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논문 ｢행정논총｣ 제52권 제4호(2014. 12): 165~190

직무관련 금품수수 용인도와 간접경험의 관계 및 

윤리적 리더십 조절 효과의 추정

장 이 랑**

박 흥 식**

 1)

<目     次>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조사 설계

Ⅳ. 분석의 결과

Ⅴ. 한계와 미래 연구의 방향

   

<요     약>

이 연구에서는 직무관련 금품수수 용인도과 간접경험, 윤리적 리더십 간의 영향관계와 윤리

적 리더십 조절효과의 크기를 추정하였다. 선행연구 검토를 바탕으로 주요 변수 간의 영향관계

및 윤리적 리더십의 조절효과에 관한 가설을 설정한 후, 지방자치단체 중하위직 공무원들을 대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데이터를 수집, 검증하였다. 서울특별시와 전라북도의 본청, 구, 시・군
청 594명의 공무원들로부터 응답을 받아, 분석에 사용하였다. 회귀분석결과, 간접경험은 금품수

수 용인도와 긍정적 관계가, 윤리적 리더십은 부정적 관계가 있었다. 윤리적 리더십의 리더로서

의 모범 요인은 간접경험과 부정적 영향 관계가 있었고, 윤리운영 요인은 직무관련 금품수수 용

인도를 줄이는 효과가 발견되었다. 용인도에 대한 간접경험의 영향관계에서 윤리적 리더십의 조

절효과는 윤리운영 요인만 유의하였고, 그 효과의 크기는 간접경험보다는 작았다. 윤리적 리더

십의 이러한 조절효과는 간접경험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것으로, 금품수수 용인도를 낮추고자 한

다면 윤리적 리더십의 윤리운영, 리더로서의 윤리적 모범 요인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해

석되었다. 이 연구는 정부 청렴도조사 프로그램 가운데 윤리적 리더십이나 간접경험 측정의 업

무설계 및 효과 개선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주제어: 금품수수 용인도, 간접경험, 윤리적 리더십】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연구원(jir@tipa.or.kr)
** 교신저자,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hspark@cau.ac.kr)
논문접수일(2014.9.2), 수정일(2014.12.9), 게재확정일(2014.12.17)



166 ｢행정논총｣ 제52권 제4호

Ⅰ. 서 론

직무관련 금품수수는 공직 부패의 핵심이나 반부패 정책의 관점에서, 중하위 공직자 금품

수수는 규모가 크지 않고 사소한 경우가 많아 효과적 통제 방법을 찾기 어렵다는 점이 문

제이다. Heidenheimer (1989: 156-160)는 비록 정치부패에 대한 것이기는 하나, 부패 유형을 

영향의 범위, 발생빈도, 심각성을 기준으로 사소한 부패, 관행적 부패, 심각한 부패(petty, 

routine, and aggravated corruption)로 구분한다. 심각한 부패가 금품이나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등의 불법 행위라면, 관행적 부패는 공직사회의 인사상의 정실주의 관행이나 공직자가 당연

히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를 제공한 후 감사의 표시 등으로 선물을 받는 행위이고, 사소한 

부패는 공직자가 자신이 잘 아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작은 부적절 행위이다. 후자 둘은 

특정 부패 행위가 얼마나 만연되고 일반적인가를 기준으로 할 때, 일상적 부패(everyday 

corruption)의 형태이다. 박봉진 (2013: 392)은 일단 직무관련 금품수수가 공직자 범죄 가운데 

중하위 공직자들에 있어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말한다. 금품수수를 Heidenheimer (1989)의 

부패 유형에 비추어 해석하자면, 공직자 금품 요구 등의 심각한 경우도 있으나, 주로 규모

가 작고, 다수는 공직자를 잘 아는 사람이 규제 권한을 매수하고 대가로 선물을 제공하는 

관행적이거나 사소한 부패이다. 이러한 금품 수수형 부패는 흔히 광범위하고, 또 일반적이

다.  

금품수수형 부패의 근절이 어려운 것은 공직자들의 간접경험, 즉 직무관련 사소한 금품수

수를 주변에서 빈번히 보고 듣는 가운데 점차 그것을 금지된 행위로 인식하지 않게 되는 

까닭이다. 따라서 통제를 위해서는 직무관련 금품수수에 대한 용인도(bribery tolerance)를 낮

추고, 간접경험을 축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윤리적 리더십(ethical leadership) 연구는 

리더가 부하들의 윤리적 업무 수행이나 윤리적 인식, 태도, 행동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는 믿음에 기초한다 (Brown & Mitchell, 2010: 583-584). 이 연구에서는 중하위 공직자들의 

직무관련 금품수수를 대상으로, 용인도, 간접경험, 윤리적 리더십 간의 영향 관계와 윤리적 

리더십의 조절 효과를 추정하였다. 직무관련 금품 수수의 간접경험과 윤리적 리더십은 금품

수수의 용인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금품수수 용인도와 간접경험의 영향관계에서 윤리

적 리더십의 조절적 역할은 무엇인가? 라는 연구 문제를 제시하고, 답을 모색하였다. 

이 연구는 몇 가지 점에서 이전 연구와 다르다. 첫째, 부패나 비윤리 행동 용인도연구가 

꽤 있었으나 공직자 범죄, 부패, 비윤리 행동의 대표적 항목을 선정 후 단순 진술문 사례 

제시로 용인도를 측정했으나 (Weeks 등, 2005; Ashkanasy, Falkus, & Callan, 2001); 고길곤･
조수연, 2012; 박선웅, 1998; 변지은 등, 1997), 이 연구에서는 금품수수 한 항목만을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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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였고, 응답자의 특성, 직무관련 금품수수의 배경, 맥락, 현실적 가치 갈등을 반영한 

상황 시나리오로 측정하였다. 이전 연구들에서의 설문지를 이용한 범죄, 부패, 비윤리 행동 

항목 측정은 응답자들의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응답 편향 (social desirability bias)의 문제가 

있어, 뇌물 대신 금품수수라는 용어를 사용, 시나리오를 읽고 뇌물과 선물 간의 선택에 기

초하여 응답할 수 있도록 하여 편향을 통제하였다. 이전 용인도 연구들은 부패나 비윤리 행

동 측정에 토막 진술문을 사용했으나, 이 연구에서의 상황 시나리오 사용은 응답자들이 응

답 시 자신의 윤리적 이해와 판단을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둘째, 윤리적 리더십

의 독립 및 조절효과 연구이다. 윤리적 리더십 영향 연구는 꽤 있으나(Sanchez, Gomez, & 

Wated, 2008; Weeks et al., 2005; Ashkanasy, Falkus, & Callan, 2001), 제3의 변수(third 

variable)로서의 역할 분석은 그렇지 못했다. 셋째, 금품수수 용인도와 간접경험의 측정, 즉 

종속과 독립변수를 한 가지 딜레마로 측정하여, 영향관계 분석의 타당성을 제고하였다. 기

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조사는 윤리적 리더십을 평가하고, 간접경험을 측정하나 (국민권

익위원회, 2013, 2014a,b,c,d), 이들의 부패 억제 영향 메커니즘에 대한 검토는 없었다는 점에

서, 이 연구는 부패 용인도, 간접경험 및 윤리적 리더십 관련 선행 연구의 보완, 확장과 더

불어 반부패 업무 설계 및 개선에 중요하다. 

  

Ⅱ. 이론적 배경

1. 직무관련 금품수수 용인도와 선행 연구

윤리적 또는 부패 용인도 (ethical or corruption tolerance) 연구는 이미 여러 편이 있다. 이 

연구와 관련한 선행연구 검토에서는 크게 세 가지, 금품수수와 관련한 용어 사용, 주요 영

향 변수, 측정 방법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 Weeks 등 (2005: 281, 290-291)은 윤리적 

판단 상황에 대한 노출이 윤리적 용인도 (ethical tolerance)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연

구에서, 윤리적 용인도를 윤리적으로 의문스러운 결정에 대한 수용도(acceptability)의 의미로 

사용한다. 이 연구는 윤리적 용인도를 토막 상황 사례(vignettes)를 사용, 측정하였다. 비즈니

스 리더들을 대상으로 “수익을 더 내기 위해 법정 환경오염 한도를 초과하는 생산 공정을 

가동하였다,” “중소기업이 총 수익의 1/4을 현금으로 받았다. 그러나 현금의 절반만을 소득

세로 신고하였다.”는 등의 사례를 제시하고, 윤리적 용인도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never 

acceptable)’(1)로부터 ‘언제나 수용할 수 있다(always acceptable)’(7)의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Ashkanasy, Falkus, and Callan (2001: 244)은 윤리적 용인도를 비윤리적인 관행(uneth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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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es)을 용인하는 성향(propensity to tolerate)으로 정의하고, 6개 시나리오(six "scenario")

를 제시한 후, 응답자에게 각 시나리오 행동이 윤리적이라는데 동의하는 정도를 물어 측정

하였다. 예를 들어, “공직자가 정부기관의 고객 개인 정보를 보험회사에서 일하는 자신의 

부인에게 준다.“를 읽도록 한 후, 윤리적 용인도를 평가하는 식이다. Weeks 등 (2005)과 마

찬가지로 이 연구 역시 측정 사례가 불법 행동이고, 배경, 상황이나 조건, 현실 갈등적 가치 

등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 것으로, 응답자들에게 단순히 윤리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잘못인

가, 수용할 수 있는 것인가를 물었다. 용인도의 이러한 측정은 응답자가 상황을 이해, 판단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약하고, 상식이나 자신이 그 동안 받아 온 윤리 교육, 자신의 

경험에 기초한 연상 등을 통해 응답하도록 하여 적실성 저하나 개인 간의 불필요한 차이

(variations)를 만들어 낸다.

Sanchez, Gomez, and Wated (2008: 343-345)는 뇌물용인 모델(tolerance of bribery)을 제시

하면서, 뇌물 용인도의 독립 변수로 남미의 문화적 가치로 간주되는 집단주의 사회

(collectivistic society), 대가족 중심의 비즈니스, 특별주의(particularism)를 설정하였다. 집단주

의는 집단 결속과 구성원들의 집단이익 추구, 가족과 친구간의 관계 강조, 다른 집단 사람

들의 차별이라는 속성을, 특수주의는 특정 집단이나 개인 간의 친분 기준에 의한 자원 배분 

경향을 띤다. 이들은 공직자가 무엇은 윤리적으로 할 수 있고, 무엇은 할 수 없는가에 관한 

도덕적 코드를 구성하여, 높은 뇌물용인에 직접적 동기로 작용한다는 것이었다. 기타 

Kofanova & Petukhov (2006)는 국민의 부패 용인도 수준을 부패 수용(acceptance)의 태도나 

정도의 의미로 사용한다. Gong and Wang (2013)은 부패 용인도를 개인이 부패를 받아들이

거나 거부하는 성향 (individual propensities)으로 정의하면서, 무엇이 홍콩 시민들이 부패를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성향을 결정하는가를 연구하였다. 분석 결과, 부패의 낮은 용인도의 

존재를 발견하였고, 이것이 홍콩이 가장 부패 없는 도시가 될 수 있었던 이유라고 해석한다.

국내 연구로 고길곤･조수연 (2012: 220, 238)은 (부패) 관행 수용도 연구에서, 관행 수용도

를 ‘관행을 부패가 아닌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행동양식으로 이해하는 정도’로 정의한 

후, 시민들이 동일한 부패 관행을 “부패로 혹은 부패가 아닌 행위”로 받아들이는데 무엇이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였다. 관행 수용도는 ‘선물, 채용･승진, 축의금, 촌지, 떡값, 리베이

트, 공공시설 사적이용’ 항목별로 2-4개의 해당 관행, 예를 들어, ‘교사가 스승의 날 학부모

로부터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는다,’ ‘공무원이 자녀 혼사에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3만원

의 축의금을 받는다,’ ‘명절 때 관할업체로부터 떡값 30만원을 받아 직원들과 골고루 나누어 

가진다.’를 제시 후, ‘매우 부패한 행위이다’부터 ‘전혀 부패한 행위가 아니다’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변지은 등 (1997: 111-112)은 부패 용인도를 개인의 윤리적 가치관과 조직 중심

적 경향이 얼마나 설명하는가의 연구에서, 부패 용인도는 부패를 묵인해 주는 것으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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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일반인 1천명과 공무원 및 공기업 근무자 5백 명을 대상으로 대표적인 공무원 범죄 9

가지(인사비리, 공금유용, 직무유기, 직권남용, 문서위조, 수뢰, 기밀누설, 횡령, 비리 묵인)를 

진술형 문장 (예, 공문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특정 업체가 부당 이득을 취하도록 허가해 준

다 등)으로 제시하고, ‘현 상황에서 용인할 수밖에 없다’부터 ‘절대로 용인해 주어서는 안된

다’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박선웅 (1998: 90, 97-103)은 한국사회에서 부패의 “끈질긴 생

명력과 사회적 편재성”, 즉 부패가 해소되지 않고, 사회 모든 영역에 걸쳐 뿌리 깊게 퍼져

있는, 일상화, 관행화 현상을 부패를 용인하는 인식 때문이라고 보고, 500명의 공무원과 공

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하였다. 부패를 직무유기(행정지연, 비리묵인), 사기(공금

횡령, 과도한 예산 인출), 거래형(대가성 특혜제공), 후원형(정실인사)으로 나눈 후, 각 항목

별 설명 문항을 제시한 후, ‘현 상황에서 용인할 수밖에 없다’부터 ‘절대로 용인해 주어서는 

안된다’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 검토에 따르면, 용인도(容認度, tolerance)는 부패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행동을 얼마나 용납할만한 것인가이다. 여기서 용인은 잘못된 행동을 관용, 용납, 묵인

한다는 뜻이다. 일부 연구자, 실무자들은 용인 제로(zero tolerance)라는 표현도 사용한다 

(Sanchez, Gomez, & Wated, 2008). 용인 제로는 엄중처벌 또는 제로 관용의 뜻으로, 어떤 부

패도 용납 않는다는 단호한 태도, 의지 등의 표현이다 (예, Aubrey, 2006; Emerson, 2006). 연

구자나 실무자들은 부패나 비윤리적 행동 용인도를 관용(generosity), 허용(permissiveness), 인

정(admissibility), 수용(receptivity) 등과 교환적으로도 사용한다. 이 연구에서는 공직사회 직무

관련 금품수수 용인도를 부패 또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행동이나 얼마나 납득할 만하

고, 수용하고, 참고 견딜만한 수준인가의 의미로 사용하였다. 공직자 금품 수뢰와 증뢰는 위

법, 부당한 사적 이익의 추구로 범죄이고 (이동명･이중백, 2001: 450), 공직사회에서 공사수

주, 단속무마, 인사청탁 등과 관련 법규 위반의 묵인, 법조항의 자의적 해석 등 권한남용, 

특수주의 및 인정주의적 연고주의 등에 의해 발생한다. 금품수수 상황에서 공직자는 “자신

의 행위가 범죄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관행상” 받고, “국민들 역시 불법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 공여하는 경향이 있다 (박봉진, 2013: 381, 383). 특히 사소한 금품수수, 지인들로부

터 억울한 사정이 있어 이를 돕고 받는 금품은 선물로 인식하여, 허용 수준을 높인다. 

2. 간접경험

간접경험 (間接經驗)은 관찰, 학습, 대화 등을 통해, 문자나 영상, 언어 등의 매체 를 통해 

남이 하는 것을 보거나 듣는 것이다. Daugherty, Li, and Biocca (2008)은 소비자의 상품에 대

한 직접, 간접, 가상의 경험이 브랜드에 대한 태도, 상품에 관한 지식, 상품 구매 의도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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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에서, 간접경험을 해당 광고를 듣거나 본적이 있는가에 의

해 정의한다. Duerden and Witt (2010)의 자연에 대한 직접 및 간접경험이 학습 결과, 즉 환

경 지식, 환경에 대한 태도 및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의 연구에서 간접경험을 강의를 

통한 학습으로 사용하였다. 공직부패나 비윤리 행동 관련 간접경험의 영향에 관한 연구는 

찾기 어려우나, 윤리적 결정이나 행동을 사회구성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경험적 윤리 연구자

들은 조직 구성원들의 윤리적 이해나 판단은 사회적 과정을 통해 획득한 규범적 기준, 특정 

상황과 맥락, 갈등적 가치에 기반한 경험 등을 통해 형성된다고 말한다 (Cottone, 2001; 

Cottone & Claus, 2000). 이것은 부패나 비윤리적 행동에 대한 용인의 수준이 직접, 간접경험

에 의해 영향 받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Weeks 등 (2005: 281)의 연구에 따르면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행동 사례에 노출되었던 사람과 그렇지 않았던 사람 간에는 윤리적 판단에 차

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해석하면, 부패나 비윤리 행위 관련 간접경

험은 공직자들이 주변에서 금품수수 사례를 보거나 듣는 것으로, 관련 사례에 노출은 부패

나 윤리 용인도와 같은 윤리적 판단 기준에 영향을 미친다. 사회구성적 관점을 금품수수에 

적용하면, 관련 특정 행동을 뇌물이라고 보는가 선물이라고 보는가는 개인 단독의 또는 개

인 내부의 정신 과정보다는 구성원들이 특정 상황, 조건, 가치 갈등 상황 등에서의 윤리적 

상호작용 과정의 산물로 나타난다. 공직자들은 명절이나 기념일, 또는 친교, 지인간 인사치

레 금품수수를 두고, 윤리적으로 용인되는가와 그렇지 않은가에 관한 코드를 상황, 맥락, 규

범적 가치 등을 고려하면서 발전시킨다. 

정부는 부패 간접경험을 부패 수준의 대리지표로 간주해, 설문으로 이를 측정한다. 국민

권익위원회 (2013c, 2013d)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조사를 보면, 내부고객, 판매업체, 이･퇴직

자, 감독기관, 인근 약국 근무자를 대상으로, “선생님 또는 귀 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 등 

다른 직원들이 지난 2년간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구매와 관련하여 금전(물품, 향응, 편의)을 

제공받은 적이 있었습니까?/ 보거나 들은 적이 있습니까?”라고 묻는다. 국공립대학교 연구 

및 행정분야 청렴도 설문지는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교원 및 직원이 위법･부당하게 집행

한 사례까지 포함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특히 계약분야 청렴도 설문지는 “관련 공무원/직원

들이 일부 사람에게만 부당하게 특혜를 주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한다. 

지방의회 내부고객 대상 청렴도 조사의 “선생님 또는 귀 기관에 근무하시는 다른 직원이 

지난 1년간 심의･의결과 관련하여 OO 의회 의원들에게 금품･향응･편의를 제공한 적이 있

었습니까?”도 그러한 경우이다 (국민권익위원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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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윤리적 리더십

최근 윤리분야 연구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윤리적 리더십(ethical leadership)에 대한 관

심의 급격한 증가이다(Langlois, Lapointe, & Valois, 2014: 310). 실무자, 일반 국민들의 관심 

또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Lawton & Páez, 2014). 연구자들은 이것은 2001년 엔론 스

캔들 (Enron scandal) 등 21C 초 많은 대기업 부패가 기업 자신의 파산을 물론 수많은 실직

자를 만들어 냈고, 원인은 최고관리자들의 비윤리적 행동에서 비롯되었다고 해석한다 

(Lawton & Páez, 2014; Brown, Trevino, & Harrison, 2005: 117). 리더가 조직이나 근무자들의 

윤리 수준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데에는 누구도 이견이 없다 (Brown & 

Mitchell, 2010: 583). 리더는 조직의 목표설정, 성과평가, 자원배분 등 다양한 자신의 역할을 

통해 구성원들의 행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부하들의 윤리적 행동에 인센티브를 주어 

장려하고, 비윤리적 행동에 대한 징계를 통해 리더가 무엇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가를 

알게 한다 (Brown & Mitchell, 2010: 583). 그것이 아니더라도 부하들은 윤리적으로 의심스

러운 이슈나 문제에 직면하는 경우, 궁극적으로는 리더에 의존한다 (Brown & Mitchell, 

2010: 583). 

Brown, Trevino, and Harrison (2005: 120)은 윤리적 리더십을 “자신의 행동과 인간관계에

서의 규범적으로 적절한 행동의 모범적 실천(demonstration), 부하와의 상호간 커뮤니케이션, 

지원(reinforcement), 및 의사결정을 통한 그러한 행동의 장려(promotion)”라고 정의한다. 

Lawton and Páez (2014)은 이러한 정의에 기초하여, 윤리적 리더십을 두 가지 차원, 리더 개

인의 행동,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윤리적으로 적절한 행동,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것

을 따르도록 고무, 격려하는 행동으로 풀이한다. 윤리적 리더십 연구는 크게 윤리적 리더의 

기질, 행동 특성, 영향에 관한 것으로 나뉜다. 먼저 윤리적 리더의 기질과 행동 특성에 관한 

연구로, Riggio, Zhu, Maroosis, and Reina (2010)는 윤리적 리더를 진중함 (prudence), 굽힐 줄 

모름 (fortitude), 절제 (temperance), 공정성 (justice), 4가지 덕성을 충실히 지키는 사람이라고 

정의한다. Brown, Trevino, and Harrison (2005)은 사회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에 기초

하여 행동의 관점에서 리더들이 존경받는 윤리적 리더가 되기 위해 어떤 행동을 개발할 필

요가 있는가를 제시한다. Mihelic, Lipicnik, and Tekavcic (2010), Lawton and Páez (2014)는 

광범위한 문헌 검토를 통해 윤리적 리더가 누구인가, 그들의 특징은 무엇인가를 설명한다. 

이들에 따르면 윤리적 리더는 윤리적 행동기준을 높게 설정하고 이에 부합한 행동을 하고

자 노력하는 사람이다. 직접 자신이 윤리적 행동의 모범을 보이고, 이를 통해 조직의 윤리

적 가치에 영향을 준다. 나아가 부하들에게 윤리적 모델 역할을 하고, 신뢰와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다음 윤리적 리더십 영향 연구로, 윤리적 리더십의 조직 성과, 예를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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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직무만족이나 성과개선, 조직 몰입, 조직시민행동, 문제점 보고나 개선점 제안 등에 대한 

영향 연구들이다 (Lawton & Páez, 2014; Lu, 2014; Piccolo, Greenbaum, den Hartog, & Folger, 

2010; Toor & Ofori, 2009; Walumbwa & Schaubroeck, 2009). 윤리적 리더는 부하들의 생산적

인 업무행동을 촉진하나, 비윤리적인 리더는 그 반대이다 (Brown & Mitchel, 2010: 583). 

윤리적 리더십 측정에는 다양한 척도가 사용되어 왔다. 대표적인 것으로 Yukl, Mahsud, 

and Hassan (2013)의 Ethical Leadership Questionnaire (ELQ), de Hoogh and den Hartog (2008)

의 Ethical Leadership Work Questionnaire (ELWQ), Brown et al. (2005)의 Ethical Leadership 

Survey (ELS), Craig and Gustafson (1998)의 Perceived Leader Integrity Scale (PLIS) 등이 있

다. Brown et al. (2005)의 ELS는 가장 많이 인용되는 척도로, 10개 항목, 5점 Likert 척도

(1=strongly disagree, 5=strongly agree)이다. 하지만 보다 최근 Yukl, Mahsud, & Hassan (2013: 

39)은 윤리적 리더십 척도를 개발하면서, ELS가 중요한 몇 가지 항목을 누락하였고, 일부는 

관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de Hoogh and den Hartog (2008)의 ELWQ는 네덜란드 관리

자들과 인터뷰와 설문을 통해 윤리적 리더십 척도를 개발하였다. 하지만 Yukl, Mahsud, and 

Hassan (2013: 39)은 이 척도 역시 문장에 긍정과 부정이 혼재하거나 표현이 애매한 항목이 

있다고 말한다. 이에 따라 윤리적 리더로서의 역할을 업무, 인간관계, 변화 지향적 행동으로 

구분한 후, de Hoogh and den Hartog (2008), Brown et al. (2005), Craig and Gustafson (1998) 

등의 척도 측정 항목을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는 등의 방법으로, 5개 항목의 측정 척도를 개

발하였다. 기타 Langlois, Lapointe, and Valois (2014: 314-316)는 교육 분야 윤리적 리더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치 간의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했는가? 실제 윤리

적 상황과 도전을 조사하여, 윤리적 리더의 도덕적 행동의 3가지 유형(care, justice, critique)

을 식별한 후, 각각에 해당하는 총 30개 항목을 추출하여, 윤리적 리더십 척도를 개발하였

다.

4. 금품수수 용인도, 간접경험, 윤리적 리더십 간의 관계  

금품수수 관행의 간접경험, 즉 직무관련 금품수수가 뇌물로 금지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

고 주변에서 불가피하거나 사소한 보답이나 사례라는 등의 법적, 사회적 책임 감면 형태의 

경험이 반복해서 일어나면, 즉 그것의 발생을 조직의 구성원들이 자주 보거나 듣게 되는 경

우 부패의 학습, 즉 둔감 효과가 나타난다. 남이 다 하니까 내가 해도 괜찮다거나 그럴 수

도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부패 관행화의 패턴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위의 이론적 논의에서 

언급한 사회 구성적 관점을 적용하면 비록 금품수수로 뇌물이라고 하더라도 피치 못할 사

정, 지인 간의 사소한 인사치레, 보답으로 허용되고, 반복되는 경우, 새로운 규범과 가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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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 그것이 적용되는 상황, 맥락의 학습이 일어난다. 한편 윤리적 리더십은 반부패 정책적 

수단으로서 조직에 대한 공직윤리 투입의 시도이자 훈련이다. 리더가 윤리적 리더로서 모범, 

즉 솔선수범을 보이고, 윤리 운영, 즉 엄격한 윤리적 기준 설정과 준수를 강조하고, 교육, 

훈련과 더불어 위반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은 금품수수 용인도를 낮추고 동시에 구성원들의 

공직윤리 위반 간접경험 기회도 줄일 것이다. 다음 분석 모형 <그림 1>은 이를 반영한 변수 

간 관계의 설정이다.

<그림 1> 분석 모형

분석 모형에 기초한 세 주요 변수 간 가설적 영향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설1 (H1) : 직무관련 금품수수 간접경험이 많을수록 용인도는 높아질 것이다.

가설2 (H2) : 윤리적 리더십은 직무관련 금품수수 용인도와 부정적 관계일 것이다.

가설2a (H2a) : 리더로서의 윤리적 모범은 직무관련 금품수수 용인도를 낮출 것이다.

가설2b (H2b) : 윤리운영은 직무관련 금품수수 용인도를 낮출 것이다.

가설3 (H3) : 윤리적 리더십은 직무관련 금품수수 간접경험과 부정적 관계일 것이다.

가설3a (H3a) : 리더로서의 윤리적 모범은 직무관련 금품수수 간접경험을 줄일 것이다.

가설3b (H3b) : 윤리운영은 직무관련 금품수수 간접경험을 줄일 것이다.

가설4 (H4) : 윤리적 리더십은 직무관련 금품수수 용인도와 간접경험 간 영향 관계를 유의하게 조절하는

변수일 것이다.

가설4a (H4a) : 리더로서의 윤리적 모범은 직무관련 금품수수 용인도와 간접경험 간 영향

관계를 부정적으로 조절할 것이다.

가설4b (H4b) : 윤리운영은 직무관련 금품수수 용인도와 간접경험 간 영향 관계를 부정적으로

조절할 것이다.

위 가설의 검증에서 관심은 주요 변수 간의 영향관계와 윤리적 리더십이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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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련 금품수수 용인도와 간접경험 사이에 조절 효과 확인이다.

Ⅲ. 조사 설계

1. 자료 수집 및 측정 도구

분석 자료는 설문지법으로 수집하였다. 이 연구는 중하위직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윤리적 

리더십의 직무관련 금품수수 용인도, 간접경험을 분석하였다. 박봉진 (2013: 390, 392, 394, 

396)에 따르면, 금품수수가 공직자 범죄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5.2%로 그렇게 높

지는 않으나 직급별로는 7급에서 가장 많다. 설문 조사는 도심과 농촌, 지역적 분포의 균형

을 고려하되, 서울특별시와 전라북도 두 곳을 선정한 후, 다시 각각의 본청과 소속 기초자

치단체, 즉 서울시 구청 6곳, 전라북도 시･군･구청 13곳을 대상으로 30명씩 할당하여 실시

하였다. 5명의 조사 요원을 선발하여 목적과 질문지 문항, 조사방법 등의 교육 후, 해당 공

무원교육원 및 해당 기초자치단체 직접 방문 조사에 투입하였다. 조사는 사전 협조 요청과 

허락을 받은 후, 공무원교육원은 각 교육과정별 대표, 담당자와 일정 조율 후, 집합 조사를 

하였고, 기초자치단체 방문 조사는 개별 근무지를 방문 조사하였다. 조사는 연구에 참여 의

사를 밝힌 공직자들에 한하여 2012년 6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실시되었다. 전라북도 시･
군･구청은 13곳에서 예상보다 많은 450명이, 서울 구청 6곳은 오히려 예상보다 적은 144명

이 응답하였다. 응답 설문지 검토 결과 38매에는 무응답 항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외하

고, 총594부를 분석하였다. 

2. 주요 변수의 측정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부패나 비윤리 행동 용인도 측정에 토막 상황 사례를 사용한다. 예

를 들어, Weeks 등 (2005: 281)은 윤리적 용인도를 부패나 비윤리 16가지 항목 딜레마 상황 

사례로 측정하였다. 하지만 딜레마의 전후나 줄거리, 맥락에 대한 정보가 없는 단순 토막 

사례는 응답자들의 윤리적 판단의 고민 없이, 조직 규범, 윤리교육, 상식, 그것도 아니면 사

회적 바람직성 편향의 응답을 만들어낸다. 하지만 경험윤리 연구자들의 사회구성이론(social 

constructivism)은 ‘사회적 구성’을 현실의 사회 합의적 해석을 만들어 가는 지적 활동이고, 

윤리적 판단이나 결정은 문화적 규범의 광범위한 공유에 기초한, 즉 특정 문화, 경험, 다양

한 가치 간 갈등 학습의 결과로 해석한다 (Cottone, 2001; Cottone & Claus, 2000). 이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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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이러한 관점을 받아들여 직무관련 금품수수 용인도 측정을 단일 사례로 하되 상황, 맥

락, 관행, 한국의 전통적 가치, 문화적 특수성을 가미하여, 판단에 고민을 요구하는 딜레마 

상황을 설계하였다. 공직자 범죄임이 분명한 뇌물보다는 금품수수라는 용어를 채택하여 범

죄와 비범죄의 공존 상황을 설정하여, 직무관련 금품수수이되 이를 얼마나 관용하는가를 보

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첫째, 사례는 금품수수 용인도를 측정하는 만큼, 용인과 거부 간의 

선택을 고민하는 것이어야 한다. 둘째, 간접경험을 측정하는 만큼, 직접 경험은 못했다고 하

더라도 주변에서 흔히 듣거나 볼 수 있을만한 소재이어야 한다. 셋째, 직무관련 금품수수가 

뇌물이되, 지인의 억울한 사정, 사소한 것, 사후적 인사치레, 수고 표시 등 책임 감면 상황

을 동반한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기준을 적용, [직무관련 + 친구 부탁 + 처지 어려움 + 

잘못한 것 없음 + 억울함 + 사소한 물품선물 = 도움 제공]의 상황을 연출하였다. 분석에 사

용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K 주무관은 큰 식당을 운영하는 친구가 방문하여 만났다. 목적

인 즉, 위생검사에 적발되자 무마 청탁을 온 것이었다. 주방장이 새로운 첨가물을 개발하다

가 폐기한다는 것을 깜박 잊고 냉장고에 방치했다 적발되었다. 하지만 자신은 단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억울하다는 것이었다. 무엇보다 지금 개업 때 받은 

대출금 이자도 못 내고 있어, 과징금 처분을 받으면 너무 견디기 힘들다고 하소연 하였다. 

K는 사정이 하도 딱하여 친분 있는 담당자에 부탁했고, 사례로 10만원 상품권을 받았다.” 

윤리규정이나 교육에 따르면 현재의 사례는 뇌물이며 부패로 허용되지 않는 행동이다. 그러

나 금품이 사소하고 지인이 억울하다고 해서 도와 준 것이고, 인사치레라 선물이라고 생각

할 수도 있다.

직무관련 금품수수 용인도 응답자에게 사례 제시 후, “K 주무관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

십니까?”라고 묻고, (1) “업무 수행에서 어느 정도 용납될 수 있는 사소한 일이다.” (2) “처

벌받을 정도의 심각한 잘못은 아니다.”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5)로부터 ‘전혀 그렇지 않

다’(1)의 5점 척도에 대답하게 하였다. 두 항목의 신뢰도 분석(reliability test) 결과, Cronbach 

⍺= .801로 나타났다.   

간접경험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조사는 부패나 비윤리 행동의 직접 경험도 측정하나, 설

문조사 측정은 타당성이 낮다는 점에서, 이 연구는 간접경험만을 독립변수로 설정, 측정하

였다. 위 사례 제시 후, (1)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이런 일이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2) “과거 이런 경우를 들은 적이 있다.”를 읽게 하고, 5점 척도로 응답을 받았다. 두 항목의 

Cronbach ⍺= .735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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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적 리더십 Brown (2007: 141)은 윤리적 리더는 윤리 행동의 모델로서 윤리 규범의 전

파, 그리고 보수와 징계 등을 통해 부하들이 윤리적으로 책임있는 행동을 하도록 만든다고 

설명하여, 윤리적 리더로서의 역할을 자신의 본보기와 윤리적 운영 리더십 발휘, 두 가지 

차원으로 제시한다. 이 연구에서 윤리적 리더십은 직무관련 금품수수 용인도 및 간접경험 

개선을 위한 것으로, 리더의 두 가지 역할에 기초한 척도를 개발하였다. 각 차원별 척도 항

목은 Brown, Trevino, and Harrison (2005)과 Yukl, Mahsud, and Hassan (2013)의 것을 주로 

사용하였다. 하지만 전자의  “직원들이 말하는 것에 귀 기울인다”, “신뢰를 받는다”, “성공

을 결과만이 아닌 과정으로 정의한다” 등 윤리적 리더십과 관련성이 낮은 항목은 제외하고, 

후자에는 정직성(honesty), 진실성 (integrity), 공정성(fairness), 이타주의(altruism) 등 윤리적 

리더의 자질, 행동 측정 항목이 많으나 이들은 윤리적 리더십 차원에서의 통제나 관리가 좀

처럼 가능하지 않다는 점에서 일부 항목만 채택한 후, 한국 현실이나 표현에 적합하도록 수

정하여,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윤리적 리더십 척도 각 항목들에 대한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실시하였다 (rotation method=varimax).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윤리적 리더십의 요인분석 결과 (N=594)

문 항

추출요인 및 적재값

요인1
(리더로서의 
윤리적 모범)

요인2
(윤리 운영)

나의 상사 본인 자신은,

1 평소 자신이 말한 대로 윤리적 기준을 실천한다 .837 .375

2 공정한 의사결정을 하고자 노력한다 .876 .345

3 올바른 업무수행의 모범을 보인다 .866 .354

4 의사결정을 할 때 무엇이 올바른 것인가를 중시한다 .845 .374

5 정직한 삶을 살고 있다

나의 상사는 부하 직원들에게,

6 평소 공직윤리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7 부하들에게 자신이 업무의 공정한 처리에 많은 관심이 있음을 주지시킨다 .381 .814

8 부하들에게 윤리 기준을 숙지시키고자 노력한다 .327 .870

9 공직윤리 기준을 엄격히 적용한다 .339 .854

10 윤리 위반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386 .824

항목 수 4 4

Cronbach’s ⍺ .947 .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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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적 리더십은 애초 의도하였던 것을 반영하여, 2개 잠재적 차원의 구조로 나타났고, 

이들은 총분산의 85.014%를 설명하였다. Hair et al. (2006: 117)은 요인 적재값 (factor 

loadings) 채택의 기준 설정과 관련하여, 통계적 검증력 (statistical power) 80%, 유의수준 .05, 

상관계수 두 배의 표준오차, 표본의 크기 350의 조건에서는 요인 적재값 .30부터도 유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나, 대부분의 통계적 검증에서처럼 .40을 적용하는 만큼, 두 요인에 

중복 적재값을 가진 문항 5, 6을 삭제하고, 각각 4개 항목의 두 차원으로 결정하였다. 두 개

의 하위 요인은 각각 ‘리더로서의 윤리적 모범,’ ‘윤리 운영’으로 변수명을 만들었다. 두 차

원의 Cronbach ⍺는 각각 .947, 93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3. 인구통계학적 변수 

표본의 특성 파악 질문과 응답은, 성별은 남성(1)과 여성(0), 나이는 29세 이하(1), 30-39세

(2), 40-49세(3), 50세 이상(4), 학력은 고졸이하(1), 대/전문대졸(2), 대학원졸 이상(3)으로 제

시하였고, 직급과 근속년수는 직접 기입하도록 하였다. 다음 <표 2>는 유효 표본 594명의 

인구통계학적 특징을 나타낸다. 

<표 2> 분석 표본의 특성 (N=594)

변 수 구 분 빈 도
비율
(%)

변 수 구 분 빈 도
비율
(%)

성별
남성 398 67.0

직급

4급 2 .3

여성 196 33.0 5급 26 4.4

나이

29세 이하 20 3.4 6급 226 38.0

30~39세 176 29.6 7급 114 19.3

40~49세 271 45.6 8급 154 25.9

50세 이상 127 21.4 9급 72 12.1

학력

고졸 이하 54 9.1
근속 
년수

평균 15.7년대/전문대졸 477 80.3

대학원졸 이상 63 10.6

표본은 남성 398명(67.0%), 여성 196명(33.0%)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2배 이상 더 많은 것

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30, 40대가 447명으로 전체의 75.2%를 차지했고, 학력은 대졸(전문대

졸 포함)이 477명 (80.3%)으로 압도적 다수였다. 직급은 6급에서 8급까지가 494명 (83.1%)이

고, 근속년수는 평균 15.7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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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 방법

조절변수(moderator variable)는 독립과 종속 변수 간의 영향관계에서 제3의 변수로, 변수 

간 관계의 방향과 강도에 영향을 미친다 (Baron & Kenny, 1986: 1174). 조절변수는 종속변

수가 있고, 독립변수가 둘 이상인 영향 관계에서 변수 간의 관계를 조절하고, 영향이나 크

기는 회귀분석에서 조절변수와 독립변수와 상호작용 분석을 통해 추정한다. 직무관련 금품

수수 용인도에 대한 간접경험, 윤리적 리더십의 영향을 윤리적 리더십이 어떻게 조절하는가 

효과 추정에 Baron and Kenny (1986: 1174) 조절효과 분석 표준 모델(moderator model)을 적

용하면, 다음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조절변수 영향의 추정

직무관련 금품수수 간접경험과 윤리적 리더십은 모두 원인변수(causal variables)로서 용인

도에 영향을 미친다. 경로 a는 예측변수(predictor)의 영향, b는 조절변수(moderator)의 조절 

가능성(controllability), 그리고 c는 두 변수 간 상호작용의 영향이다. 조절변수의 영향에 대한 

가설 검증은 경로 c, 즉 상호작용항이 유의한가로 판정한다. 이 연구의 분석 초점은 주요 

변수 간 영향관계와 윤리적 리더십의 금품수수 간접경험의 용인도 효과 조절에 대한 것이

라는 점에서, 다음 회귀식을 두 단계로 나누어 검증하였다. 

1) 직무관련 금품수수 용인도  상수항  b1(직무관련 금품수수 간접경험)  b2
(윤리적 리더십) + 

2) 직무관련 금품수수 용인도  상수항  b1(직무관련 금품수수 간접경험)  b2

(윤리적 리더십)+ b3(간접경험×윤리적 리더십) + 

먼저 회귀식 1)의 독립변수의 주효과(main effects) b1과 b2,를 확인한 다음, 회귀식 2)에서 

조절항 계수 b3(조절효과)를 계산하였다. 조절효과 크기 추정은 독립변수와 조절변수 간 상

호작용 크기, 즉 조절항 (interaction term)의 모수 추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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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의 결과

1. 주요 변수의 기초 통계 및 상관분석  

가설 검증에 앞서, 주요 변수들의 평균, 표준편차, 상관관계를 검토하였다. 다음 <표 3>은 

분석 결과이다. 

<표 3> 주요 변수 평균, 표준편차, 상관계수 (N=594)

구 분 평균 SD 용인도
간접
경험

윤리적 리더십
성별 나이 학력

모범 운영

직무관련 
금품수수 

용인도 2.12 .92 1

간접경험 2.56 .97 .460*** 1

윤리적 
리더십

리더로서의 윤리적 
모범

3.61 .79 -.131*** -.165*** 1

윤리 운영 3.69 .69 -.204*** -.139*** .719*** 1

성별 .67 .47 .050 .018 .074 .080* 1

나이 2.85 .79 .099* .083* .068 .170*** .215*** 1

학력 2.02 .44 -.033 .004 .072 .100* -.137*** -.099* 1

* p<.05. ** p<.01. *** p<.001. two tailed tests.
주1: 간접경험 = 직무관련 금품수수 간접경험; 모범 = 리더로서의 윤리적 모범; 운영 = 윤리 운영이다.
주2: 주요 변수들과 인구통계학적 변수 성별, 나이, 학력과의 관계는 non-parametric correlations의 
Spearman's rho이다.

직무관련 금품수수 용인도와 간접경험의 평균값은 각각 2.12, 2.56으로, ‘약간 그렇지 않

다’(2)와 ‘보통이다’(3)의 구간에 속한다. 리더로서의 윤리적 모범과 운영의 평균값은 3.61, 

3.69로, ‘보통이다’(3)와 ‘상당히 그렇다’(4)의 중간 이상이다. 직무관련 금품수수 용인도와 

간접경험이 윤리적 리더십에 비해 5점 척도에서 1점 이상 낮았다. 용인도는 ‘약간 그렇지 

않다’에 가까운 것으로, 직무관련 금품수수 사례는 윤리규정이나 교육 상 뇌물로 금지된 것

이나 응답자들은 설문지에서 제시한 사례를 ‘어느 정도 용납될 수 있는 사소한 일이거나 처

벌받을 정도의 심각한 잘못은 아니다’에 ‘약간’만 반대하였다. 간접경험은 이보다 다소 높았

으나, 응답자들은 직무관련 금품수수 행동을 ‘업무 수행과정에서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

거나 들은 적이 있다’에 중간 정도로 답하였다. 간접경험 측정 결과는 중하위직 공직자들이 

사례와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는 노출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 한 가지는 비록 간접경험은 

있어도 응답자 자신은 상대적으로 그것을 보다 더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관분석 결과, 직무관련 금품수수 용인도와 간접경험은 r=.460 (p<.001)로 긍정적 관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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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유의하였다. 간접경험이 많을수록 용인도가 높고, 이것은 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의미이다. 윤리적 리더십의 리더로서의 윤리적 모범 요인과 윤리적 운영 요인은 둘 다 직무

관련 금품수수 용인도 및 간접경험과 부정적 관계이다. 용인도와 윤리적 리더십 두 요인인 

리더로서의 윤리적 모범과 윤리운영과의 관계는 각각 r=-.131, -.204이고, 간접경험과 이들 

두 요인과의 관계는 각각 r=-.165, -.139로, 모두 유의수준 0.001에서 유의하였다. 용인도와 

간접경험의 윤리적 리더십의 두 요인과의 영향 관계는 모두 부정적이고, 관계의 강도는 금

품수수 용인은 리더로서의 윤리적 모범보다는 윤리운영과의 그것이 보다 높았고, 간접경험

은 그 반대였다. 인구통계학적 변수 가운데 성별, 나이, 학력은 윤리적 리더십 가운데 윤리

운영 요인과 긍정적 관계가 있었다 (r=.080, p<.05; r=.170, p<.001; r=.100, p<.05). 즉 남자일

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자신의 상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많은 연구

자들이 여자가 남자보다 엄격한 윤리적 기준을 적용하고, 보다 높은 윤리적 행동이나 민감

성을 보인다는 것을 보고한다 (Ho, Li, Tam, & Zhang, 2014; Lund, 2008; Simga-Mugan et al., 

2005). 금품수수 용인도, 간접경험은 모두 나이가 많을수록 높았다(r=.099, p<.05; r=.083, 

p<.05). 이것은 고길곤･조수연 (2012: 213)의 “특히 젊은 세대의 (부패) 관행 수용도가 높아 

선물이나 촌지등과 같은 행위를 부패가 아닌 행위로 이해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과는 반대이다. 

2. 전북과 서울 지역 간의 차이

표본은 전라북도 시･군･구청 13곳 450매, 서울특별시 구청 6곳 144매의 합이어서, 독립표

본(independent samples) T-Test를 통하여 두 집단의 주요 종속 및 독립 변수에 대한 인식 차

이를 검토하였다. 직무관련 금품수수 용인도와 간접경험은 Levene 검정에서 등분산이었고 

(F=.482, Sig.= .488; F=.215, Sig.=643), 가설 검정에서 직무관련 금품수수 용인도와 간접경험

만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윤리적 리더십 (리더로서의 윤리적 모범과 윤리운

영)에서는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다음 <표 4>는 그 결과이다.

<표 4> 서울특별시와 전라북도 응답자 집단 간 인식의 차이 (N=594)

구 분
평균(표준편차) 평균 

차이
T 값

서울특별시 (N=144) 전라북도 (N=450)

직무관련 금품수수 용인도 1.88 (.84) 2.20 (.93) .322 3.700***

간접경험 2.20 (.90) 2.67 (.96) .473 5.231***

*p<.05; **p<.01; ***p<.001. 2-tailed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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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 금품수수 용인도는 전라북도 응답자들 평균이 2.20으로 서울시 응답자들의 그

것보다 .322만큼 더 높았고, 이것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t=3.700, p<.001). 간접경험도 전

라북도 응답자 집단이 더 높았다 (t=5.231, p<.001). 서울특별시 표본보다 전라북도 표본이 

직무관련 금품수수 의심 행동을 두고 보다 더 ‘업무 수행에서 어느 정도 용납될 수 있는 사

소한 일’이거나 ‘처벌받을 정도의 심각한 잘못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간접경험의 경우도 

‘업무수행 과정에서 보다 더 그런 일이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거나 ‘과거 이런 경우

를 들은 적’이 있다고 느끼고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하 회귀분석에서는 지역, 즉 응답

자가 어느 지역 응답자인가를 통제하였다.

3. 금품수수 용인도와 간접경험, 윤리적 리더십 간 영향 관계의 검증  

직무관련 금품수수 용인도, 간접경험, 윤리적 리더십 간의 영향 관계 가설 1, 2, 3 검증을 

위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앞서의 상관분석에서 금품수수 간접경험과 윤리적 리더십의 

하위 요인들 간에는 상관계수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를 

검사하였다. 다중공선성 문제 여부의 판별기준은 공차한계(tolerance) < .20 이나 .10, 또는 

VIF > 5 또는 10인데 (O’Brien, 2007: 673), 리더로서의 윤리적 모범의 공차한계는 .475, 윤

리운영은 .465, VIF는 각각 2.105, 2.148로 문제가 없었다. 이하 회귀분석에서는 독립변수 간

접경험, 윤리적 모범과 운영 각각의 금품수수 용인도에 대한 기여를 분리해서 확인하고, 

Adjusted R제곱 증가분과 유의도 검토를 목적으로 계층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다음 <표 5>는 회귀분석의 결과이다. 

<표 5> 직무관련 금품수수 용인도에 대한 주요 변수들의 회귀분석 결과 (N=594)

구 분
직무관련 금품수수 용인도

간접경험
모형 1 모형 2 모형 3

B Beta t값 B Beta t값 B Beta t값 B Beta t값
상수 .939 4.107*** 1.183 4.330*** 1.496 5.357*** 3.073 10.271***

간접경험 .426 .448 12.014*** .416 .438 11.616*** .407 .429 11.515***
윤리적 
리더십

모범 -.071 -.060 -1.625 .120 .102 1.964* -.120 -.098 -1.699
운영 -.306 -.231 -4.380*** -.117 -.084 -1.433

지역 .081 .038 .883 .075 .035 .822 .099 .046 1.099 .478 .212 4.624***
성별 .087 .045 1.190 .095 .049 1.295 .096 .049 1.328 .000 .000 -.011
나이 .034 .029 .694 .039 .033 .785 .065 .056 1.336 .003 .002 .045
학력 -.061 -.029 -.788 -.050 -.024 -.651 -.022 -.010 -.283 -.010 -.004 -.109
F 값 32.944*** 27.970*** 27.458*** 7.661***

Adjusted R2 .212 .214 .238 .063
* p<.05. ** p<.01. *** p<.001. 2-tailed tests.
주: 모범 = 리더로서의 윤리적 모범; 운영 = 윤리운영; 간접경험 = 직무관련 금품수수 간접경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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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분석 모형 1, 2, 3의 Adjusted R2는 각각 .212, 214, .238로 모두 유의하였다 (p<.001). 

간접경험의 회귀계수는 각각 b= .426, .416, 407로 둘 모두 유의하였으나(p<.001), 영향 관계

는 긍정적이고, 윤리적 리더십 요인들이 모델에 하나씩 차례대로 투입되자 영향을 매번 약

간씩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모델 3에서 Beta 값을 기준으로 보면, 간접경험의 종속변수

에 대한 영향은 윤리운영의 거의 두 배에 가까웠다. 이러한 결과는 가설1 (직무관련 금품수

수 간접경험이 많을수록 용인도는 높아질 것이다.)을 지지한다. 반면 용인도에 대한 윤리적 

리더십 가설2는 부분적으로 지지한다. 즉 가설2a (리더로서의 윤리적 모범은 용인도를 낮출 

것이다)는 오히려 용인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 기각되었다(t=1.964, p<.05). 하지만 가설2b 

(윤리운영은 직무관련 금품수수 용인도를 낮출 것이다)는 유의하여 채택되었다(t=-4.380, 

p<.001). 윤리적 리더십 중 윤리운영 요인의 금품수수 용인도를 낮추는데 유력한 효과는 직

접적으로 부하들의 엄격한 윤리기준, 윤리의식을 생성하는 효과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리더로서의 윤리적 모범 요인은 직무관련 금품수수 용인도와 긍정적 관계이다. 앞의 

<표 3>을 보면, 윤리적 모범은 금품수수 용인도과 부정적 관계가 있었다 (각각 r= -.131, 

p<.001). 그러나 회귀분석에서는 막상 그 효과가 사라지고 오히려 반대의 긍정적 영향 관계

가 나타난 것이다. 계층적 회귀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모델 1에서는 금품수수 용인도와 

간접경험의 긍정적 관계가 유의하였고, 모델 1에서 리더로서의 윤리적 모범은 부정적 관계

이나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모델 3에서 윤리운영이 독립변수로 포함되자, 윤리적 모범은 

오히려 유의한 긍정적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윤리적 리더십의 윤리적 운

영 차원이 윤리적 모범의 용인도에 대한 영향을 대체하기 때문이다. 즉 윤리적 모범은 용인

도에 부정적 관계이나 윤리운영을 통해 용인도에 그러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뜻이다. 리

더가 윤리적 모범을 보일수록 윤리운영을 높이나, 윤리운영은 용인도를 더 큰 폭으로 떨어

뜨려, 결과적으로는 윤리적 모범이 용인도를 유의하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간접

경험 회귀모형에서는 응답자가 어느 지역인가의 영향이 가장 유의하였다. 리더로서의 윤리

적 모범과 윤리운영의 회귀계수는 각각 b= -.120 (p>.05), -.117 (p>.05)로, 간접경험에 대한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가설3의 3a (리더로서의 윤리적 모범은 직무관련 금품수수 간접경

험을 줄일 것이다), 3b (윤리운영은 직무관련 금품수수 간접경험을 줄일 것이다) 모두 기각

되었다. 이상을 요약하면 다음 <그림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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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분석 결과

윤리적 리더십의 두 요인이 금품수수 용인도는 유의하게 저하시키나 간접경험에 대한 영

향은 유의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금품수수 용인도를 줄이고자 한다면 간접경

험 인식을 줄여야 하고 반대로 윤리운영은 강화해야함을 시사한다. 하지만 이것은 용인도와 

간접경험의 관계에서 윤리적 리더십의 조절적 역할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이 연구의 목

적은 조절 효과의 추정이다.

4. 윤리적 리더십 조절효과의 추정  

종속변수 직무관련 금품수수 용인도에 대한 독립변수 간접경험과 윤리적 리더십의 영향 

관계에서 윤리적 리더십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고자, 2차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 <표 

6>는 그 결과이다.

<표 6> 윤리적 리더십의 조절효과 추정 (N=594)

구 분
직무관련 금품수수 용인도

B Beta t 값
상수 -.102 -.220

 간접경험(A) 1.067 1.124 5.921***
윤리적 
리더십

리더로서의 윤리적 모범(B) .012 .011 .076
윤리운영(C) .221 .167 1.181

조절항
A*B .069 .142 .590
A*C -.425 -.877 -3.122**

지역 .105 .049 1.181
성별 .078 .040 1.086
나이 .065 .056 1.349
학력 -.008 -.004 -.111
F 값 23.570***

Adjusted R2 .255
* p<.05. ** p<.01. *** p<.001. 2-tailed tests.
주: 간접경험 = 직무관련 금품수수 간접경험이다.; 지역은 서울특별시=0, 전라북도=1의 더비 변수(a 
dichotomous dummy)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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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용인도 회귀모형 Adjusted R2는 .25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F=23.570, p<.001). 

앞서와 비교하면, 윤리적 리더십 조절항이 추가된 결과, 모델의 설명력은 다소 증가하였다. 

조절효과 ‘간접경험 * 리더로서의 윤리적 모범’은 유의하지 않고, ‘간접경험 * 윤리운영’만 

유의하였다 (b1=.069 p>.05; b1= -.425, p<.01). 윤리운영이 간접경험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직

무관련 금품수수의 용인도를 저하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윤리운영 조절효과의 방

향과 크기를 Beta 값을 통해 간접경험의 그것과 비교하면, 방향은 반대이고, 크기는 그것보

다 상당히 작다. 분석 결과에서 주의 깊게 볼 것은 앞의 <표 5>와 비교해 Adjusted R2가 다

소 증가하고, 조절 효과가 유의한 대신, 이전 회귀분석에서 유의하였던 윤리적 리더십의 용

인도에 대한 영향이 사라졌다는 점이다. 윤리적 리더십이 직무관련 금품수수 용인도를 낮추

는 효과가 사실은 거의 윤리적 리더십의 간접경험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응답자가 금품수수 간접경험을 많이 할수록 용인도가 높아지는데 리더가 부

하들을 대상으로 윤리운영 리더십을 보다 강력하게 발휘할 경우, 용인도를 떨어뜨리는 것으

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가설4a를 기각하고, 가설4b (윤리운영은 직무관련 금품수수 용

인도와 간접경험 간 영향 관계를 부정적으로 조절할 것이다.)를 지지한다. 윤리적 리더십 두 

요인 모두가 조절적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고 윤리운영 요인만 그러한 효과가 있음을 의미

한다. 또 한 가지는 <표 5>와 비교할 때 조절변수 도입 후 간접경험의 영향이 크게 증가하

였다는 사실이다. 조직 구성원들이 윤리적 리더십 중 윤리운영을 높게 인지하면 할수록 간

접경험은 낮아지나 간접경험의 금품수수 용인도 증가 효과는 그보다 훨씬 크다는 뜻이다. 

5. 요약 및 시사점

이상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주목을 할만 점은 크게 세 가지이다. 먼저 직무관련 금품

수수 간접경험은 독립변수로서 용인도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특히 간접경험 영향의 크기

는 윤리적 리더십의 그것보다 훨씬 큰 것이었다. 또 윤리적 리더십 중 윤리운영의 조절효과

만 용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윤리운영 요인의 조절효과는 간접경험의 종속변수에 대

한 그것보다 크기가 작았다. 또 윤리운영 요인의 용인도를 낮추는 효과는 독자적이기보다는 

간접경험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것이었다. 분석 결과의 시사점은 여러 가지이다. 첫째, 직무

관련 금품수수 용인도를 낮추고자 한다면 간접경험의 긍정적 효과가 큰 만큼, 먼저 간접경

험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 모색이 필요하다. 하지만 간접경험은 직접 또는 단기적 

통제가 좀처럼 가능하지 않다는 점에서, 차선책으로 윤리적 리더십 강화를 통한 용인도와 

간접경험 축소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윤리운영, 즉 리더의 윤리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윤리

적 리더십의 발휘가 그것이다. 윤리프로그램의 구성요소가 무엇인가는 연구자에 따라 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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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Proenca (2004)는 윤리규정 (code of ethics), 윤리담당관 (ethics officer), 윤리훈련 프로그

램, 윤리감사시스템, 핫라인의 다섯 가지를, Ethics Resource Center (2005)는 행동강령 (codes 

of conduct), 윤리훈련 (ethics training), 윤리 자문과 정보를 제공하는 메커니즘, 익명의 비리 

신고 채널, 윤리기준 위반자에 대한 징계, 직원의 윤리적 성과 평가, 여섯 가지를 제시한다

(Park & Blenkinsopp, 2003). 이 연구에서 윤리운영은 리더가 직원들에게 공정한 업무 처리

에 대한 관심을 주지시키고, 윤리 기준을 숙지하도록 하며, 공직윤리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

고, 위반 시 적극적으로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하는 것이었다. 윤리운영은 특히 간접경험과 

상호작용을 통해 직무관련 금품수수 용인도를 유의하게 저하시켰다. 윤리운영 강화가 간접

경험을 줄이고, 그것을 통하여 다시 직무관련 금품수수 용인도를 낮추는 역할을 한다는 의

미이다. 용인도와 간접경험을 낮추고자 한다면 윤리운영 강화가 반부패 정책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윤리적 리더십의 윤리운영 차원은 리더로서의 윤리적 모범이 직무관련 금품수수 용

인도에 미치는 효과를 대체하였다. 이것은 윤리적 모범의 효과는 사실상 윤리운영을 통해 

나타난다는 뜻이다. 이는 국가청렴위원회가 고위공직자 청렴도 개선을 목적으로 청렴도 조

사를 설계하는 경우 방법론의 적합성 여부를 떠나 윤리적 모범 관련 문항에 집중하거나 초

점을 두는 것은 직무관련 금품수수 용인도 개선에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

한다. 

셋째, 윤리운영은 조절효과를 통하여 용인도를 낮추었다. 윤리운영은 용인도에 직접 영향

을 주기보다는 간접경험을 낮추고, 감소된 간접경험으로 용인도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였

다. 고위공직자 청렴도 조사는 리더의 윤리적 모범보다는 조직이나 인사 분야 관련 리더의 

엄격한 윤리적 운영에 관한 것으로 측정 항목을 구성하여야 효과적으로 간접경험의 축소를 

이끌어낼 수 있고, 이를 통한 금품수수 용인도 감소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직무관련 금품수수 용인도나 간접경험은 지역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연구를 

통한 체계적 검증이나 공직윤리 관련 서베이 연구에서 이와 관한 집중적 논의나 강조는 아

직 없었으나 서울과 지방간에 부패나 관련 인식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 존재 가능성을 시사

한다. 이 연구에서 서울은 직무관련 금품수수 용인도나 간접경험 모두에서 지방보다 낮았다. 

서울이 용인도가 낮고 금품수수 발생을 그만큼 억제할 윤리적 환경이 구축 또는 작동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반부패 전략이나 프로그램 운영 시 이러한 지역적 특성의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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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한계와 미래 연구의 방향

이 연구는 부패의 핵심 형태라고 할 수 있는 금품수수를 대상으로 중하위 공직자들의 용

인도와 간접경험, 윤리적 리더십 간의 영향 관계와 반부패 정책수단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는 윤리적 리더십의 조절적 역할을 검토하였다. 이전 연구들과 달리, 부패인가 아닌가의 

단순 사례가 아니라, 사회구성적 관점에서 금액의 규모, 집단주의, 연고주의, 면책의 사유 

등 다양한 갈등적 가치가 내재된 상황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종속 및 독립변수를 측정하였

다. 하지만 설문지 방법을 통한 부패 또는 비윤리 행동 용인도 분석의 여러 방법론적 개선

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첫째, 실제 영향이나 조절이 아닌 인식 상의 검증이었다. 기대나 

인식이 아닌 현실적 영향 관계가 그럴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이다. 둘째, 부패나 범죄에 대

한 영향 요인 분석에 설문지법은 적절한 자료수집 방법이 아니라는 점에서 범죄로서의 뇌

물 대신에 직무관련 금품수수라는 용어를 썼으나, 기입식 질문지법(self-report questionnaires)

은 본질적으로 응답자로 하여금 윤리규정이나 교육에 따른, 그것이 아니어도 사회적 바람직

성에 의한 편향(social desirability bias), 관대화 편향(leniency bias)의 문제 등을 야기할 수 있

다. 이 연구도 이러한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셋째, 금품수수가 공직부패의 전형적 형

태라는 점에서 이를 배경과 조건, 갈등적 가치를 반영한 상황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관련 

변수를 측정하였으나, 부패 형태가 다양한 만큼 이러한 방법은 일반화를 제약한다. 넷째, 중

하위직 공직자 대상, 서베이 방법만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는 점에서, 공통 방법(common 

method) 또는 단일 자료원(single source bias) 편향도 문제가 될 수 있다. Simga-Mugan et al. 

(2005)에 따르면, 윤리적 민감성은 관련 이슈가 본인(principals), 대리인(agents), 사회나 제3자 

(third parties)에 대한 의무나 책임과 어떻게 관련되어있는가에 따라 다르다. 이 연구는 단일 

자료원, 한 가지 방법으로 데이터를 수집한 것이어서, 다양한 자료원, 데이터 수집 방법 간

의 차이를 포착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었다. 기타 부서나 업무 별로 용인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고려되지 않았다. 또 종속변수 직무상 금품수수 용인도와 독립변수 간접경험 간

의 내생성(endogeneity)의 가능성도 있다. 용인도가 낮아지면 직원들 각자는 자신의 비윤리 

행동을 자제, 경계하게 되면서 장기적으로는 조직 전체의 금품수수를 낮추고 간접경험도 줄

일 것이다. 이런 경우 간접도의 용인도에 대한 영향 추정은 비효율성이 증가한다. 이 연구

에서는 일단 둘 간의 인과적 선후가 분명하고, 용인도는 본인의 직접 인식이고 간접경험은 

주변을 통해 형성된다는 점에서, 내생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윤리적 리더십은 부패나 비윤

리 행동 용인도 통제를 위한 효과적 정책적 수단이다. 용인도가 높다는 것은 공직사회에서 

심리적 견제, 억제, 제지가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리적 리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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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상대적으로 새로운 분야이다 (Stouten, van Dijke, & De Cremer, 2012: 2-3), 윤리적 

리더십의 어떤 점이 용인도를 낮추는가는 청렴정책에 중요한 만큼, 미래의 용인도, 윤리적 

리더십 연구의 과제는 위의 방법론적 한계를 개선하는 것부터 윤리프로그램의 개별 요소들

의 용인도 및 간접경험에 미치는 효과, 이들의 지역 간 편차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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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oderating Effects of Ethical Leadership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olerance of Bribery and Indirect 

Experience of Bribery

Yirang Jang and Heungsik Park

This study explored the relationship between bribery tolerance, indirect experiences 
of bribery, and ethical leadership, and specifically estimated the moderating effect of 
ethical leadership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olerance of bribery and indirect 
experience of bribery. Based on a literature review of corruption and ethical tolerance 
and ethical leadership, hypotheses were developed to answer the research questions. 
Ethical leadership was defined as a construct with two components, a leader’s role as 
a model of ethical behavior and as a manager of workplace ethics. Using a survey 
method, this study collected data from 594 mid-to-low-level government officials in 
two local governments,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d North Jeolla Province.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indirect experiences of bribery positively affect 
tolerance of bribery while ethical leadership has a negative association with bribery 
tolerance. Ethical leadership also completely moderated the relation between the 
indirect experiences and tolerance of bribery. The results of this study imply that an 
ethical leader is important for reducing tolerance of bribery and indirect experiences 
of bribery. This research adds considerable depth to our understanding of what role 
ethical leadership and indirect experiences of bribery play in deterring potential bribery 
and how the question items in a government integrity survey can be improved to 
diminish bribery tolerance.

【Keywords: bribery tolerance, ethical leadership, indirect experiences of

corrup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