

절한 상징 조작들을 통해 대중을 설득하고 정책능력을 획득·유지·강화해

야 하기 때문이다.

조직의 수장이 조직 대내외적으로 행하는 각종 담화들은 시점과 상황

에 따라 명칭도 다르고 그에 따라 목적과 특성 역시 조금씩 차이가 존재

한다. 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은 취임사, 이임사, 국회연설, 탄핵, 사면, 의

회 인준 거부, 전쟁 선포 등 다양한 형태의 공적 담화문을 발표하는데

Campbell & Jamieson(1990)에 따르면 이러한 수많은 연설 장르들은 각

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강력한 커뮤니케이션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선택되는 하나의 독립적 레토릭으로 규정된다. 특히 취임사

와 신년연설의 경우 국가의 정책방향과 자신의 정책 비전을 국민들을 대

상으로 최고지도자로서 대통령이 제시하는 언어적 수단이며 시대정신,

역사의식이 반영된 정책과제를 피력하는 복합적 기능까지 수행하는 토탈

패키지의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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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윤리적 리더십이 조직에 미치는 영향

윤리적 리더십과 조직의 관계에 대해서는 조직구성원의 행동과 인식에

미치는 영향과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주로 논의되어 왔다. 최

도림·권향원·박정민(2016), 김선문·문국경(2019)는 윤리적 리더십이 공공

조직 내에서 구성원들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조직

몰입(organizational commitment)이란 조직의 목표와 가치에 대한 신뢰

와 수용, 조직의 구성원으로 남아있으려는 소속의 욕구, 조직발전을 위하

여 노력하려는 의지로서 조직에 대한 심리적 애착을 뜻하며(Allen &

Meyer, 1996) 조직효과성을 조작적으로 개념화하기 위해 가장 널리 사

용되는 구성개념 중 하나이다. 최도림 등은 리더십이 구성원들의 직무태

도의 결정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윤리적 리더십이 어떻게 구성원들의 조직

에 대한 감정적 애착을 형성하는가에 관한 실증적 논의는 부족한 상태임

을 지적하고 있다. 대전시 인재개발원의 지방공무원들 대상 설문조사를

통한 분석 결과 윤리적 리더십의 구성요인 중 인간 지향과 사회적 책임

성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조직

내 윤리적 풍토가 매개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문 등은 한

국행정연구원의 ‘한국의 공·사조직 비교에 관한 인식조사’ 데이터를 분석

하여 윤리적 리더십이 부하 직원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과 그 강화요

인으로서 절차적 공정성의 조절효과의 검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명

확한 윤리적 기준 제시와 그에 따른 공정한 의사결정, 도덕적으로 적절

한 행동 등 윤리적 리더십을 발휘할수록 조직몰입이 강화됨이 통계적으

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사회적 교환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리더의

윤리적 행동에 대한 호혜적 반응으로서 부하 직원들이 조직의 목표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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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수용하고 조직에 지속적으로 헌신하겠다는 의무감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에서 리더의 윤리와 같은 가치규범이 구성원에 대한

동기부여나 행태변화에 있어 유의미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이는 기관장의 윤리적 리더십이 단순히 선언적, 규범적 차원에서

의 중요성을 넘어서 구성원의 고성과에 대한 가시적 영향을 미치는 한

요인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조직시민행동에 리더의 윤리적 리더십이 미치는 영향

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문지영·남정숙·이상길, 2008; 김주엽·박상

언·이민령, 2010; 장준호·조용현, 2009; 김왕선·손승연·정원호, 2015; 함상

우·이태식, 2015; 백광현, 2013; 손은일·이종욱·송정수, 2010). 조직시민행

동이란 ‘공식적 보상시스템에 의해서 명백히 또는 직접적으로 인식되는

것은 아니지만, 총체적으로 볼 때 조직의 성과 달성을 촉진하는 구성원

들의 개인적 재량행위’를 의미하며(Organ, 1988) 이타성, 양심, 스포츠맨

십, 예의, 시민정신으로 구성되는 조직구성원들의 역할 외 행동으로 규정

된다. 문지영(2008)은 리더의 윤리적 리더십을 지각한 구성원들은 조직

시민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도덕성과 공정성, 역할 명확성 및 권

한 공유 등 윤리적 리더십의 구성요인과 조직시민행동 사이에 유의한 정

(+)의 관계가 나타난다고 주장하면서 양자 사이에서 심리적 임파워먼트

(empowerment)가 유의한 매개변수 역할을 한다고 보이고 있다.

김주엽(2010)은 윤리적 리더십과 상사 신뢰, 조직시민행동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여타의 연구들처럼 윤리적 리더십이 조직시민행동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이면서 특히 상사 신뢰의 매개효과를 Baron

&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 조건을 적용하여 주장하고 있다. 즉 윤

리적 리더십이 조직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역할 외적 행동을 촉진할 수 있

는 것은 대부분 윤리적 리더에 대해 형성된 신뢰가 자신들의 직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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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활동을 용인하게 만드는 메커니즘 때문이라는 것이다. 김왕선

(2015) 등 역시 육군 간부와 부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수행한

연구에서 윤리적 리더십이 조직시민행동에 정(+)의 영향, 일탈행동에 부

(-)의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며, 특히 리

더에 대한 구성원들의 인식, 태도 지향성으로서 리더 만족도가 윤리적

리더십과 조직시민행동, 일탈행동 사이의 완전매개로서 작용한다고 주장

하고 있다. 함상우(2015) 등은 서울 소재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

사 결과를 분석하고 있다. 이들은 윤리적 리더십과 조직시민행동의 관계

에서 부하들이 리더에 대한 우호적 관계(affiliation) 욕구에 기반하여 리

더의 특정 성향을 닮고자 하는 동일시(동화, assimiliation)가 정(+)의 조

절효과를 발생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련의 연구들은 윤리적 리더십

이 조직 내부의 자율성, 효과성 향상에 기여하는 조직시민행동을 제고하

는 효과를 지닌 것으로 보고 있다.

조직몰입이나 조직시민행동 등 조직구성원의 인지와 행동에 관한 연구

는 궁극적으로 조직성과와의 연관성을 보기 위한 작업이다. 리더십 자체

가 집단의 공공목표 달성을 위해 구성원들에게 리더가 영향력을 행사하

는 과정임을 감안하면 ‘성과’라는 개념을 정의하는 것은 조금씩 상이해질

수 있더라도 리더십 연구는 본질적으로 조직성과와의 관계에 초점이 맞

춰져야 한다. 조직성과는 조직이 추구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결과를 상정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수행된 구체적이고 명확

한 조직활동을 통해 달성된 부가가치 또는 산출물(Poister, 2008)로 일반

적으로 정의된다. 그밖에 조직의 목표달성 정도(Brewer & Selden,

1998), 조직 자원의 투입과 활동을 통해 과업을 성취하는 정도(Milkovich

& Boudreau, 1994), 조직에 바람직스러운 것으로서 그것을 성취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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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노력에 의하여 달성되는 특정의 결과(Dictsch, 1980) 등으로 정의되며

조직유효성이나 조직효율성, 직무만족도 및 조직몰입 등의 개념으로 이

해되기도 하여(이향수·이성훈, 2017) 조직 관리의 유효성을 나타내는 지

표로서 활용된다. 윤리적 리더십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도

여러 연구들이 존재한다(현창익·이동명·서철승, 2018; 오재동·정동영·최상

한, 2017; 이용탁·주규하, 2013; 이명신·장영철, 2009 등). 이명신(2009) 등

은 기업체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연구를 통해 윤리적 리더십이 조

직몰입과 직무만족, 조직시민행동 등 직원들의 태도 및 행위와 관련된

조직성과에 영향을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오재

동(2017) 등의 논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윤리적 리더십이 지방공무

원의 직무만족이나 직무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정서적

몰입을 통한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외에도 한진환(2014)은 제조업 종사업체의 총무부서, 자재조달부서,

회계부서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상사의 윤리적 리더십이

부하의 윤리적 의사결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점, 조절변수로서 조직분위기는 이기주의가 부(-), 원칙주의가 정(+)의

유의한 효과를 보인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박정화·심동철(2018)은 한국

행정연구원이 수행한 ‘공직생활에 대한 인식조사’ 데이터 분석을 통해 행

정조직에서 윤리적 리더십이 부하직원들의 업무열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절차적 공정성이 중요한 매개변수가

될 수 있는데 이는 윤리적 리더가 본인이 설정한 도덕적 원칙과 윤리적

규범에 근거하여 의사결정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부하직원

들로 하여금 조직이 공정하다는 인식을 강화시켜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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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공공기관 청렴도평가와 영향 요인

1. 행정부패와 청렴도

공공부문에서 발생하는 부패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정

부의 정당성 확보와 통치안정성 제고를 위한 중요요인으로서 논의되어

왔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정부의 기존 D-A-D(Decide-Announce-

Defense)식 의사결정의 정당성이 약화됨에 따라 정책 순응, 협력의 중요

성이 커지고 있다(곽현근, 2010). 공공부문의 부패를 척결하고 청렴성을

제고하는 것은 정부신뢰를 강화하여 국제화 시대의 국가경쟁력을 향상시

키는 주요한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부패라는 개념은 사회적 관습과 행동기준 등에 따라 부패의 정도와 유

형이 달라지고 부패라고 인식되는 범주가 각 사회마다 또는 동일한 사회

내에서도 구성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김병섭·박순애 편, 2013). 각 사

회공동체의 역사적 전통과 정치적·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상이하기에

부패에 대한 보편적 개념정의는 어려우나(곽현근, 2010)

Heidenheimer(1970)의 부패 개념화가 일반적으로 인용된다.

Heidenheimer는 부패를 공직 중심, 시장 중심, 공익 중심 등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있다. 즉 공직에 부여된 의무를 일탈하고 자신의 직위

를 이용해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타인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

는 것(공직 중심), 직무 수행을 하나의 사업으로 인식하면서 활동을 통해

수입의 극대화를 시도하는 것(시장 중심), 국민 다수의 이익으로서 공익

을 침해하는 것(공익 중심)으로 개념화하고 있다.

청렴성의 경우 협의와 광의의 개념으로 구분된다. 단순하게 공직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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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제하고 근절하고자 하는 반부패(anti-corruption)으로 보는 협의의

청렴성과 반부패, 투명성, 책임성까지 포함하는 광의의 청렴성이 그것이

다(박순애·박재현, 2009). 과거에는 뇌물수수, 횡령, 이권개입과 같이 ‘개

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거나 수입을 극대화하는’ 부패행위를 하지 않고 직

무를 정직하게 수행하는 반부패 개념이 청렴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념

화되었다. 하지만 사회가 요구하는 올바른 공직 수행의 기준은 시대적,

역사적 환경의 흐름에 따라 조금씩 변화할 수밖에 없다. 정부 예산에 상

당 부분 의존하는 공공기관은 대국민 공공서비스, 재화를 공급하는 의무

를 정부의 행위자로서 수행한다. 공공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에서 적극

적으로 향유하고 소비하는 주체로서 국민들의 사회서비스 수요와 요구는

증대되고 있고 다변화된 필요에 적극 부응하는 책임성 역시 공직을 올바

르게 수행하여 청렴성을 확보했다고 간주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으로 자

리잡았다. 또한 민주적 행정윤리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협력이나 합의

를 통한 문제해결이 필수적인 거버넌스 패러다임 하의 정책결정 상황이

늘어나면서(박흥식, 2001), 행정 투명성 역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공공기관의 무책임성, 권력의 남용 등을 방지하여 국민 불신을 완

화하는 핵심 행정가치로 인식되고 있다(윤성일·권오영, 2017). 즉 최근의

청렴성 개념은 사회발전과 함께 공직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기대와 요구

수준을 반영하여 사적 이해관계의 추구라는 ‘부패’가 없는 소극적 상태를

넘어서, 정보공개를 통해 국민의 감시 하(투명성), 공익 실현을 위해 공

직의 사명에 몰입하여 공직에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고 헌신적으로 봉사하는(책임성) 적극적 상태를 포괄하는 것으로

많이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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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기관 청렴도평가

공공기관 청렴도평가는 부패방지시책평가와 더불어 정부의 반부패·청

렴정책 중 가장 대표적인 제도이다. 2002년 첫 실시된 이래 대상기관의

확대 및 지속적인 제도의 변경, 보완이 이루어졌으며 현재 국민권익위원

회 소관으로 매년 시행되고 있다. “청렴성”이라는 개념은 “공직자에게

부여된 사회적 기대와 법적 의무의 준수를 위하여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

무를 수행하며, 국민에 대한 적극적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

는 것”이라고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정의되고 있다. 이는 사회적

기대의 충족, 법적 의무의 준수, 바람직한 가치의 반영이라는 속성이 내

포된 것으로 볼 수 있다(윤태범, 2010). 청렴도평가는 공공분야에 재직하

는 이들에게 필요한 청렴성을 측정하여 현재 부패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

하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실제 기관에 대한 평가는 현재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반영하여 종합청렴도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외부청렴도는 행정서비스의 고객인 국민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공직자가 금품·향응·편의의 수수 등과 같은 부패행위를

하지 않고, 투명하고 책임 있게 업무를 처리한 정도’를 평가한 것이다.4)

구체적으로는 금품·향응·편의 수수, 특혜제공, 부정청탁 등에 대한 직·간

접적 부패경험 및 인식 정도를 측정하는 부패지수와 업무처리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정도에 대한 응답으로 측정되는 부패위험지수의 가중합산으로

구성된다.

4) 이하 청렴도평가 내용은 2016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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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청렴도는 소속직원의 입장에서 해당 기관의 내부업무와 문화의 청

렴도를 평가한 것을 의미한다. 업무처리 투명성, 부정청탁 등 조직문화,

부패방지제도 운영의 실효성 정도를 측정한 청렴문화지수와 인사, 예산

집행, 업무지시에 있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정도를 측정

한 업무청렴지수의 가중합산으로 구성된다.

정책고객평가는 전문가·업무관계자·주민이 해당 기관의 정책 등 업무

전반의 청렴도를 평가한 것을 의미한다. 예산낭비, 부정청탁, 정책결정

및 사업 과정의 투명성 등 부패와 관련한 인식을 측정하는 부패인식, 부

패행위 적발·처벌의 적정성, 부패예방 노력도, 부패행위·공익 신고자 보

호 실효성을 측정하는 부패통제, 금품·향응·편의 수수와 관련한 부패경험

을 측정하는 부패경험 항목의 가중합산으로 구성된다. 부패사건 발생현

황은 공공기관 재직자의 부패사건에 적용되는 부패공직자 징계지수와 공

직유관단체 임직원의 부패사건에 적용되는 부패사건지수로 구성된다.

청렴도평가를 통해 측정하고자 하는 청렴성의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2016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매뉴얼에 따르면

청렴도평가는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때 청렴

도는 행정서비스 고객의 입장에서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하지 않고 투명

하고 공정하게 내·외부 업무 및 정책을 처리한 정도’로 개념이 정의된다.

금품·향응·편의의 수수 등과 같은 부패행위를 외부 고객으로서 국민, 기

관 내부 고객으로서 직원들이 직접 평가하고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부패

공직자징계지수, 부패사건지수 등 별도의 점수 가감 항목으로 측정할 뿐

만 아니라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의 설문조사 시 업무 처리의 투명성,

책임성 역시 평가하도록 항목들이 구성되어 있다. 즉 청렴도평가는 공공

기관의 부패 수준, 부패 관련 제도 및 문화 등 조직의 업무 수행 현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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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관계자들의 인식뿐만 아니라 조직 구성원의 행태를 수치화하여 객

관적으로 평가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종합적인 청렴성 관리 제도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이때의 청렴성은 앞서 언급한 반부패, 투명성, 책임성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봐야 한다.

<표 2> 청렴도평가의 측정 구성

측정 지수 설문 구성 항목

외부청렴도
부패위험지수

부패지수

투명성, 책임성

→부패위험지수

부패인식, 부패직접경험

→부패지수

내부청렴도
청렴문화지수

업무청렴지수

조직문화, 부패방지제도

→청렴문화지수

인사업무, 예산집행, 업무지시 공정성,

외부 부패사례 내부응답

→업무청렴지수

정책고객평

가

부패인식지수

부패통제지수

부패경험지수

외부청렴도의 ‘부패지수’는 국민(민원인, 공직자)이 직접 경험하거나 인

식한 금품·향응·편의 수수, 특혜 제공 등의 부패수준을 의미하며, ‘부패위

험지수’는 국민(민원인, 공직자)이 인식하는 해당 업무 수행과정의 공개

성, 기준절차 수용가능성, 책임성 등의 부패위험 수준을 의미한다.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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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도의 ‘청렴문화지수’는 조직 내에서의 부패행위 관행화 및 용인정도

와 부패방지제도 운영의 실효성 정도를 의미하며, ‘업무청렴지수’는 인

사·예산집행·업무지시 등 내부 업무의 수행에 있어서 본인이나 타인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하며 적법하게 업무를 처리한 정도

를 의미한다. 정책고객평가의 ‘부패인식지수’는 금품·향응·편의 수수 및

예산낭비 등에 대한 인식 정도와 정책결정 및 사업과정의 투명성 정도,

‘부패통제지수’는 징계수준의 엄정성, 부패예방 노력 등 부패통제 장치

및 제도가 실효성 있게 구축·운영되고 있는지를 의미하며 ‘부패경험지수’

는 금품·향응·편의 수수 등에 대한 간접적인 부패 경험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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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2016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모형

※종합청렴도 모형의 외부, 내부청렴도는 각 설문조사 결과를 의미.

※정책고객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기초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별 외

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의 가중합산 비중을 별도로 적용하여 종합청렴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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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렴도평가 영향 요인

조직, 특히 공공기관에서의 청렴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국내

연구는 주로 내부 감사 시스템과 같은 제도적 측면이나 조직성과와 관련

하여 이루어져왔다. 유종해·김택(2010)은 모호한 법령에 대한 공무원의

재량적·자의적 해석, 복잡하고 중복적인 행정절차, 관료제의 부작용, 공

무원 부정에 대한 감사 수사체계의 미비 등이 부패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이 된다고 보고 있다. 윤리적 행위에 대한 보상과 비윤리적 행위에 대

한 적절한 제재가 제도적으로 구축되어 있을 경우 구성원들의 윤리적 행

위를 제고하고 비윤리적 행위를 억제하는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김호정, 2005) 내부공익신고제도의 도입 여부 그리고 제도 운영의 성

숙도가 조직의 부패 감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논의 역시 존재한다

(김나영·최진욱, 2010).

라영재(2014)는 공공기관 감사의 선임 전 과거 경력과 실적이 감사의

직무수행실적과 성과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정을 검증하였다. 공공기

관에서 조직구성원의 윤리적 행위와 청렴성을 제고하는 데 조직의 최고

책임자인 기관장의 반부패 의지와 태도가 가장 중요할 것이다. 감사는

공공기관의 조직적 투명성, 청렴성 개선을 위해 조직 구성원의 개인적

청렴성, 도덕성, 책임성 강화를 성과목표이자 활동의 최종결과로 설정하

며 조직 내부의 윤리적 관리에 있어 기관장의 집행인의 역할을 수행한다

고 볼 수 있다. 분석에 따르면 감사들 중 공무원 경력을 지닌 비중이 가

장 높았으나 공무원 경력이 있는 감사 보유 기관에 비해 공무원 경력이

없는 감사 보유 기관의 청렴도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라영재는 결과에

대해 정부 주무부처 출신이 산하 공공기관의 감사로 임명될 경우 회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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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의 성격을 지녀 관료적 전문성의 기대효과보다는 오히려 업무 독립

성이 침해되는 효과가 크게 나타나 내부통제 및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

음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조직 내부통제를 위해 설계

된 제도 운영에서도 실제 담당자의 개인적 배경과 성향이 청렴도에 중요

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철우·김철우(2017)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등 정부의 10개 중앙부처에

서 근무하는 4급 이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윤리적 리

더십과 인지된 조직청렴도(조직 내 직원들의 직접 평가 방식인 내부 청

렴도 기준 설문 문항) 간에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상범(2012)의 기초자치단체 기관청렴도 관련 연구에서 ‘기관

장의 반부패 청렴의지’, ‘기관장의 반부패 청렴 언급 정도’ 등의 측정지표

를 활용하여 기관장의 윤리적 리더십이 개인 및 조직청렴도에 긍정적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 차원에서 청렴도 관리를 위해서는

부패통제장치의 구축보다 윤리적 리더십이 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는

데 이는 리더십이 조직의 운영에 절대적 영향을 주고 리더가 부패하게

되면 기관운영이 정당성을 상실하기 때문이다(Miller, Roberts &

Spencer, 2005; 이상범, 2012에서 재인용).

조직 내 인적구성에 따라 청렴도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는 청렴도가

구성원들의 행동의 결과로서 측정되기 때문이다. 진종순(2009)에 따르면

정부부처들을 대상으로 여성의 공공부문 참여와 공공조직의 부패수준의

관계를 살펴봤을 때 여성의 공공부문 참여율이 높을수록 청렴도가 높아

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해당 연구에서는 청렴도를 설문조사 실시를

통해 측정했다는 측면에서 조직에 대한 민원인, 공직자의 ‘인식’으로서

청렴성을 파악한 것이고 실제 행위의 변화 여부를 직접 판단한 것은 아

니라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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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모형의 설계

제 1 절 분석의 틀과 연구가설

1. 분석의 틀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장이 연초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년사에

서 기관장의 윤리적 리더십을 측정하고 신년사를 통해 파악된 윤리적 리

더십이 공공기관의 청렴도평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를 경험적으로

검증해보고 실제적 함의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기관장의 행동과 조직 운

영방식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조직이 처한 환경이나 상황의 변화에 따라

실제 운영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즉 공동목표를 달

성하기 위한 영향력 행사로서 기관장의 리더십의 결과는 조직 자체의 특

성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고려하여 외부청렴도, 내부청

렴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고려하고 조직 특성의 영향을 배

제하고자 다음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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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구모형도

독립변수

- 기관장의 윤리적 리더십

종속변수

- 내부청렴도

- 외부청렴도

통제변수

- 기관 업무 성격

- 직원 평균 보수

- 여성 임직원 비율

2. 연구가설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1. 기관장의 윤리적 리더십이 청렴도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1-1. 윤리적 리더십이 강할수록 공공기관의 외부청렴도 점수가 높다.

1-2. 윤리적 리더십이 강할수록 공공기관의 내부청렴도 점수가 높다.

연구가설2. 조직의 특성에 따라 공공기관장의 윤리적 리더십 영향이 달

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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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직원 평균 보수가 낮을수록 윤리적 리더십이 청렴도평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2-2. 여성 임직원 비율이 높을수록 윤리적 리더십이 청렴도평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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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변수의 조작화와 측정

1. 독립변수

윤리적 리더십을 측정하여 객관적 수치로 나타낸다는 것은 매우 어려

운 일이다. Brown et al.(2005)이 그들의 논문 ‘Ethical leadership: A

social learning perspective for construct development and test’에서 윤

리적 리더십의 구성요인을 비교적 체계화하여 제시한 이래로 발전적 논

의들이 진행되어 왔고 보편적 지지를 받고 있지만 모든 조직에 적합한

개념으로 볼 수는 없다. 이는 문화나 상황에 따라 윤리적 리더십의 주요

구성요인들 각각의 중요성은 상이하게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Eisenbeiss & Giessner, 2012).

국내연구 대다수는 윤리적 리더십을 측정하기 위해 Brown et

al.(2005)의 설문항목(ELS)을 사용한 설문조사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개인의 인지와 가치의 영향을 크게 받는 설문조사 방법이

아닌 새로운 측정지표를 논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윤리적 리더십의

구성요인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한데 김호정(2013)은 공공조직에서 적용

될 윤리적 리더십의 내용을 고찰하고 있다. 윤리적 리더십에서 강조된

‘인간 지향’과 ‘정의 지향’의 차원 외에도 고결, 신중, 용기, 절제, 진정성,

양심, 집단적 동기부여, 권한부여, 격려, 투명성, 책임성, 사회적 책임성

등의 가치가 구성요소로 제시되고 있다고 한다. 앞서 살펴본 여러 학자

들이 제시한 윤리적 리더십의 구성요소들 각각은 지향하는 가치나 성격

적 특질, 관리상 특성 등을 내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윤리적 리더십

정의들에서 자주 논의된 가치들을 Brown et al.(2005)가 제시한 네 가지

구성요인에 맞춰 선정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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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개인 행위와 대인관계를 통해 규범적으로 적절한 행동을 보이는

것(the demonstration of normatively appropriate conduct through

personal actions)은 도덕적 개인으로서 리더의 행동을 의미한다. 즉 규

범적으로 옳고 가치 있는 행동을 함으로써 도덕적 가치를 제고하는 것이

며 그러한 모습이 개인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을 의미한

다. 도덕적 개인은 정직하고 신뢰를 형성하며 타인의 신용을 받을 만한

사람이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단어를 선정하고자 한다.

★정직, 신뢰, 신용, 적절, 정당, 모범, 도덕, 윤리, 청렴

강화(reinforcement)는 리더, 기관장 개인의 도덕적 가치와 윤리성을

조직 구성원들에게 전파하기 위한 효과적 관리기법의 일환이다. 조직 내

부에서 윤리적 리더십이 영향력을 발휘하여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기관장 본인이 의도하고 대외적으로 선언한 대로 운영상에 있어 윤리적

방식이 적용된다고 구성원들이 인식해야만 한다. 이는 정해진 내부의 룰

(rule)이 예외없이 적용되는 등의 ‘관리적 노력’에서 발견되는 일관성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논의에 기반해 다음과 같은 단어들을 윤

리적 리더십을 의미하는 것으로 선정하고자 한다.

★공정, 반부패, 규범, 신상필벌, 준수, 위반, 보상, 처벌, 규율, 규정,

지침, 청탁

상호 의사소통과 의사결정은 기관장과 부하들 간에 조직의 ‘윤리적’ 운

영 방향과 관련하여 소통이 가능하고, 토론과 대화를 통해 가치문제에

관심을 갖게 하며, 의사결정시 조직의 울타리를 넘어서 사회와 공동체

전반에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윤리적 관점을 채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폐쇄적인 상하 명령에서 벗어나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부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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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존중하고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참여를 보장한다. 이렇

게 설정된 윤리적 기준은 참여를 통해 결정됐다는 점에서 정당성과 자율

적 실효성을 확보하게끔 하는 개인적·관리적 특성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단어를 선정하였다.

★책임, 책무, 개방적 대화, 논의, 존중, 배려, 참여, 투명, 소통

<표 3> 윤리적 리더십 측정 지표

윤리적 리더십의 측정 매개 단어

규범적으로 적절한

행동
강화

상호 의사소통과

의사결정

정직, 신뢰, 신용,

적절, 정당, 모범,

도덕, 윤리, 청렴

공정, 반부패, 규범,

신상필벌, 준수, 위반,

보상, 처벌, 규율,

규정, 지침, 청탁

책임, 책무, 개방적

대화, 논의, 존중,

배려, 참여, 투명, 소통

일견 유사한 의미를 지닌 것 같은 단어들을 중복 선정한 것은 특정 단

어가 반복 사용될수록 의도는 더욱 명확해진다고 봤기 때문이다. 형식적

으로 공공조직의 장으로서 언급하는 것과 윤리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자 할 때의 어휘 선택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란 전제 하에 단어의 유

사 중복을 감안하였다.

Microsoft Excel 2016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 대상인 각 신년사마

다 선정된 단어들이 쓰인 빈도를 측정하였다. 해당 단어들은 그 자체로

윤리적 리더십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단어의 빈도수를 그대로

윤리적 리더십의 측정점수로 사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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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속변수

종속변수인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판단하기 위해 청렴도평가 지표 중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를 선정하였다. 현행 평가지표에는 정책고객평

가와 부패사건 발생현황이 포함되어 있으나 정책고객평가는 일부 공공기

관만을 대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 부패사건 발생현황의 경우 윤리적

리더십이 기관 내·외부인에게 어떻게 인식되는가를 판단하기에는 부적절

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종속변수에서 배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2012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의 공공기관 청렴도평가 점

수를 사용하였으며 10점 만점에 소수점 이하 2자리 점수로 발표된 원 자

료를 그대로 활용하였다. 해당 평가점수는 외부청렴도의 경우 측정대상

업무와 관련하여 해당 공공기관과 직접 업무처리 경험이 있는 국민, 내

부청렴도의 경우 측정 당시 해당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소속직원을 대상

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측정된 결과이다. 분석대상에 포함된 공공기

관은 총 151개 기관이다.

3. 통제변수

공공기관의 여성 임직원 비율과 직원 평균 보수를 확인하기 위해 공공

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www.alio.go.kr)에서 공개하는 통계자

료를 활용하였으며 지방공공기관의 경우 클린아이(www.cleaneye.go.kr)

에서 기관별 공시자료를 참고하였다. 기관의 업무 성격은 일반, 금융, 연

구, 의료, 시설로 구분하여 코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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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분석 결과

제 1 절 연구대상 변수들의 기술통계

<표 4> 연구대상 변수의 기술통계 수치

e_leadership o_int i_int work f_rate a_wage

관측치 수 608 607 607 608 412 439

평균 4.041118 8.53341 7.926771 1.771382 0.270921 69570.06

표준편차 2.728811 0.3570632 0.667223 1.22119 0.1849713 15383.57

최솟값 0 7.02 4.78 1 0.028003 24614

최댓값 13 9.4 9.26 5 0.925917 110549

분석대상 변수들의 기술통계 값은 위 표와 같다. 변수들은

e_leadership부터 각각 윤리적 리더십,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기관업무

성격, 임직원 여성 비율, 정규직 평균보수를 의미한다. 독립변수인 윤리

적 리더십 점수는 기관장 신년사의 단어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측정하였

으며 최댓값이 13, 최솟값은 0으로 나타났고 평균은 4.0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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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인 청렴도점수는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로 나누어 파악하였

다. 외부청렴도의 경우 최댓값은 9.4, 최솟값은 7.02로 나타났으며 평균은

약 8.53이다. 내부청렴도는 최댓값 9.26, 최솟값 4.78이며 평균은 약 7.93

이다.

통제변수 중 기관업무성격은 더미변수로 처리했으며 총 608개 중 일반

(1) 397개, 금융(2) 59개, 연구(3) 81개, 의료(4) 36개, 시설(5) 35개이다.

정규직 평균 보수는 단위는 천(1,000)이며 최댓값 110,549, 최솟값 24,614

로 나타났고 평균은 69570.06이다. 임직원 여성 비율의 경우 알리오와 클

린아이 홈페이지에서 공공기관의 공시자료를 확인하여 측정하였으며 평

균 0.271, 최솟값 0.028003, 최댓값 0.925917이다.5)

5) 약 200개 정도의 결측치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기존에 연구대상으로 설정한

기간 범위가 2012년~2017년이었으나 공시자료는 2019년 현재 2014년도의 정

보까지만 홈페이지에서 제공되고 있으며 지방공공기관의 경우 2014년도 성별

직원 수 통계가 누락되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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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변수들의 상관관계 분석

<표 5> 변수 간 상관관계 결과

X1 X2 X3 X4 X5 X6

e_leadership

(X1)
1.0000

work

(X2)
-0.1010* 1.0000

f_rate

(X3)
-0.1033* 0.2972*** 1.0000

a_wage

(X4)
-0.0092 -0.0220 -0.3442*** 1.0000

o_int

(X5)
-0.0735 -0.0213 -0.0205 0.1268** 1.0000

i_int

(X6)
0.1345*** -0.4249*** -0.4777*** 0.2121*** 0.1731*** 1.0000

*: p<0.05, **: p<0.01, ***: p<0.001

(X1: 윤리적 리더십, X2: 기관 업무성격, X3: 임직원 여성비율, X4: 직원

평균 보수, X5: 외부청렴도, X6: 내부청렴도)

연구가설을 검증하기에 앞서 독립변수, 종속변수 간 관계를 확인하고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

였으며 분석결과는 위의 표와 같다.

종속변수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 간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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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계가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0.001). 이는 외부청

렴도와 내부청렴도 모두 평가지표에 업무처리 투명성, 부정청탁 등 부패

경험 여부, 업무 처리의 투명성 등을 측정하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고 판

단주체가 달라질 뿐 검증하고자 하는 내용은 유사하다는 측면에서 정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독립변수와 통제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논의의 필요가 있

다. 윤리적 리더십과 기관업무성격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p<0.05)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기관업무성격은 더미변

수 처리했기에 상관관계의 실제적 의미는 없으며 윤리적 리더십과 직원

평균 보수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윤리적 리더십과 임직원 여성 비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p<0.05) 상관관계가 나타났다는 점은 해석의 여지가 있다. 윤리적 리더

십은 기관장의 신년사에 쓰인 단어들의 빈도를 그대로 점수화한 것이므

로 이를 측정하는 데 있어 기관 내 직원들의 인식이나 가치관이 반영될

여지는 없다고 생각된다. 또한 직원의 여성 비율은 기존의 채용 관련 조

직문화, 기관의 업무 성격 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일 뿐 기관장이 윤리

문제를 언급한 정도가 직원 성비의 결정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구청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에서 여성공무원이 남성공

무원에 비해 윤리의식 수준이 높다고 나타났으며(정철현·김종업, 2009)

여성이 남성에 비해 부패 관용정도가 낮고 윤리문제를 민감하게 받아들

인다는 논의가 있다(진종순·서성아, 2007). 즉 이러한 주장들에 비춰볼

때 기관 내 직원 여성비율이 높을수록 조직 차원에서 윤리문제를 언급할

필요성이 줄어들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양자 간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따라서 윤리적 리더십이 청렴도평가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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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살펴봄에 있어 임직원 성비 변수를 통제함으로써 다중공선성 문

제를 해결해야 한다.

윤리적 리더십과 종속변수인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간의 상관관계는

구분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외부청렴도의 경우 신뢰도 9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부

청렴도의 경우 윤리적 리더십, 기관 업무성격, 임직원 여성 비율, 정규직

평균보수 모두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p<0.001)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윤리적 리더십과 외부청렴도 사이에는 음의 상

관관계(-.0.0735)가 존재하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다. 윤리적 리

더십과 내부청렴도 사이에는 정의 상관관계(0.1345)가 있으며 통계적으

로 유의미했다(p<0.001). 정규직 평균보수와는 정의 상관관계가 도출되

었으며(0.2121) 임직원 여성비율과는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고(-0.4777)

둘 다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p<0.05). 가설의 핵심 변수인 외부청

렴도와 윤리적 리더십 간에 통계적 유의미성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논의

를 계속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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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모형 회귀분석 결과

1. 외부청렴도 회귀분석 결과

<표 6> 윤리적 리더십과 외부청렴도 회귀분석 결과 1

(통제변수: 기관 업무 성격)

Source SS df MS Number of obs = 607

F(5, 601) = 4.37
Model 2.70988583 5 0.541977166

Prob > F = 0.0006

Residual 74.551555 601 0.124045849 R-squared = 0.0351

Adj R-squared = 0.0270
Total 77.2614409 606 0.127494127

Root MSE = 0.3522

외부청렴도 회귀계수 표준오차 t p>｜t｜

윤리적 리더십 -0.0104673 0.0052803 -1.98 0.048

기관 업무 성격

2 0.1322179 0.0491592 2.69 0.007

3 0.0919466 0.430726 2.13 0.033

4 -0.1071233 0.0623106 -1.72 0.086

5 -0.0912221 0.0621735 -1.47 0.143

_cons 8.562061 0.0283352 3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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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업무성격을 더미변수로 처리하여 윤리적 리더십이 외부청렴도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한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해석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p > F = 0.0006, R2=0.0351). 외부청렴도에 대한

윤리적 리더십의 회귀계수는 약 –0.0104이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p<0.05).

<표 7>윤리적 리더십과 외부청렴도 회귀분석 결과 2

(통제변수: 기관 업무성격, 임직원 여성비율, 직원 평균 보수)

Source SS df MS Number of obs = 405

F(7, 397) = 2.40
Model 1.97577291 7 0.282253274

Prob > F = 0.0205

Residual 46.6778913 397 0.117576552 R-squared = 0.0406

Adj R-squared = 0.0237
Total 48.6536642 404 0.120429862

Root MSE = 0.34289

외부청렴도 회귀계수 표준오차 t p > ｜t｜

윤리적 리더십 -0.0115669 0.0063638 -1.82 0.070

기관 업무

성격

2 0.0726474 0.0647334 1.12 0.262

3 0.1355676 0.059173 2.29 0.022

4 0.0038689 0.0893385 0.04 0.965

5 0.0574106 0.1229614 0.47 0.641

임직원

여성비율
0.0132628 0.1310862 0.10 0.919

직원 평균

보수
1.30e-06 1.58e-06 0.82 0.411

_cons 8.43818 0.1266796 66.61 0.000



- 47 -

임직원 여성비율과 직원 평균 보수를 통제변수로 추가한 경우 역시 모

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 > F = 0.0205). 다만 이

경우 독립변수인 윤리적 리더십의 회귀계수가 95% 신뢰수준 하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며(p > 0.05) 윤리적 리더십이 외부

청렴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형의 설명력과 관련해서는 논의의 여지

가 있다(R2 = 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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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청렴도 회귀분석 결과

<표 8> 윤리적 리더십과 내부청렴도 회귀분석 결과 1

(통제변수: 기관 업무 성격)

Source SS df MS Number of obs = 607

F(7, 397) = 59.08
Model 88.9033487 5 17.7806697

Prob > F = 0.0000

Residual 180.879722 601 0.300964596 R-squared = 0.3295

Adj R-squared = 0.3240
Total 269.783071 606 0.445186586

Root MSE = 0.5486

내부청렴도 회귀계수 표준오차 t p>｜t｜

윤리적 리더십 0.0170653 0.0082249 2.07 0.038

기관 업무 성격

2 0.2862592 0.0765723 3.74 0.000

3 -0.4502241 0.0670816 -6.71 0.000

4 -1.385332 0.0970574 -14.27 0.000

5 -0.5015866 0.0968437 -5.18 0.000

_cons 7.998807 0.044136 181.23 0.000

윤리적 리더십과 내부청렴도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회귀분석은 기관

업무 성격을 더미변수로 처리한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해석에 문

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p > F = 0.0000, R2=0.3295). 내부청렴도에

대한 윤리적 리더십의 회귀계수는 약 0.017이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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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윤리적 리더십과 내부청렴도 회귀분석 결과 2

(통제변수: 기관 업무성격, 임직원 여성비율, 직원 평균 보수)

Source SS df MS Number of obs = 405

F(7, 397) = 52.26
Model 80.4953831 7 11.4993404

Prob > F = 0.0000

Residual 87.3633567 397 0.220058833 R-squared = 0.4795

Adj R-squared = 0.4704
Total 167.85874 404 0.41549193

Root MSE = 0.4691

외부청렴도 회귀계수 표준오차 t p > ｜t｜

윤리적 리더십 0.0198273 0.0087062 2.28 0.023

기관 업무 성격

2 0.3116349 0.0885599 3.52 0.000

3 -0.4011433 0.0809529 -4.96 0.000

4 -0.9903761 0.1222215 -8.10 0.000

5 -0.1827611 0.16822 -1.09 0.278

임직원

여성비율
-1.066333 0.1793354 -5.95 0.000

직원 평균 보수 4.05e-06 2.17e-06 1.87 0.062

_cons 7.93231 0.1733068 45.77 0.000

임직원 여성비율과 직원 평균 보수까지 통제변수로 추가하여 윤리적

리더십이 내부청렴도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한 경우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으며(p > F = 0.0000) 모형의 설명력은 외부청렴도의 경우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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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하게 나타났다(R2 = 0.4795). 윤리적 리더십의 회귀계수는 약 0.02로

나타나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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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가설 검증 및 회귀분석 결과 해석

윤리적 리더십이 외부청렴도 점수 사이에 정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설

정한 연구가설 1-1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회귀분석 결과 회귀

계수는 설정한 가설과는 달리 음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

니라(-0.0115669)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또한 윤리적 리더십과

외부청렴도의 관계를 설명하기에 모형의 설명력 자체가 매우 미약한 것

으로 나타났다(R2 = 0.0406). 이는 연구설계 시 독립변수인 윤리적 리더

십을 기관장의 신년사로 측정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기관 외부인인 국

민들이 신년사 전문을 접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며 이들은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 그리고 직원들과의 대면 및 그들의

행태를 통해 기관의 청렴도를 인식하고 평가하게 된다. 즉 ‘기관장→공공

기관 직원→민원인’이라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측면에서 외부청렴도에

신년사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기 때문에 모형의 설명력이

미약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으나 기관장의 윤리적 리더십이 외부청렴

도에 음의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해석을 시도하

고자 한다. 현행 외부청렴도는 설문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1년 간

공공기관 업무처리 경험이 있는 국민들이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2018년

청렴도평가의 경우 2017. 7. 1. ∼ 2018. 6. 30. 기간에 공공기관의 측정

대상업무와 관련 직접 업무처리 경험이 있어야 하는데 신년사는 매년 1

월 1일과 가까운 시기에 직원들에게 공개된다. 즉 민원인 중 신년사 발

표 직전 6개월 사이에 업무에 대한 부정적 경험이 있는 이들의 평가가

반영될 경우 음의 인과관계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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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인식은 공공기관 업무처리 경험이 누적되어 형성되는 것인데

직원들 직무 행태의 변화가 신년사 발표 직후에 즉각적으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긍정적 행동이 점진적으로 쌓여갈 것이라 예상된다. 기

관 업무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민원인이

조직의 변화를 즉각적으로 파악하고 인식 전환에 반영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신년사를 통해 측정된 윤리적 리더십이 외부로 표출되었더라도

그 실제 효과가 직원들의 행태를 거쳐 국민들의 인식에 도달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리더십을 발휘하는 시점

과 인식 변화 시점 간에 시차가 존재한다면 윤리적 리더십과 평가 점수

로 나타나는 외부청렴도 사이에 음의 인과관계가 나타날 수 있다.

윤리 문제를 주로 다루는 시점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 기관장이 공

적 담화로서 신년사에서 청렴과 부패 등을 강하게 언급하는 것은 공공가

치를 지향하는 일반적 선언의 차원을 넘어서 해당 사안이 문제시되고 있

으며 해결을 요하는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기관장이 인식하기

에 업무처리의 투명성, 부패 문제 등 청렴성이 약화되었다고 판단될 때

청렴 문제를 언급하면서 윤리적 리더십을 부각시키고자 할 것이다. 즉

신년사에 청렴 관련 용어가 많이 담기는 시점이 기관에 대한 인식으로서

청렴도가 낮은 상황일 개연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내부청렴도와 관련된 연구가설 1-2의 경우 연구모형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회귀계수가 0.017로 양의 값을 가지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점

(p < 0.05), 모형의 설명력이 비교적 높게 나온 점(R2 = 0.4795)을 감안

할 때 검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앞선 분석결과와 비교해봤을 때 내부청

렴도는 공공기관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즉각적인 인식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다. 신년사를 통한 리더십 메시지 자체가 조직 내부



- 53 -

를 향한 것일 뿐더러 기관 구성원들은 기관장의 담화 이후 실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조직 운영상 각종 청렴정책의 시행과 관련 제도의 도입, 내

부 규칙 설정과 같은 변화를 직접 경험하고 관찰하게 된다. 내부청렴도

는 조직 내 업무처리 및 조직문화 등에 대한 직원의 인식을 측정하는 것

이므로 기관장이 윤리적 리더십을 강화하고자 하는 시도는 직접적으로

조직 분위기를 쇄신하고 결과적으로 구성원들의 인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부하들은 규범과 관련하여 리더의 언어와 행위를 모방하고 학습하

는 과정을 거쳐 윤리적 기준을 설정한다. 주요 이슈로서 본인이 언급한

사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리더십 역시 신뢰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

기에 윤리적 리더십이 내부청렴도에 미치는 효과는 청렴성 제고를 위해

얼마나 내부관리에 조직의 자원과 역량을 투입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

이다.

조직특성에 관한 연구가설 2와 관련해서는 모형의 설명력이 극히 낮은

외부청렴도는 제외하고 내부청렴도와의 관계만을 살펴보고자 한다. 직원

평균 보수의 경우 회귀계수는 양의 값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지 않았다. 임직원 여성비율의 경우 청렴도평가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1.066333) 통계적으로 유의했다(p=0.000). 여

성의 공공부문 진출이 늘어날수록 부패수준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진

종순, 2009)나 여성이 윤리적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Reiss

et al., 1998; 진종순, 2009에서 재인용) 등의 논의와 비교했을 때 다소 상

반된 결과로 볼 수 있으나 이는 측정개념의 상이함에서 비롯된 결과로

생각된다. 청렴도평가 점수는 조직의 업무처리에 대한 평가자의 ‘인식’을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에 동일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평가자 구성에 따

라 점수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진종순의 설문조사 응답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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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경우 기존 남성 위주의 ‘술자리 문화’에 익숙하지 않으며 규정을

엄수하려는 성향을 더 강하게 띠고 뇌물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심한 거

부감을 보인다고 한다. 즉 유사한 조직문화와 접대 관련 관행을 지닌 조

직을 내부자로서 평가함에 있어 개인의 성향에 따라 점수 차이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 기존 연구들에서 논의되는 여성들의 반부패 성향을 감안하

면 여성비율이 높아질수록 일정 정도의 부패 수준을 보유한 현 조직 상

황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내릴 가능성이 높아지기에 임직원 여성비율이

내부청렴도에 음(-)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주장은 공공기관의 경우 여성비율이 0.3에 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직급 간에 부패 용인 범위가 상이할 수 있다는 점과 직급별 성비 역시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 등을 감안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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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2010년도 청렴도평가 대상 209개의 기관을 대상으로 정보

공개청구를 통해 신년사 전문을 확보하여 코딩을 시도하였다. 실제 분석

대상에 포함된 기관은 150여 개 기관이며 이들 기관들의 신년사 전문

608개를 대상으로 사용된 특정 단어들의 빈도분석을 통해 윤리적 리더십

을 점수화하여 측정하였다. 측정된 윤리적 리더십이 공공기관 청렴도평

가 점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본 결과 기관장의 윤리적 리더십이 강할

수록 내부청렴도에는 긍정적 영향을 끼쳤으며 외부청렴도에는 통계적으

로 유의미하지는 않으나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

수로 설정한 기관 직종, 직원 평균 보수, 임직원 여성비율 중 직원 평균

보수의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임직원 여성비율은 청렴

도평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내부청렴도

점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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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

본 연구는 조직 내 리더의 윤리적 리더십을 측정함에 있어 새로운 방

법을 제안했다는 의의가 있다. 절대다수의 연구들이 Brown et al.(2005)

의 설문문항에 기초하여 조직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존

하여 윤리적 리더십을 파악하였는데 이는 개개인의 인지 정향, 가치관

등이 반영됨에 따라 동일 시점, 동일 상황에 대해서 유동적인 결과가 나

올 수 있다는 본질적 문제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다 계량화된 객관적

측정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시도는 시범적인 것으로서 정교한 측정지표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많다. 점수로 변환하는 데 있어 핵심이 되는 윤리적 리더

십 대표 용어 선정 과정이 어느 정도 임의적이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으

며, 조직의 청렴도에 미치는 수많은 영향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았기에

모형의 설명력에 본질적 한계가 있으며 이는 윤리적 리더십과 외부청렴

도와의 관계에 대한 회귀분석에서 드러난 바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정형화되고 있는 윤리적 리더십 관련 연구에 있어

새로운 방법론을 제안한다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조직의 윤리경영

의 중요성이 갈수록 부각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윤리적 리더십을 보다

객관화된 지표로 나타내고 이를 관리하는 것의 필요성을 제시한 의의는

작다고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측정지표와 매개변수 등 연구 설계를 정

교화하여 리더십 관리에 있어 유용한 방향으로 향후 연구가 이루어지기

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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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mportance of ethical management is highlighted in relation to

the operation of public institutions. The problem of corruption in the

public sector has continued to exist and is not just a matter of recent

years. Public Sector management for anti-corruption is being

attempted in an active manner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public organizations through the restoration of government trust,

beyond just forming a good image. In this regard, there has been a

growing interest in ethical leadership, and the annual integ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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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ssment of public institutions as a representative corruption control

system, but empirical research of them is not sufficient.

In this study, we want to empirically verify the effect of the ethical

leadership of the head of an institution on the assessment of

integrity. The statement is important as a major means of expressing

and delivering leadership. In particular, the New Year’s address to

employees at the annual premiere can be seen as a direct medium

that presents the direction of the organization’s operations and is a

means of leadership that contains the value and vision of the head of

the organization. While existing studies tend to rely on surveys to

measure ethical leadership, I tried to make a direct leadership

indicator using the New Year’s address as means of repeated and

direct observable actions. Specifically, existing studies have examined

to check the components of ethical leadership and I selected words

that represent each factor t oanalyze the frequency of the words used

in the New Year’s speech. A typical integrity assessment score was

selected as an indicator of the degree of corruption in the institution

and a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determine the extent of its

impact.

The model used in the analysis results this study was difficult to

describe the impact of the CEO’s ethical leadership on external

integrity. It was judged that this was due to the fact that it was

difficult for the public citizen to access the New Year’s speech

because of the nature of the New Year’s speech, and the difference

between the timing of the integrity assessment and the timing of the

New Year’s speech. The internal integrity Also the results showed

that the ethical leadership of the head of the agency, measured in his

New Year’s address, had an positive effect on the internal assessment

score and suggested that the effectiveness of the leadership could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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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d by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such as the female ration of

executives and employees.

This study has the meaning of finding a new way of calculating

indicators in analyzing the effectiveness of ethical leadership as a

means of managing organizational management, especially integrity

issues. However, due to the nature of the subject, New Year’s

address, it was difficult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ethical

leadership and external integrity. We need to discuss this.

Additionally, we have to discuss further about various variable

control measures related to integrity.

keywords : the head of public institution, ethical leadership,

integrity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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