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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본 논문은 반부패, 청렴관리의 실질적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찾기 위

해 우리나라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부패가 행정효율성과 어떤 관계를 가

지는 경험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다음의 몇 가지 측면에

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먼저 지방정부의 부패를 분석대상으로 한다는 

점이다. 지방정부는 주민의 생활에 밀접한 공공서비스 전달 행정을 수행

하여 부패로 인한 파급효과가 중앙정부와 비교할 때 더 직접적이므로 부

패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대상이나 지방정부 부패의 파급효

과에 대한 이해를 돕는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우리나라 지방정

부는 지방정치인 및 공무원과 토호세력의 유착구조와 지방행정의 폐쇄성 

등으로 인하여 비리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방정부의 권

한과 기능이 확대되면서 이러한 지방정부 부패는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

가 되어 왔다. 행정학 분야에서도 다수의 연구들이 지방정부의 사례들을 

바탕으로 지방정부의 부패실태를 진단하고 원인과 대응방안을 제시해 왔

다. 

그러나 지방정부 부패의 원인 분석과 대응방안 마련에 선행되어야 할 

것은 부패가 과연 어떤 부정적 파급효과를 가지는지 이해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지방정부 부패와의 관계적 맥락 하에서 ‘지방행정의 종합적 

효율성’을 고려함으로써 기존의 부패연구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부패영역에서 경험적 연구가 소홀했던 것은 부패 측정문제 외에도 현

실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부패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유형화하지 못한 

이유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지방정부 수준에서 어떠한 부패가 발

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검토하여 우리나라 지방정부 부패의 개념



과 특성을 이해하고 이러한 부패들이 행정효율성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에 대한 논리적 설명모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지방정부 부패와 행정효율성의 관계를 계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기존의 부패연구들에서 노정되었던 방법론적 문제를 해결할 필요

가 있었다. 먼저 부패측정상의 문제에 대하여, 부패에 대한 인식을 측정

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외부청렴도 및 내부청렴도 점수를 기초적으로 활용

하고, 관측된 부패수준을 나타내는 공무원 징계자료를 검토하여 보완적

으로 활용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부패연구에서 부패척도의 불완전성을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인식된 부패와 관측된 부패를 구분하여 부패

척도 선택이 분석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방법론적인 지식

을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부패연구에서는 거의 다루

어지지 않았던 행정효율성을 주요 변수로 고려하되, 자료포락분석 방법

으로 지방행정의 종합적인 효율성을 측정함으로써, 단일 변수를 이용한 

효율성 측정이나 주관적 판단에 의한 효율성 측정방식보다 효율성 개념

의 측정 타당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 연구 질문에 답하고자 하였다. 첫째, 지방정

부의 인식된 부패인 청렴도가 기술적 효율성과 관련이 있는가? 둘째는 

인식된 부패가 지방정부의 주민생활 만족도와 관련이 있는가? 셋째는 지

방정부의 관측된 부패가 기술적 효율성과 관련이 있는가? 이를 위해 

2008년부터 2014년까지의 7개년도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에 대

하여 실증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주된 방법으로 지방정부의 효율성

과 부패간의 관계에 대한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하되 효율성의 특성을 고

려하여 토빗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공공기관의 효율성 측정 방법으로 

널리 받아들여진 자료포락분석(DEA) 방법으로 기술적 효율성을 계산하

고, 공공서비스의 질적 측면을 포함하는 효율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서울



특별시에서 측정하는 주민생활 만족도를 활용하였다. 인식된 부패는 국

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점수를 활용하였고, 관측된 부패는 지방자치단체

별 공무원 징계자료를 활용하였다. 또한 부패의 순기능에 대한 기능주의

적 견해가 시사하듯이 지역의 발전정도에 따라 효율성과 부패의 관계가 

달라질 것으로 가정하고, 지역발전도를 조절변수로 고려하였다. 

분석에 앞서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부패사례를 조사한 결과, 부패 유

형을 크게 두 범주로 나누어 파악할 수 있었다. 하나는 행정조직 외부에

서 부패의 구매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부패로 인허가 관련 부패, 입

찰 및 계약과 관련된 부패, 공유자산 매각 및 도시계획과 관련된 부패이

고, 다른 하나는 지방정부조직 내부에서 발생하는 인사권 남용과 세무관

리 및 보조금 지급업무 등 재정운용과 관련된 부패이다. 이들 부패를 부

패거래와 관련된 구성요소별로 분석하였는데, 인허가 관련 부패와 입찰 

및 계약과 관련된 부패, 공유자산 매각 및 도시계획과 관련된 부패는 비

교적 관찰가능성이 높은 반면 인사권의 행사나 세무행정, 보조금 행정 

등의 재정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패는 내부 구성원들에 의해 인지될 

수 있지만 은밀히 행해져 관측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전자는 외부청

렴도와, 후자는 내부청렴도와 논리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

행정효율성은 투입대비 산출의 기술적 효율성과 산출물의 질적 측면

을 포함하는 만족도를 모두 고려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와 관련이론을 

검토하여 부패는 레드테입 형성, 가격왜곡효과, 수량왜곡효과, 조직내외

의 부정적 인식을 통해 행정효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기능주의적 측면에서 주장하듯이 오히려 지역발달과 행정의 원활한 수행

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음을 정리하였다.

먼저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유형별로 지방정

부가 직면한 자원과 행정수요가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지역발전도 또한 서로 다른 지방자치단체 유형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

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차이와 DEA 효율성을 비교하여 실제 행정효율

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가 높거나 낮게 나타나는 지방정부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

으로 관측되었는데, 이는 이론적 검토에서 지적하였듯이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가 서로 다른 측면의 지방정부 부패를 측정하고 있음을 실증

하는 것으로 보았다. 뿐만 아니라 DEA로 도출한 효율성점수와 주민생활

만족도도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효율성과 만족도는 

단일한 차원의 변수라기 보다는 독립적인 차원임을 제시한다.

부패와 효율성의 관계 분석에서는 먼저, 221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

으로 인식된 부패인 청렴도와 기술적 효율성의 관계를 토빗-패널회귀분

석으로 검토하였다. 외부청렴도는 낙후된 지역인가와 무관하게 기술적 

효율성과 정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지방정부 유형별

로 살펴보면 구지역에서는 효율성과 관련이 없지만 시, 군 지역에서는 

효율성과 정의 관계에 있었다.

내부청렴도는 낙후지역에서만 효율성과 음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열악한 행정환경에서는 행정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자원

의 편법적 배분이나 인사비리가 부분적으로 행정의 비효율을 치유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지만 지역발전에 따라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지방

정부 유형별로는 구 지역에서 내부청렴도가 효율성과 정의 관계를 보이

는 반면 시, 군 지역에서는 효율성과 음의 관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이러한 결과 차이는 구 지방정부와 시, 군 지방정부가 직면한 자원

과 행정수요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판단하였다. 즉 자치구 지방정부는 행

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해야 할 필요성이 높고 재량적 자원배분의 가능성

이 낮은 환경이므로 일선관리자가 고객인 민원인이나 민원기관과 저지르



는 부패가 행정 전반의 기술적 효율성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청렴도와 주민생활만족도의 관계를 분석해 보았다. 주민생

활만족도는 10점 척도의 연속형 변수이므로 시간고정효과를 고려한 패널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외부청렴도는 서울시 자치구의 효율성

뿐만 아니라 1년 후의 주민생활만족도와도 유의미한 정의 관계에 있으

나, 내부청렴도는 효율성과 약한 정의 관계에 있을 뿐, 주민생활 만족도

와 유의미한 관계를 발견할 수 없었다. 거꾸로 말하면 지역주민이 생활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지역은 지역정부에서 경험하는 행정서비스의 

청렴도가 높은 지역이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관찰된 부패인 지방공무원의 징계건수는 지방정부의 효율

성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여주지 못하였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부패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함의를 가진

다. 첫째는 부패인식척도의 타당성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민원인이나 민원기관이 경험한 부패 또는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인식

이 실제 지방정부의 부패 수준을 적절히 드러내는 척도임을 인정할 수 

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오히려 객관적으로 관측된 징계건수라는 실측

자료보다 부패수준을 더 적절히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

은 부패연구에서 부패의 대리변수로 관측된 부패보다는 청렴도 점수를 

활용하는 것의 타당성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다. 또한 외부에서 인식한 

부패와 내부에서 인식한 부패가 실제로 부패의 다른 측면을 측정하고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지방정부가 얼마나 부패했는가에 대한 인식이 그 지방정부가 

얼마나 일을 효율적으로 하는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다. 그동

안의 부패연구는 부패문제를 당위적인 관점에서 점근하거나, 부패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히거나, 또는 부패인식 변화의 효과에 

대한 연구라 하더라도 부패정도를 단순히 조직문화적 차원에서 고려하거

나 경제발전 또는 해외직접투자 등 거시적, 재정적 변수와의 관계를 고

찰하는데 그쳤다. 실제로 부패한 조직이 부패를 통해 일을 잘 하는 것으

로 나타날 것인지는 학술 연구의 사각지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 연구는 부패가 실제로 행정의 기술적 효율성과 효과성에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임으로써, 부패가 공무원들의 행태와 자원배분

을 통해 어떻게 실질적으로 정부조직의 서비스 생산을 위한 투입과 산출

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이론적 주장들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에 대

한 논거로 활용될 수 있다. 

셋째, 지방정부의 성과를 분석할 때 행정효율성과 시민만족도는 서로 

다른 차원을 나타낸다는 점이다. 일부에서는 시민만족도와 행정효율성을 

유사한 개념으로 간주하기도 하지만 본 연구결과는 지방정부의 성과의 

상이한 차원을 대표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시민만족도를 효율성의 대리변수로 이해하거나 그 반대로 활용하

는 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본 논문의 연구결과로부터 반부패 정책 설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먼저 부패의 긍정적 기능에 대한 주장이 

정당화 될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다. 낙후된 지역사회에서

는 지방정부의 정책집행 절차가 미흡하거나 의사전달체계가 원활히 작동

을 못하고 신뢰에 기반한 관계가 제도화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

우에는 적법한 절차와 규율을 우회하여 편법적인 방법으로 정책집행을 

추진함으로써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높은 행정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논문의 실증분석 결과 이러한 효과는 낙후된 환경의 

지방정부에 한정되는 것이며, 그러한 방법으로는 기술적 효율성을 향상



시키기 어렵다. 즉 부패의 순기능은 발전된 지자체에서는 정당화되기 어

려운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지역주민이 지역정부가 청렴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생활 만

족도가 긍정적으로 형성된다. 반대로 이해하면 공공서비스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지방정부가 불투명하고 무책임한 

업무처리를 한다고 인식하는 곳에서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만족도도 낮

게 형성된다. 즉 공정하고 투명하고 적법한 업무처리가 양질의 공공서비

스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지역주민

의 신뢰와 지속가능한 상호관계를 추구하는 지방정부에서는 공공서비스 

생산의 양적 측면 뿐만 아니라 서비스 전달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패

요소를 없애기 위한 제도 마련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

주요어 : 지방정부 부패, 행정효율성, 자료포락분석, 청렴도, 지역발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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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의의

공직사회에 만연한 부패 척결에 대하여 국내외적 요구가 높으나1) 정

부가 청렴관리(integrity management)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효율성 관점에서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반부패 

노력에 투입되는 비용은 비교적 명확하고 즉시 발생하는데 반해 그로 인

한 효과는 가시성이 떨어지고 검증하기 어려운 데다가, 청렴성과 행정효

율성간의 상충관계(trade-off)에 대한 인식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판은 부패가 효율성 개선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기능주의적 관점

이나(Nye, 1967; Leff, 1964; Huntington, 1968), 부패를 완전히 근절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최적이 아니라는 공공경제학적 시각에 의해서도 뒷받침

된다(Becker and Stigler, 1974; Anechiarico, 1996). 

신공공관리적 패러다임에 따른 성과주의가 보편화된 오늘날, 부패와 

행정효율성의 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반부패 제도에 대한 지지를 

약화시키는 원인이 된다. 이러한 시각은 민선자치시대 이후의 우리나라 

지방정부에서 더욱 강하다. 지방정부 부패의 심각성은 지속적인 중앙행

정기관의 기능이양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가치배분 기능이 강화되

어 가는 시대적 변화와 맥을 같이 한다(김성호 ․ 황아란, 2000).2) 작고 효

1) 중국, 필리핀 등을 위시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부정부패 척결을 국가적인 과제로 인식해 
왔다. 국내적으로도 최근 공직부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2016.09.28. 시행)이 시행된 것은 우리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을 정도로 만연하다는 인식과 함께 청렴한 정부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2) 실제로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로 지방자치단체 장의 사법처리 건수는 꾸
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민선 1기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 중에서 23명(9%), 2기 60
명(24%), 3기 78명(31%)이 사법처리되었고, 4기의 지방자치단체장도 2010년 4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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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적인 정부를 구현하고 지방정부의 자치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행정

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반부패기구를 통합, 축소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권한남용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제도를 마련하지 못한 것은 지방정부 부

패를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오랫동안 정부부패에 관한 연구들이 상당히 축적되어 왔음에

도 불구하고 청렴한 정부구현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하여 규범적․ 직관적 

논증을 넘어 경험적으로 검증하려는 시도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지방정부3)의 부패문제를 대상으로 하는 경험적 연구는 더욱 찾아

보기 어렵다. 그 원인은 첫째, 부패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

이다. 부패는 본래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고 규모 파악이 힘들다. 그동

안 축적되어 온 부패 관련 연구들은 대부분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

지수(CPI), 세계은행의 부패통제지수(CCI) 등 부패인식척도를 활용하므로 

척도의 타당성에 대한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둘째, 부패연구는 연구대

상 및 범위에 현실적 제약이 존재한다. 부패를 경험적으로 고찰한 대부

분의 연구는 국가를 분석단위로 부패와 경제발전, 경제성장, 정치발전의 

관계를 논증하는 등 거시적 수준의 연구가 대종을 이루어 왔기 때문에 

부패를 둘러싼 개별국가의 특수한 맥락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그 결과 한 국가 내의 지방정부 수준에서의 경험적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되어 왔다. 분석의 시간적 범위에서도 횡단면 연구가 주를 이루

어 부패의 영향에 대한 보편적인 근거로 활용하기에는 부족하다. 행정효

율성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 경제적 지표가 동태적으로 변화하고 부패 

광역자치단체장 5명을 포함하여 총 118명이 재직 중의 범죄로 기소된 바 있다(박세정, 
2006; 중앙일보, 2010.05.26). 

3) 지방자치행정의 주체로서 국가로부터 행정권의 일부를 부여받은 공법인을 지방자치단체
라고 한다. 지방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실체로서 하나의 퉁치주체를 말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도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운영과정까지 지칭하는 사회과학적
인 의미를 포함하는 것으로 양자는 개념적으로 다르나(임승빈, 2015), 대부분의 학자 및 
실무자들은 양자를 구별 없이 사용하고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도 구별하지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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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횡단면 분석을 이용하여 부패와 행

정효율성 간의 일반적인 관계를 유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셋째, 공직부

패가 정부조직관리 차원에서 가지는 의미를 찾으려는 노력이 부족했다. 

우리나라의 공직부패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반부패 제도 자체의 효

과를 평가하거나, 개인 수준에서 부패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

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기 때문에(이정주, 2012; 윤기찬 외, 2012; 김준

석 외, 2011; 김상헌․김은지, 2011; 전오진, 2009), 부패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규범적 차원을 넘어선 실증적 근거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 부

패관리. 행정관리적 측면에서 부패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경험적 

증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 논문은 반부패, 청렴관리의 실질적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찾기 위

해 우리나라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부패가 행정효율성과 어떤 관계를 가

지는 경험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몇 가지 측면에서 의의

를 찾을 수 있다. 먼저 ‘지방정부의 부패’를 분석대상으로 한다는 점

이다. 지방정부는 주민의 생활에 밀접한 공공서비스 전달 행정을 수행하

여 부패로 인한 파급효과가 중앙정부와 비교할 때 더 직접적이므로 부패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대상이다. 특히 우리나라 지방정부는 

지방정치인 및 공무원과 토호세력의 유착구조와 지방행정의 폐쇄성 등으

로 인하여 비리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방정부의 권한과 

기능이 확대되면서 이러한 지방정부 부패는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

어 왔다. 행정학 분야에서도 다수의 연구들이 지방정부의 사례들을 바탕

으로 지방정부의 부패실태를 진단하고 원인과 대응방안을 제시해 왔다

(한형서, 2003; 김택, 2004; 법무연수원, 2010). 

그러나 지방정부 부패의 원인 분석과 대응방안 마련에 선행되어야 할 

것은 부패가 과연 어떤 부정적 파급효과를 가지는지 이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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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지방정부 부패와의 관계적 맥락 하에서 ‘지방행정의 종합적 

효율성’을 고려함으로써 기존의 부패연구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부패연

구에서 행정효율성은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며, 반대로 지방행정의 효율

성에 대해 논할 때에도 부패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 즉 효율성의 가치가 

중요한 준거기준이 되는 패러다임 하에서 부패로 인한 비효율성을 이해

하는 것이 청렴관리를 제도화하는데 필수적이다. 한편 지방행정 효율화

를 위한 분권화와 기능이양은 지방관료의 지대추구행위를 유발하여 공공

자원의 유출 및 비효율적 사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지방행정 효율성과 지

방분권의 속도 및 범위를 논의할 때 부패문제는 빼놓을 수 없다.  

부패영역에서 경험적 연구가 소홀했던 것은 부패 측정문제 외에도 현

실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부패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유형화하지 못한 

이유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지방정부 수준에서 어떠한 부패가 발

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검토하여 우리나라 지방정부 부패의 개념

과 특성을 이해하고 이러한 부패들이 행정효율성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에 대한 논리적 설명모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즉 투입과 생산과정, 산

출로 연결되는 행정서비스 전달과정에서 부패가 기능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해부함으로써 행정효율성과의 논리적 연결을 설명해보고자 하

였다.

다음으로 지방정부 부패와 행정효율성의 관계를 계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기존의 부패연구들에서 노정되었던 방법론적 문제를 해결할 필요

가 있었다. 먼저 부패측정상의 문제에 대하여, 부패에 대한 인식을 측정

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외부청렴도 및 내부청렴도 점수를 기초적으로 활용

하고, 관측된 부패수준을 나타내는 공무원 징계자료를 검토하여 보완적

으로 활용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부패연구에서 부패척도의 불완전성을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인식된 부패와 관측된 부패를 구분하여 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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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도 선택이 분석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방법론적인 지식

을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부패연구에서는 거의 다루

어지지 않았던 행정효율성을 주요 변수로 고려하되, 자료포락분석 방법

으로 지방행정의 종합적인 효율성을 측정함으로써, 단일 변수를 이용한 

효율성 측정이나 주관적 판단에 의한 효율성 측정방식보다 효율성 개념

의 측정 타당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제2절 연구대상과 범위

본 논문은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부패와 행정효율성의 관계를 살펴보

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연구의 대상은 지방자치단체(광역 및 기초 자

치단체)이다. 일부 변수 측정의 제약으로 누락된 지방자치단체도 존재하

지만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전체를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연구의 주요 독립변수인 청렴도 점수는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중

앙행정기관, 지방교육청, 공직유관단체4)를 대상으로 측정되지만, 중앙행

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는 각 기관의 목적이나 담당하는 사무의 유형 및 

기관 내외부의 이해관계자 특성이 상이하여 청렴도의 비교가능성이 낮

다. 종속변수의 측정에 있어서도 행정효율성을 구성하는 산출물이 각 기

관의 설립 목적 및 사무범위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측정방법

을 통일하기가 어렵고, 무엇을 투입요소 또는 산출요소로 볼 것인가의 

판단에 개입되는 자의성이 일관되지 못할 위험이 있다. 또한 본 논문은 

4) 공직유관기관은 국가 및 지방정부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거나 임원의 선임 시 승인
을 받는 등 공공성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행동강령 표준안을 비롯한 공직윤리
제도를 적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에 의
거하여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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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부패가 종합적인 행정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자 하

였고, 교육청을 분석대상에 포함시킨다면 교육부문의 특수성으로 인해 

분석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따라

서 현행 「지방자치법」5)에 따라 그 기능과 사무의 범위가 비교적 표준

화되어 있고, 사무범위별 효율성 지표의 비교가능성 및 가득성이 높은 

지방자치단체를 연구대상으로 한정하였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시 ․ 군 ․ 구 기초자치단체와 특별시 ․ 광역시 ․ 
도 단위의 광역자치단체로 설정하였다. 다만 행정구역 개편으로 통합되

거나 신설, 변경된 지방자치단체(세종특별자치시, 연기군, 청원군, 청주

시, 마산시, 창원시, 진해시, 여주시, 당진시 등)는 주요 변수들이 통합 

및 신설시점을 기준으로 크게 변동하여 분석결과의 타당성을 저해할 우

려가 있으므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광역지방자치단체는 각 시청 및 도

청과 시․도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 자료가 모두 존재하

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로 한다. 청렴도조사는 2002년부터 매년 실시

되어 왔으나 2007년 이전에는 민원업무 등의 대상이 되는 개인이나 기관

을 대상으로 하는 외부청렴도만 측정되어 오다가 2007년부터는 내부청렴

도도 측정되기 시작했다. 다만 2007년에는 내부청렴도를 측정한 첫 해이

고 이후년도와는 현저히 다른 척도와 가중치로 구성되어 있어 연구범위

에서 제외하였으며, 시군지역은 2009년에 비로소 내부청렴도 측정대상에 

5) 「지방자치법」 제9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다음과 같이 예시하고 있으며, 「지방
자치법 시행령」 별표1.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부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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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었으므로 분석대상범위에 따라 연구 범위에서 차이를 두었다.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 및 실제 

부패사건에 대한 징계와 지방자치단체 활동의 결과로서 주로 공공서비스

의 1차적 산출물의 양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되 지방정부의 행정효율성에 

지방공공서비스의 질적 측면도 포괄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지역주민들

의 생활만족도를 부분적으로 고려하였다(최원철 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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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구방법

본 논문의 목표는 지방정부의 부패와 행정효율성의 관계를 검증하는 

것이다. 독립변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패수준이고, 종속변수는 지방정부

의 행정효율성으로 설정하였다. 부패수준은 인식된 부패수준과 관측된 

부패수준으로 세분화하고, 인식된 부패수준은 다시 지방정부조직 외부에

서 인식한 부패수준과 조직 내부에서 인식한 부패수준으로 구분하였다. 

인식된 부패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측정하는 청렴도점수를 활용하

되,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 점수를 고려하였다. 청렴도점수는 측정문

항이나 가중치가 매년 부분적으로 달라지는 것을 고려하여 연도별 표준

화하여 사용하였다. 한편 청렴도점수와 함께 지방공무원의 징계건수를 

관측된 부패로 보았다. 

행정효율성은 행정서비스의 산출측면에서의 종합적 효율성과 장기적

인 관점에서의 효율성을 포함하였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 관할 지역의 

지역발전도를 부패와 효율성의 관계에 대한 조절변수로 분석에 포함하였

다. 지역발전도를 고려하는 것은 기능주의적 관점에 따라 부패의 순기능

의 존재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서이다. 행정의 효율성은 능률성과 효과

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지방정부 서비스의 산출(output)과 주

민생활만족도에 대한 종합적 효율성을 종속변수로 고려하였다. 종합적 

행정효율성은 자료포락분석(DEA) 기법으로 계산한 지방정부의 효율성지

표로 보았으며, 장기적 효율성은 지역주민의 종합적인 생활환경 만족도

로 선정하였다.

기본적인 분석대상은 통합․ 신설된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기초자치단

체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광역자치단체로 하였다. 먼저 기초자치단

체인 시․ 군․ 구 지역에 대하여는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를 독립변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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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행정효율성을 종속변수로 하는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한편 

기능주의적 관점에 따라 낙후된 지역에서 부패가 효율성에 긍정적인 기

능을 하는 가능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지역발전도를 조절변수로 포함시켰

다. 지역발전도는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제시하는 지역낙후도 측정방법을 

활용하여 8개 기초지표의 가중평균으로 구하였다. 기초자치단체 중 서울

특별시 자치구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만족도 조사가 존재하므

로, 공공서비스의 질적 측면을 포괄하는 행정효율성에 대한 부패의 영향

은 서울특별시 자치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광역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외부 및 내부청렴도와 소속공무원 징계건수

를 독립변수로 고려하고, 종속변수인 행정효율성은 기초 시․군 모형과 동

일하게 선정하였다. 여기서 소속공무원 징계건수는 과거의 부패수준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징계건수와 행정효율성간의 시차를 고려하여 회귀모

형을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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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지방정부의 부패

제1절 지방정부 부패의 의의

부패는 본질적 모호하고 가변적이므로 지방정부 부패를 일반화 된 개

념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일반 공직부패와 차별화되는 특성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이 절은 지방정부 맥락에서 부패의 특수성

을 고찰하고 지방정부 부패연구의 초점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파악하

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지방정부 부패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

로 지방정부의 주요 유형을 분류해보고, 각 유형별로 현실에서 나타나는 

부패사례를 검토함으로써 부패가 어떤 구조로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 이

해하고자 한다.

1. 지방정부 부패의 개념

부패를 개념을 보편적으로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 부패 개념 자체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

이며, 학술적으로도 연구자에 따라 연구목적과 연구부문에 부합하도록 

상이하게 정의해온 개념을 하나로 정리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부패의 판단기준이 무엇인가에 따라 공직중심적 정의, 

시장중심적 정의, 공익중심적 정의로 구분하거나(Heidenheimer, 1989), 

법적관점, 공공의 의견 관점, 문화적 관점으로 구분하기도 하고(Nye, 

1967; Peters & Welch, 1980; Johnston, 1986), 부패의 발생원인이 무엇인

가에 따라 공공선택론적 접근방법, 제도적 접근방법 또는 기능주의적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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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과 후기 기능주의적 접근방법 등으로 구분하기도 하였는데(Klitgaard, 

1988; Hadfield, 2004; Leff, 1964; Mauro, 1995; Rose-Ackerman, 1999), 

각각의 접근방법은 부패현상의 본질을 다른 시각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로서 나름의 의미를 지닌다.

이와 같은 부패 정의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부패의 측정과 연구결과의 

비교, 일반화가 제약을 받기도 하였으나(박흥식 ․ 송창근, 1994) 최근에는 

부패란 무엇인가에 대한 추상적인 논쟁을 넘어, 정부가 부패했다는 인식

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리고 부패경험과 부패에 대한 인식이 정치․ 사
회․ 경제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부패의 통제방안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실용적인 연구로 논의의 초점이 이동해왔다(고길곤, 2016; 최창수, 

2015; 고길곤․이보라, 2012; 진종순․장지원, 2009; 안광현, 2007).

지방정부 부패에 대해서도 추상적 개념논쟁보다는 연구의 실용적 가

치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기존의 연구자들은 지방정부 부패에 대

하여 대체로‘지방정부의 공직자가 사적인 이득을 추구하기 위하여 부당

한 방법으로 권한을 행사하거나 권력을 남용하여 공익을 침해하는 행

위’로 정의하고 있는데, 연구자에 따라 표현방법에서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각 연구들이 이해하는 지방정부 부패가 개념상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한형서, 2003; 김택, 2004; 김상철, 2006; 법무

연수원, 2010). 또한 기존의 연구들은 일반적인 공직부패와 구별되는 지

방정부 부패만의 개념적 특성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은 기존 연구의 한계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지방정부에서 어떤 형태

의 부패가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실적 접근이 선호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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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정부 부패의 특수성 

비록 지방정부의 부패와 일반적인 공직부패가 개념정의상의 근본적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지방정부 부패는 중앙정부 부패와 구별되는 몇 

가지 차별성을 갖는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부패행위의 주체상의 특징이다. 먼저 지방정부 부패를 광범위하

게 이해할 경우 부패행위의 주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지

방공무원의 세 층위로 구분된다(법무연수원, 2010). 이 때 부패의 발생영

역 또한 단체장의 부패를 조장하는 지방정치 환경 및 지방의회의 활동영

역까지 확장된다. 따라서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지방정부 부패의 주체에 포함하여 이해한다면, 부패의 정도와 원

인 및 대안에서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김성호, 황아란, 2000). 지방정치

인의 재선목표와 지방의 토착세력이 결합하여 고객-후원자 관계를 형성

하고 자치단체장은 이에 포획되어 자율적 의사결정에 제약을 받는다(한

형서, 2003; 윤태범, 2000). 특히 민선자치가 시작한 이후 자치단체장의 

권력확대와 지방의 폐쇄적 사회문화가 결합하여 중앙정부와 다른 양상의 

부패가 나타나기 때문에 부패의 발생영역과 자치단체장의 권한 및 활동

분야에 따라 차별적 접근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부패를 지방정치의 영역까지 확장할 것인가에 대

하여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물론 일반 행정직 공무원의 부패와 민선 지

방자치단체 장 및 지방의원의 부패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지방공무원의 부패사건 중 지방정치인의 지시와 통제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단체장의 막강한 인사권으로 인하여 행정직 공무원의 

부패와 단체장의 부패를 분리하여 논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

다. 그러나 양자는 부패의 발생원인과 목적 및 내용상의 차이가 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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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할 경우 논점이 흐려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담당

공무원의 불법적인 행정처분이 자치단체장의 지시에 기인한다고 하더라

도, 부패의 확장적 순환구조6)의 성격으로 인해 사실상 자치단체장과 담

당공무원이 함께 비리에 연루되어 상납과 하납의 고리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담당공무원의 부패를 단순히 수동적인 행위로 볼 수는 

없다.

본 논문에서는 지방정부의 부패 개념을 지방정부의 행정직 공무원의 

부패로 한정하되, 지방자치단체장의 영향력을 부분적으로 통제함으로써 

지방부패의 특수성을 고려하고자 하였다.

둘째, 지방정부의 부패는 정책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상대적

으로 많다. 지방정부는 주민생활과 근접한 위치에서 정부서비스와 공공

재를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특히 우리나라 지방정부는 그 사무에 

있어 중앙정부에 의한 위임사무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장문학․하상군, 

2013; 김선정, 2012) 중앙정부에 비하여 정책집행기관으로서의 성격이 강

하다. 따라서 세액공제나 사회보장사업, 인허가업무 등에서부터 관급공

사의 입찰, 계약, 지역개발정책 등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대민행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부패가 발생할 소지가 높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부패는 지역주민이나 사업자 등이 체감하는 수준

을 측정함으로써 그 심각성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지방정부의 다양한 

정책집행과정에서 드러난 부패사례들을 종합하여 부패가 어떻게 행해지

고 있는지, 나아가 행정의 가치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6) 김용세(1998)는 부패한 관료는 부패행위로부터 얻은 이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고 하
는 한편, 적발되지 않도록 규제감독기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상납과 하납을 지속함으
로써 조직 내외적으로 부패의 규모와 범위를 확장시켜 나가는 성질이 있다고 지적하면
서 이를 확장적 순환구조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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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지방정부 간에도 부패가 발생하는 형태와 정도 및 그에 대한 

인식이 다를 수 있다. 부패는 그것이 행해지는 조직을 둘러싼 제도적 환

경과 사회의 윤리 및 문화의 영향을 받는다. 정책집행에서 담당공무원에

게 재량이 허용되지 않고 법규에 따라 기계적으로 집행해야 하거나, 감

시, 감독이 상시적으로 행해지는 조직에서는 부패가 발생하기 어려운 반

면 상대적으로 정책 자원이 넉넉하고 공무원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집행

여부 및 절차 등이 결정될 여지가 많거나 업무처리 절차의 투명성이 확

보되지 않은 조직에서는 부패가 발생하기 쉽다. 한편 관행적으로 행해지

는 일부 부패 행위는 지역사회의 윤리적 환경 및 조직문화에 의해 부패

로 규정되기도, 부패가 아닌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고길곤․조수연, 

2012).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비하여 학연, 지연과 연고주의 문화에 더 

많은 영향을 받으므로(한형서, 2003), 지역주민들이 지방정부의 부패를 

행정사무 처리과정에 상습화된 관행으로 받아들여 저항이 적을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기초단위 지방정부일수록 더 강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

다.

이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본 논문에서는 지방정부 공무원에 의해 행해

지는 부패를 대상으로 하고, 정책 집행단계에서 발생하는 부패에 초점을 

맞추되, 부패환경과 관련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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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지방정부 부패 실태

부패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부패의 구체적인 형태에 따라 부패

에 관련된 사람들과 그들의 목적, 보상, 부패로 인한 피해 존재 여부 등 

부패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그 파급효과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부패사례를 유사한 유형으로 그룹화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부패를 단일하게 정의할 수 없듯이 부패의 

유형을 분류하는 기준도 연구자와 연구목적에 따라 다양하다. 이 절에서

는 본 논문의 연구목적에 맞도록 지방정부의 부패를 유형화하는 분류를 

선택하고 각 유형별 실제 부패사례들로부터 부패행위자가 누구인지, 행

위자들 사이에서 거래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결과로 침해되는 

이익이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한다. 

1. 지방정부 부패의 유형

부패연구에서 부패의 유형에 대한 논의는 오랜 역사를 갖는다. 어떤 

행위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부패로 받아들여지는가에 따라 흑색부

패, 회색부패, 백색부패로 구분하거나(Heidenheimer, 1989), 부패가 발생

한 조직 내부에 부패의 연결망이 존재하는지에 따라 개인적 부패와 조직

적 부패로 구분하기도 하고(Miller, 2003), 부패 유발 원인에 따라 생계형 

부패와 권력형 부패로 구분하기도 한다(김영종, 2001). 또한 부패행위자

가 주도적으로 행동했는지에 따라 능동적 부패(proactive corruption)와 

반응적 부패(reactive corruption)로 나누거나, 부패를 통한 이득이 개인에

게 귀속되는지 조직에 귀속되는지에 따라 구분하기도 한다(Skogan & 

Meares,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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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부패 연구에서도 부패의 유형분류를 시도해 왔는데, 분류방

법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부패발생의 원인이 무엇

인가에 따라 권력적, 제도적, 구조적, 관행적 부패로 구분하는 방법(한형

서, 2003), 둘째, 독직행위, 뇌물수수,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금횡령 등 

부패공직자의 비위행위 양태에 따라 구분하는 방법, 셋째, 세무, 식품위

생, 환경, 건축분야 등 업무분야에 따라 관련 부패를 구분하는 방법(법무

연수원, 2010), 마지막으로 인허가관련, 입찰 및 계약관련, 공유재산 처분 

및 지역개발 관련, 인사관련 부패 등 부패가 발생한 본래의 업무가 생산

하는 지방정부 서비스 내지 산출물의 유형에 따라 구분하는 방법(김성호․
황아란, 2000; 오일환, 2004; 김상철, 2006) 등이 그것이다.

본 논문은 지방정부 부패를 유형화한 선행연구의 접근방법 중에서 행

정작용의 산출물의 유형에 따른 오일환(2004), 김상철(2006)의 접근을 다

음과 같은 이유에서 채택하였다. 첫째, 본 논문은 지방정부의 정책집행

기관으로서의 특성에 주목하고 공공서비스 전달과정에서 나타나는 부패

가 지방행정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가지므로 부패발생 원인을 

기준으로 한 분류는 적절하지 않다. 둘째, 따라서 뇌물수수나 횡령, 직권

남용 등 부패공무원의 행위 그 자체보다는 원래의 행정작용이 의도한 산

출이 무엇이며, 부패로 인하여 산출이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더 의미를 

갖는다. 셋째, 예를 들어 음식점영업허가, 건축허가, 도로점용허가, 폐기

물수거 운반허가 등은 각기 행정업무의 분야는 다르나 민원인의 신청에 

대해 행정기관이 법적 효력을 완성시켜주거나 권리를 부여해준다는 측면

에서는 동일한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지방행정이 의도한 산출을 기준으

로 관련된 부패를 분류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한편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인허가, 입찰 및 계약, 공유재산처분 및 지역개발, 인사 업무에서의 부패

만으로는 포괄하지 못하는 세무공무원의 부패나 보조금 및 수당 지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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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에서 나타나는 부패는 매우 은밀하게 행해지고 그로인한 피해자가 특

정되지 않는 특성으로 인하여 부패연구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

는데7),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유형을 이전지출 및 과세행정상의 부패로 

포함하여 검토하였다.

부패사례의 선택은 언론에 보도된 사건들 중 개입된 주체들과 목적, 

대가, 결과 등이 드러난 사건들 중 최근의 사례를 우선적으로 수집하고, 

유형에 맞게 분류하였다. 그런데 부패사례 중 여러 유형에 걸쳐 발생하

는 사건을 적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예컨대 관급공사에 대하여 특혜를 

주면서 승진을 위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이를 상관에게 

전달하는 사례나, 인허가 업무에서 부당하게 이득을 부여하고 반대급부

로 지인을 인사조치 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부패행

위에 가담한 공무원의 주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판단하여 유형을 분

류하였다.

2. 지방정부 부패 유형별 부패발생 구조

Alemann(1995)은 부패를 공급자인 민간인(기관)과 수요자인 공무원간

의 거래로 이해하면서 부패의 일반적인 발생구조를 설명하였다. 구매자

(buyer, 민간인)가 희소한 대상(rare good)을 얻고자 판매자(seller, 공무

원)에게 보상(additional incentive)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윤리기준이 위배

되고 타인의 손해를 발생시키기(damages of others’ interest) 때문에 은

밀하게(corruption is hidden)행해지는 것이라는 관점이다. 일곱 가지 요소 

중 윤리기준의 위배와 은밀성은 부패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볼 수 있으

나, 구매자와 판매자가 누구인지, 구매자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7) 김성호•황아란(2000)은 ‘기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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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대가로 판매자가 얻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로부터 침해되는 이

익이 무엇인지는 부패와 관련된 행정작용이 무엇인가에 따라 다양하다. 

이하에서는 <그림 1>과 같이 5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지방정부의 주요 부

패유형의 구조를 분석할 것이다.

1) 인허가업무 관련 부패

지방정부에서 발생하는 부패유형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패가 

인허가권을 둘러싼 뇌물수수 형태이다. 인가 및 허가는 조합설립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음식점 허가, 도로점용 허가, 토지이용 허가 등 지역

주민이나 사업체가 제출한 신청에 대하여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하는 행

정행위로, 지방정부 관할기관만이 배타적으로 가지는 권력으로서 일종의 

독점적 권력으로 인식된다. 즉 인허가는 신청에 대해 이를 거절하거나 

방치함으로써 뇌물을 유도하는 등 공무원의 지대추구행위의 대상이 되기 

쉽다. 특히 대민행정의 비중이 높은 지방정부에서 인허가를 둘러싼 부패

가 크게 만연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 주민생활과 직결된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장으로,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로비 대상이 되어 뇌물거래의 온상이 

되기 쉽다. 그러나 자치단체체장은 선출직으로서 정치적 심판이나 형사

그림 1. 부패구조 분석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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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처벌 이외에는 실질적인 통제를 가하기 어려우며, 실제로는 자치

단체장의 지시를 받고 행정처분을 담당한 실무자들이 징계의 대상이 된

다. 

사례1 (특별한 사유 없이 인허가 지연) : 지자체가 각종 이유를 들어 민원 

처리를 1년 이상 지연시키고 있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일례로 한 지자

체는 민원인으로부터 토석채취허가 신청을 받은 뒤 인사이동 등을 이유

로 관련 서류를 방치해 놓고 있다가 441일 지나서 업무를 처리했다. 또 

다른 지자체는 공장신설 승인신청 등 4건의 민원을 접수한 뒤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주민동의서 등의 추가서류를 요구해 민원 처리를 517일 

지연시켰다. 

(불필요한 서류 요구로 공장설립 승인 지연) : 한 지자체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신청 시 재산권 분쟁 등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필수 구비서

류가 아닌 인감증명서 등을 요구해 민원 처리를 지연하기도 했다. 

(주민반발 이유 캠프장 등록 지연) : 한 지자체는 지난 5월 행정심판위

원회로부터 관내 놀이시설 캠프장 등록 신청을 반려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결정을 받고도 주민 반대를 이유로 캠프장 등록을 거부했다. 

(관련 법령 미숙지로 허용불가 시설 승인) :한 지자체는 지난해 2월 폐

기물관리 법령에서 허용하지 않고 있는 사업을 투자가능 사업으로 잘못 

안내해 관련 업체가 공장을 잘못 신축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

다. 

(하자 없는 건축허가신청 반려 공무원 징계) : 이창희 진주시장은 법적

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도 B주택이 2011년 6월 신청한 공동주택 건

축허가 신청을 3차례에 걸쳐 반려(자진취하 1회 포함)하는 등 4년6개월

가량 늑장처리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 시장은 이 과정에서 '권장사항' '

도시경관계획' 등을 들어 과도한 보완 요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인허가 과정에서 '갑질'한 이 시장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하고 관련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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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3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청했다. (연합뉴스, 2015. 12. 8일자)

사례2 (잘못된 공사허가 관련 비용 책임전가) : ○○시는 ○○면에 버스정

류장 쉼터를 조성하는 공사를 업체에 맡겼다가 지난 4월 공사가 끝날 

즈음 뒤늦게 바닥재와 냉난방기가 설계에서 빠진 것을 발견했다. 설계 

변경을 통해 예산을 반영해야 했지만, 담당 공무원 A씨는 1천600만원

의 비용을 업체에 떠넘겼다. A씨는 공사 시행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비 

220만원, 준공식 비용 121만 원 등 부대비용도 업체가 내도록 했다. 업

체가 파주시에 문제를 제기하자 A씨는 특별한 이유 없이 공사대금 지

급을 한 달 가량 미루며 업체를 괴롭혔다.(연합뉴스, 2016. 8. 19일자)

사례3 (화물차 운송사업 허가등 반려사례) : ○○구의 한 공무원은 '화물차

운송사업 허가 신청' 건에 대해 접수가 가능하다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

했고, 이후 이 민원인이 신청서를 접수하자 신청기간이 지났다는 이유

로 돌려보냈다. ○○군은 '동식물 관련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복합민원

으로 처리하지 않고 부서별로 8차례에 걸쳐 보완을 요구했고, 신청도 

반려했다.(연합뉴스, 2013. 12. 26일자)

사례4 (허가업무관련 상위기관 보고누락) : ○○군은 지난 2011년 확보한 

사업비 19억 8,000만원에 2013년 4월 20억 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

해 그해 9월에 실시설계 및 관련기관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에서 ○

○해수욕장까지 3.7㎞구간에 대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했다. 그러나 ○○군은 지난 2013년 7월 협력금 부과대상인 '○○생태

하천 복원사업'을 인허가 하고도 그 내용을 ○○도에 알리지 않아 ○○

도가 생태계보전협력금 3,981만원을 부과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이 최

근 감사실 감사에 적발됐다.(nsp통신, 2016. 6. 24일자)

사례5 (체육시설 조성사업 허가, 뇌물수수) : ○○시청 6급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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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는 시가 발주하는 ‘풋살구장 인조잔디 공사’ 등 체육시설 조성 사업과 

관련, 서울의 한 공사업체로부터 향응과 뇌물을 받고 편의를 제공한 혐

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일보, 2016. 5. 2일자)

사례6 (LPG 충전소 사업자선정, 뇌물수수) : ○○시 ○○시장은 인허가 알

선업자 A씨로부터 "B씨를 LPG 충전소 사업자로 선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5천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뒤 B씨에게 유리한 사업배치계획

을 고시해 실제로 B씨가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됐다.(연합뉴스, 2016. 2. 5일자)

사례7 (불법건축물 사용승인, 뇌물수수) :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A씨(53) 등 19개 구청 공무원 35명을 적발, A씨

를 구속하고 나머지 3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건축사 21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

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00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건축 현

장 조사를 하거나 인허가시 건축사들이 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검사 조서에 기재하지 않거나 시정 조치 없이 사용 승인을 

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A씨 등 5명은 총 23차례에 걸쳐 건당 

20만∼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불법을 묵인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30명은 뇌물을 받지는 않았지만 건축사의 위법 사항을 눈감아 

준 것으로 조사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구속된 A씨는 차명계좌를 개설, 

건축물 사용 승인을 할 때 위법사항을 눈감아주거나 일감이 있는 건축

주를 연결해준 뒤 건축업자들로부터 총 1억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

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불구속된 B씨(48)는 ○○구의 한 다가구주택 사

용승인 신청을 받으면서 건축사로부터 20만원을 받고 특별검사원이 주

차공간 부족 등을 지적한 검사 조서를 폐기한 혐의다.(파이낸셜뉴스, 

2015. 7. 1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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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8 (건축허가 청탁과 인사청탁 거래, 뇌물수수) : ○○지방경찰청은 공동

주택 건설 사업시행자에게 건축 심의 통과를 위한 청탁 자금을 받는 등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건축업자 A(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로부터 청탁 자금을 건네받아 ○○도 공무원 3명에게 실제 건축물 심의 

통과를 부탁한 혐의(제3자 뇌물교부)로 개인사업자 B(45)씨도 입건, 기

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들 공무원은 이후 B씨를 통해 

자신들의 인사청탁을 전·현직 고위공무원에게 해달라고 부탁했던 것으

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들 공무원 가운데 D씨와 F씨는 최근 정기인사

에서 실제 원하는 부서로 전보 또는 유임됐으며 다른 공무원 1명은 승

진했다.(연합뉴스, 2016. 5. 10일자)

사례9 (건축허가, 뇌물수수) :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뇌물을 받

고 건축허가를 내준 혐의(뇌물수수 등)로 ○○ ○○구청 공무원 A(54·5

급)씨와 B(51·6급)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구청 도시계획심의

에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이 병원 진입로에 대한 건축허가를 내줬는데

도 기부채납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24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기부채

납을 받아줬다. A씨는 또 이 병원에 친구가 운영하는 의료폐기물 수거

업체를 소개해 계약을 알선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이 병원 진입

로 산림 일부가 무단 훼손된 사실을 적발했으면서도 이를 환경청 등에 

고발하지 않고 묵인해준 혐의다.(연합뉴스, 2016. 3. 8일자)

사례10 (리조트 건설사업 인허가 청탁) : 민간업체 대표 A는 2009년부터 2

년간 ○○리조트 건설을 위한 사업부지 40%를 매입하고 ○○군과 협의

를 진행하면서 군수 동생을 고문으로 영입하고 군수의 재선을 위해 선

거자금을 제공하는 등 인·허가 관련 협조를 얻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그의 예상과 달리 현직 군수가 낙선하고 경쟁후보였던 B가 군수로 당선

됐다. 동시에 리조트사업 주무부서인 지역개발사업단의 과장도 C에서 

D로 바뀌었는데, D과장은 ○○리조트 사업이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해 



- 23 -

추진을 반대했다. 이에 A는 전임 C 과장을 찾아가 신임 군수와 만나게 

해 달라고 부탁하여 ○○군 관내가 아닌 ○○시에 소재한 한 음식집에

서 신임 군수를 만났다. A는 신임 군수를 만나기 전 직원과 직원 배우

자의 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2,000만원을 마련하여 신임군수에게 전달하

였다. 이후 신임 군수는 D 과장에게 ○○리조트 사업의 재검토를 지시

했고 D 과장은 개발촉진지구 변경 및 개발계획 수립안을 공람·공고했

다.(내일신문, 2015. 11.16일자)

사례11 (폐기물처리업자 관리 부실, 공문서 위조) : ○○경찰청 광역수사대

는 음식물 폐기물을 양계 농장 등에 불법 매립하고 폐수를 하천에 무단 

방류한 음식물 폐기물 업체 대표와 이를 방조한 공무원 등 22명을 검거

해 이 가운데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4년부터 3년 

동안 20여만 톤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탁받아 멸균 처리없이 양계 

농장 등에 무단으로 매립하고, 폐수는 제방에 구멍을 뚫어 하천으로 흘

려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관할 지자체의 일부 담당 공무원들은 업

자와 공모해 음식 폐기물이 제대로 처리됐다는 내용의 공문 등을 허위

로 작성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MBC뉴스, 2016. 7. 15일

자)

사례12 (뇌물수수, 부적격 업체 폐기물처리 허가) : ○○경찰서는 부적절한 

업체에 전분 공장에서 나오는 사업장 폐기물처리를 허가해준 혐의(공전

자기록 위작 행사·폐기물관리법 위반 등)로 공무원 A(42)씨에 대해 사

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폐기물 시설을 적절하

게 갖추지 않은 업체에 대해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 폐기물 처리사업을 

맡도록 해주고 2014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업체로

부터 1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연합뉴스, 2016. 8. 1일자)

이상의 사례를 살펴본 결과 지방정부에서 발생하는 인허가 관련 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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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다음의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인허가 관련 부패에서 구매자는 인허가를 신청한 민간인 혹은 

사업자이다. 특히 합법적인 수단으로는 인허가를 획득하기 어렵거나, 복

합민원과 같이 인허가 발급에 장기가 소요되는 경우에는 인허가 발급기

간과 결과의 불확실성을 단축시키고자 할 때 뇌물로서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하게 된다.

둘째, 인허가 관련 부패에서 구매자가 얻고자 하는 것은 법령에 의해 

금지된 특정한 행위를 할 권리이다. 인허가 없이 해당 행위를 할 경우

(예, 건축허가 없이 불법건축물을 짓는 경우, 도로점용허가 없이 도로변

에서 상시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나 

벌금 등 법에 정한 처벌을 받게 된다. 따라서 당해 행위를 지속적으로 

적법하게 행사할 권리를 확보하고자 하는 구매자는 댓가를 지불할 유인

을 갖게 된다.

셋째, 인허가 관련 부패의 판매자는 인허가 업무 담당자 뿐만 아니라 

담당공무원의 상관 및 부하직원, 그리고 세무공무원 및 검사원 등 인허

가 대상 규제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매우 넓고 다양하다. 

특히 관련사업에 개입되는 이권의 규모가 크고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

되는 경우 부패에 개입되는 사람의 수가 더 많아지기도 한다. 

넷째, 인허가관련 부패는 뇌물수수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뇌물을 

수반하는 경우는 공무원이 뇌물을 바라고 인허가를 미루는 경우이거나, 

민원인 혹은 사업자가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인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법규를 우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뇌물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

나 인허가 관련 부패가 반드시 뇌물수수를 동반하는 것은 아니다. 별다

른 이유 없이 인허가를 단순히 미루거나,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면서 

인허가를 내리지 않거나, 민원제기를 핑계로 인허가를 회피하거나, 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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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무원의 착오 내지 미숙으로 인해 인허가를 내리지 않거나, 혹은 반

대로 잘못된 인허가를 내리는 경우도 있다. 이를 부패의 범주에 포함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인허가 지연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고의성 여부

는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직무유기 또한 공무원의 징계 및 사법처

리 사유에 해당하므로 부패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한편, 인허가 관련 부패는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다른 유형의 부패가 

발생하기도 한다. 불법적인 인허가를 발급하는 대가로 인사 청탁을 하는 

사례가 이에 속한다. 

다섯째, 인허가와 관련된 부패가 인허가 처리량에 미치는 영향은 명

확히 말하기 힘들다. 지방정부의 인허가 담당공무원이 부패한 경우 적법

하게 처리하는 인허가는 감소하나 불법적이고 부적절한 인허가 처리량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담당공무원이 뇌물제공 등 불법적인 

수단을 통한 인허가에 몰두할 수록 뇌물에 대한 기대를 높이기 때문에, 

민원인은 적법한 방법으로는 인허가를 발급받지 못하거나 불필요한 서류

를 요구하는 등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이 커진다. 

한편 인허가와 관련한 부패는 지방정부 재정상 손해를 가져오기도 한

다. 담당공무원이 적법한 인허가 없는 행위에 대한 행정처리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해태하는 경우에는 지방정부가 회수할 수 있는 과태료나 분

담금을 부과하지 못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극단적

인 경우 소송비용이나 잘못된 인허가 결과를 시정하는 비용 등을 감당해

야 하는 일도 발생한 바 있다. 

2) 입찰 및 계약관련 부패

지방정부에서 인허가 관련 부패 못지않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패가 

바로 관급공사 등의 입찰이나 각종 지방정부 사업의 계약과 관련하여 발



- 26 -

생하는 부패이다. 관급공사란 지방정부가 발주하는 시설공사를 의미하는 

것으로8), 물품이나 용역계약과 함께 위험이 낮고 안정적으로 수입을 확

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많은 사업자들이 참여하고자 하는 대상이

다. 

관급공사의 입찰 등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패는 지방선거의 불

법 정치자금과 연관될 가능성이 높은 유형이다(김성호 ․ 황아란, 2000).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과 지역의 업체의 불법적 연결고리를 통해 

지속되고 확대될 수 있다. 

지방정부의 입찰 및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발생하고 있는 부패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1 (부당 수의계약) : ○○군 관련 공무원은 1회 납품요구 대상 금액이 

1억 원 이상 일 시에는 공개경쟁 입찰을 해야 하는데도 5억7천여만 원

에 달하는 마을 쉼터용 육각 정자를 구매하며 2천7백여만 원씩 분할구

매를 통해 5개 업체에 특혜성 부당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노

컷뉴스, 2016. 3. 8일자)

사례2 (입찰방식의 임의변경으로 특혜제공) : ○○시는 역세권 도시개발사

업을 추진하면서 실시계획 인가 때 공동 주택용지의 매각은 공개경쟁입

찰 방식으로 하도록 결정고시 했음에도 이를 임의로 지역제한 추첨방식

으로 변경해 지역 H업체에 공급했다. 이 같은 매각방식 변경으로 공개

경쟁 입찰가(평균 낙찰률 109.4% 적용)보다 50억 원 정도 낮은 감정가

(460억 원)에 H업체에 주택용지를 공급함으로써 진주시에 금전적 손실

을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진주시는 또 주택용지를 매입한 H업체가 매

매대금을 완납하지도 않았는데도 주택 사업을 승인했으며, H업체는 사

8) 건설공사, 전기공사, 전기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공사, 이외에 지방정부의 
물품제조 ․ 구매계약, 용역계약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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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승인 없이 공사를 시작하는 등 이중의 특혜를 제공하였다.(국제신문, 

2016. 6. 28일자)

사례3 (입찰 경쟁사 정보 불법제공) : ○○시 세무공무원 A씨는 지난해 '한

국전력 배전공사 협력회사 입찰 공고-○○지역 고압공사' 입찰에서 ㄱ

업체 사장 B씨 등 4개 전기 업체 관계자에게 경쟁사의 세금합계표 등

을 불법으로 제공해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보를 넘겨받은 4개 

업체는 1순위 경쟁사의 세금합계표와 공사실적을 대조해 금액의 차이가 

나는 부분을 '허위 실적'이라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 상대를 탈락시킨 것

으로 조사됐다.(연합뉴스, 2016. 3. 5일자)

사례4 (관급공사 입찰가 정보 누설) : ○○도 공무원 B씨는 교량공법선정자

문위원회 개최 전 로비를 받은 특정 업체에 입찰 견적가를 미리 알려주

었다.(매일경제, 2016. 9. 7일자)

사례5 (관급공사 입찰시 법적절차 누락) : ○○시 4급 서기관으로 퇴직한 

A씨는 재직 당시 교량공사를 발주하면서 유착 관계에 있던 특정 업체

가 선정되도록 하기 위해 법이 정한 교량형식선정위원회를 개최하지 않

았다.(매일경제, 2016. 9. 7일자)

사례6 (위탁계약연장, 뇌물수수) : ○○구청 공무원 B씨는 업체 대표 A씨로

부터 계약 연장 등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 B씨는 교통

행정과 팀장 지위를 이용해 무단방치차량 처리 위탁업체 관계자인 A씨

로부터 일감을 몰아주겠다는 등 편의제공 명목으로 대형 승용차의 할부

금을 대납케 하는 등 2,700여만 원을 수수했다. (매일경제, 2016. 9. 22

일자)

사례7 (불법하도급 묵인, 뇌물수수) : ○○공단 ○○○이사장은 ○○공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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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한 시스템 공사와 관련해 하도급 낙찰을 도와주는 대가로 ○○시의 

ㄱ자동제어기기 업체로부터 4차례에 걸쳐 1,252만원을 받았다. ㄱ업체

는 특화기술이 없어 조달청 공개 입찰을 통한 공사 수주가 어렵자 ○○

군의 ㄴ시스템 업체의 성능인증 제품으로 시방서를 만들어 환경공단이 

발주한 공사 입찰에 참여했다. ㄱ업체는 4억 원에 공사를 따낸 뒤 2억

4,500만원을 받고 ㄴ업체에 불법 재하도급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

러났다. 경찰은 ○○시청과 ○○군청이 각각 발주한 시스템 공사와 관

련해 ㄱ업체로부터 불법하도급을 묵인하는 대가로 500만∼7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지역 공무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한

겨레, 2014. 1. 23일자)

사례8 (퇴직공무원 사업자에게 특혜제공) : ○○시는 최근 공모를 통해 시

내버스 승강장에 지붕을 설치하는 유개승강장 사업자로 K업체를 선정

했다고 2일 밝혔다. 공모에는 5개 업체가 신청했다. 사업자로 선정되면 

3년 동안 ○○시 1,300여 곳의 승강장을 관리하고 50억 원 상당의 광

고 수익을 올릴 수 있어 업계에서는 노른자위 사업으로 통한다. 문제는 

K업체에 지난해 말 ○○시청에서 퇴직한 A씨(전직 국장)와 올 초 퇴직

한 B씨(전직 과장)가 각각 부회장과 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다는 것이다. 

탈락 업체들은 사업자 선정 과정에 이들이 개입했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K업체는 투자제안이 다른 업체에 비해 빈약하였으나 평가점수를 

더 높게 받았고, 심사평가위원회 선정과정에도 의문이 제기되었다.(서울

pn, 2016. 6. 22일자)

사례9 (용역계약체결 대가로 뇌물수수) : 경찰에 따르면 ○○공사 직원과 

○○군청 공무원 등은 2007년부터 올 연초까지 마분(馬糞)처리 사업 계

약을 원하는 업자로부터 수십 차례 양주와 갈비세트 선물 등 5,0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쿠키뉴스, 2009. 11. 25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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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10 (타기관의 용역업체 적격성 통보 오류) : ○○시는 A공사가 시행

한 '○○지구 주택재개발사업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사업'과 관련, A로부

터 1순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1일 폐

기물 처리 능력을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하지만 실제 1천600t에 

불과한 처리능력을 4천t으로 잘못 통보하는 바람에 A가 잘못된 계약을 

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감사원은 관련 공무원 3명에 대해 ○○시장에게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2015. 6. 8일자)

사례11 (관급공사 관리부실과 부실시공) : 경찰서는 10일 행정타운 부실시

공과 관련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시공업체, 감리사 관계자, 

공무원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시는 ○○면에 행정복합타운 복

지동(목욕탕)을 건설했다. 이 과정에서 시공 하청업체 현장소장은 지하

수 굴착공사를 시방서대로 하지 않고 부실하게 해 흙탕물이 유입되도록 

했다. 공무원과 감리업체 관계자는 현장에서 감독해야 함에도 하지 않

은 채 허위 공사감독준공조서를 작성하거나 감리완료 보고서를 작성했

다. 시공사는 무자격업체에 하도급을 줘 총괄이사가 입건됐다. 또 민간

인인 행정복합타운 추진위원장은 시공 하청업체에서 잘 봐달라는 부탁

과 함께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연합뉴스, 2016. 8. 10일자)

사례12 (물품구매 불법 수의계약) : ○○시청 공무원 B씨의 경우 문화재 특

수성을 고려한다는 명분으로 한 설계업체에 기존 일반경관조명을 LED

조명으로 재설계하도록 구두로 지시했다. 지시에 따라 모 설계업체가 A

사의 LED조명제품을 시방서에 명기해 설계도를 남품하자 이를 그대로 

수리했다. 멏 차례 시연을 통해 검증된 제품이라는 이유로 들어 수리한 

것. B씨는 그 후 팀장, 과장을 거쳐 부시장까지 결재를 받은 다음 대구

지방조달청에 A사제품 2억7,500만원을 수의계약 구매를 요청했다. 그러

나 대구지방조달청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조달청이 예정가격을 초과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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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며 수의계약이 체결되지 않는다고 통보하자, 나라장터를 통해 A사 제

품을 구매한다며 재차 팀장, 과장, 국장의 결재를 받았다. LED조명제품

은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이어서, 구매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할 경우 5개 

이상 업체의 제안서를 제출받아 납품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B씨는 이 

같은 사실을 시청 내 구 물품구매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듣고도, 구입금

액 1억 원 미만으로 분할하도록 물품구매업무 담당자에게 요구했다. 이

에 따라 1차 구매 때는 9,476만원, 2차 구매 때는 9,842만원, 3차 구매 

때는 8,247만원으로 모두 1억 원 미만으로 분할 구매했다. 관련법을 위

반하면서까지 편법을 동원한 것이다. B씨의 상급자인 C담당은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결재를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경주포커스, 2014. 10. 

22일)

사례13 (농기계 구입계약 대가로 사례금과 향응 수수) : A씨 등 공무원들

은 농민들을 상대로 한 '농기계 임대사업'과 관련해 땅갈이 등 농기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전국의 농기계 제조업체 6곳으로부터 농기계를 구입

하는 대가로 구매대금의 5~10%를 사례금 명목으로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 가운데 일부는 이탈리아나 몽골, 우즈베

키스탄 등 해외여행 경비를 제공받는 한편 룸살롱 등에서 술접대를 받

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공무원은 농림수산식품부 소

속 5명과 농산물품질관리원 1명, 농촌진흥청 1명, 충남도청 3명, 충남농

업기술원 2명, 일선 시.군청 6명, 일선 농업기술센터 65명 등이며, 이들

이 받은 사례금과 향응은 모두 4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

다.(sbs 뉴스, 2010. 1. 20일자)

사례14 (하수처리시설 설계용역 부적격업체 선정) : ○○시는 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입찰계약을 실시하면서 5개 업체를 

지명경쟁입찰 참가자로 선정해 입찰공고를 한 후, 1순위 업체와 계약

(계약금액 약 10억 원)을 체결했다. 하지만 낙찰업체의 사업책임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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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미 입찰서 제출마감일에 퇴사한 상태여서 부적격 업체였고, 이에 

입찰에 참가한 다른 업체에서 민원을 제기했지만, 논산시는 이를 낙찰

업체에만 확인한 후, 해당 업체에서 기술사가 재직하고 있다고 하는 거

짓말만 믿고 다른 확인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계약 이후 이미 퇴

직한 기술사를 사업책임기술자이자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한 거짓 착수계

를 제출받았다. 이에 다시 낙찰자 선정이 부당하다는 민원이 제기됐고, 

○○시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에 낙찰업체 기술사의 재직기간 등에 

대해 확인한 결과, 해당 기술사가 이미 입찰서 제출 전에 타 업체에 재

직 중이었음을 확인하고도, 기 체결된 계약은 유지하고 거짓 착수계 제

출에 대해서만 부정당업자로 제재하기로 했다가, 다시 계약심의회를 열

고 거짓 착수계 제출은 실수였다는 등의 사유로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

았다.(뉴스파고, 2016. 6. 2일자)

사례15 (공문서 위조, 상수도사업비 횡령) : ○○시 ○○사업소에서 지출보

조 업무를 담당하던 지방행정 7급 A씨가 상수도 관련 사업비 세출예산 

41억여 원을 횡령․유용한 사건을 적발, 횡령행위에 가담한 B업체 대표

와 함께 수사요청한 사례로서 ○○시 ○○사업소에서 근무하던 위 직원

은 지출원인행위(상수도공사 계약 등)가 없는데도 허위의 지출결의서, 

예금청구서 등을 작성(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한 다음 상급자의 

결재확인을 위해 상급자인 지출담당자의 직인 등을 훔쳐 찍는 방법으로 

허위회계서류를 작성한 후 이를 재무과로 송부, 금고(금융기관)에 지출

명령 후 이를 자신의 예금계좌에 이체시키는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17억여 원을 횡령하였다. 또 하나의 횡령수법으로서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지출결의서에 기재된 금액보다 예금청구서의 금액을 변조, 과다 기

입한 후 친분이 있는 관내 상수도 업체 대표의 계좌(총3개)에 이체하고 

그 후 과다 지급분을 다시 자신의 계좌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24억여 원을 횡령하였다.(법무연수원, 2010: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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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6 (건설계약비리, 부실공사 및 불량자재 사용업체) : 건설계약분야의 

비리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18명이 수사의뢰되고 공무원 192명이 

징계요구 조치됐으며 부실감리업체 4군데가 형사입건됐다. 품질성적서 

등을 변조한 중국산 철강재를 사용한 15개 업체가 고발됐다. 경북 A시 

모 실내체육관 지붕공사'의 경우 적용될 특허공법을 사전검토절차도 없

이 선정하고 연약지반을 단단한 지반으로 허위계산해 현재 바닥균열과 

벽체 누수로 공무원 6명이 수사의뢰 예정이다. B도시공사의 모 산단 조

성공사'의 경우 발파 특허공법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대가로 

특혜를 주는 등 44건에 760억원의 특혜 제공 의혹이 있어 도시공사 임

원 등 9명이 수사의뢰됐다. 한국산업표준에 미달되는 철강재 사용 의심

업체로 '부적합 철강재 신고센터'에 제보된 전국 31개 건설현장을 점검

한 결과 KS 규격 미달 중국산 철강재(H형강)사용 공사현장 9곳 및 철

강재를 납품한 철강구조물공장 6곳을 적발해 품질성적서 변조 등 28건

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KS 인증 및 품질성적서도 없는 중국산 철강재

(H형강) 사용를 사용한 15개 업체가 적발돼 고발 및 행정처분 의뢰조

치됐다. 감리 분야는 전국 다중이용 대형 소방시설 공사현장 33군데를 

표본 조사한 결과 감리일지 허위작성, 감리원 미배치 등 7건의 위법행

위를 적발해 4건은 입건, 6건은 행정처분 요구했다.(노컷뉴스, 2016. 4. 

28일자)

사례17 (폐수처리업체 뇌물수수) : ○○구청에서 환경오염 관리·감독을 담

당하는 A(53·6급)씨는 감독 대상인 폐수처리업체에서 단속 무마 대가로 

신용카드를 받았다. A씨가 2012년 3월부터 이 카드로 긁은 생활비와 

유흥비는 8천130만원. 해당 업체는 개선명령만 2차례 받았을 뿐 단속에 

한 번도 적발되지 않았다.

관급공사의 입찰 및 사업계약과 관련된 부패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부패의 구매자는 관급공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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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 또는 기존에 지방정부와 계약을 맺고 관급공사를 진행해 온 사업자

이다. 이들은 적법한 방법으로는 관급공사의 낙찰을 받을 수 없거나 계

약된 사업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 따라서 입찰에 유리한 위치를 차

지하거나 계약연장을 위하여 부패행위를 할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갖는

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은 부패 구매자의 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재량을 가진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약담당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계

약법) 및 동법시행령과 시행규칙,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관급공사의 입

찰 및 계약업무를 집행한다. 자치단체장과 계약담당자는 구체적인 입찰 

및 계약방법의 선택이나 계약내용의 관리․ 감독과 관련하여 재량을 행사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뿐 아니라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에 

관한 정보를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판매자로서 지방정부의 

계약담당자는 재량권과 독점적인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득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계약담당자는 뇌물 등 대가를 받고 입찰 및 계약의 중요한 내

용이나 경쟁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특정 사업자에게 유리하도

록 필요절차를 누락함으로써 특혜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자격미

달 사업자에 대하여 위법사항을 묵인하거나 부당하게 계약연장 하는 대

신 금품을 수수하는 형태로 부패를 저지르기도 하고, 퇴직공무원의 인맥

과 영향력에 따라 특정 사업자에게 사업을 몰아주는 방법으로 계약을 체

결하는 경우도 있다.

입찰 및 계약관련 부패는 경쟁사업자와 지방정부 뿐만 아니라 지역사

회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우선 정당한 자격을 갖춘 사업자는 경

제적 권리를 부당하게 박탈당한다. 지방정부는 관급공사나 구매 및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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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더 심각하게는 부적절한 사업자 

선정 또는 뇌물지급을 위해 비용을 절감하려는 사업자의 행태 및 관리소

홀로 관급공사에 부실이 발생하여 공공시설 및 서비스의 품질이 떨어지

거나 극단적인 경우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같은 대형 인명사고로까지 이

어질 수 있다. 요컨대 입찰 및 계약관련 부패는 지방정부의 재정과 지역

사회의 안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입찰 및 계약관련 부패를 저지른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이 미미하다. 분할발주나 계약절차 위반 등 위법사항이 발견되더라

도 뇌물이나 금품수수 등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으면 처벌이 어렵다(오일

환, 2004). 

3) 공유재산 처분 및 지역개발 관련 부패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재산을 말한다.9) 공유재산의 취득, 유지, 

보존 및 운용과 처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법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정부가 공유재산을 매입하거나 불하하는 과정에서 뇌물 

등을 받고 특정인이나 특정업체에게 유리하도록 특혜를 제공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러한 유형의 부패는 지방자치제도가 본격화되면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개발지향적 행정을 지향하면서 심화되었다. 즉 많은 토지개

발 및 재개발계획이 시행되면서 그를 위한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관련정

보의 사전 누설 등을 통해 지방의 토착세력에게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는 

경우가 많다.

공유재산 처분 및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최근 발생한 부패 사례들은 

9)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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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다.

사례1 (공문서 위조로 시유지 매각) : ○○시에서 공유재산을 관리하던 B씨

는 2004년 8월 시유지 59㎡를 시장 직인과 수납인을 몰래 찍어 허위 

매각서류를 만든 뒤 공시지가(9,500만 원)보다 훨씬 낮은 가격인 3,311

만 원에 C씨에게 팔았다. B씨는 매각대금 3,311만 원을 시 사적인 용

도로 사용하였다. ○○시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다가 7월 감사원이 

보낸 감사결과 통보서를 보고서야 사태 전말을 알았다. 그러나 시효 도

과로 B씨에 대한 형사처벌 및 징계처분이 불가능하였고, 4월 감사원의 

감사가 시작되자 정년퇴직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태에서 스스로 사표

를 내 퇴직금을 모두 챙겼다.(주간동아, 2013. 11. 18일자)

사례2 (시유지 매각절차 지연에 따른 손해 발생) : ○○시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지역균형개발법)에 따라 A사를 ○○

개발촉진지구 내 버섯재배단지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했다. 이에 A사

는 전체 사업부지 5만6,779㎡ 중 시유지를 제외한 2만4790㎡를 모두 

매입했다.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실시설계에 들어간 돈만 3억1,600

만원이었다. A사는 이어 개발촉진지구 내 시가 소유하고 있던 토지 3만

1,900여㎡에 대한 매수를 신청했다. 시 담당자는 A사에 시유지를 매각

하겠다는 내용의 안건을 시조정윈원회에 상정했으나 시조정윈원회에서 

"공개입찰로 매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매각 절차가 지

연되었다. 이후 담당자들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매각은 사실상 중

단됐고, 당초 매수 신청을 했던 시점으로부터 2년이 지나 '매각 또는 임

대할 수 없는' 재산으로 결정됐다. 감사원은 "시의 정책을 믿고 모두 3

억1,600만원을 투자해 사업을 시행하려 했던 사업자에게 피해를 입혔다

"고 결론 내렸다.(뉴시스, 2016. 3. 3일자)

사례3 (공유지 매각시 편법적 수의계약) : ○○도 공무원 A씨는 공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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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를 지명경쟁 입찰 공고 없이 수의계약으로 매각했다. 또 A씨는 

2한 공유지(2,000여㎡)를 4필지로 쪼개 모 문중회에 수의계약으로 매각

했다. 감정가가 3,000만 원 이상인 공유지는 관련법에 따라 일반경쟁 

입찰 방식으로 매각해야 하는 데 공유지를 분할하게 되면 감정가액이 

낮출 수 있고 이를 통해 수의계약을 진행했다는 게 감사위의 판단이다. 

감사위는 이와 같은 공유지 부정적 매각 등 부당한 업무 처리 사례를 

237건이나 적발해 각 기관에 시정 58건, 주의 64건, 통보 75건, 권고 

40건의 처분을 요구했다. 이중 관련자 17명(경징계 1명, 훈계 12명, 주

의 4명)에 대해서는 신분상의 조치를 요구했다. 한편 2006년부터 올해

까지 공유재산을 매입한 사람은 925명으로 이 가운데 전·현직 공무원

(배우자 포함)은 32명(35필지)으로 확인됐다.(한라일보, 2016. 8. 18일

자)

사례4 (개발예정부지 정보누설, 뇌물수수) : ○○시장은 LPG충전소 사업허

가를 내달라는 청탁을 받고 담당자에게 관련 업무를 지시한 뒤, 브로커

들을 통해 예정 부지 및 허가계획 등 업무상 비밀을 업자에게 흘린 혐

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패방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시장은 

자신의 측근인 브로커 및 비서실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수사·재판 관련 

변호사비용을 대납시킨 혐의(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도 적용했다.(아

시아경제, 2016. 3. 29일자)

사례5 (산업단지 부동산개발 허가 청탁) : ○○시 공무원 A국장은 C씨와 

함께 부동산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임야 9570㎡를 공동 매수하는데 2

억 원을 투자한 뒤 B담당 등 자신의 후배 공무원 3명에게 청탁해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았으며, 이 대가로 C씨로부터 자신의 아내가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업 법인계좌로 투자수익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수수하였

다. A국장은 또 형질변경을 도와준 B담당 등 3명의 후배 공무원에게 

각각 200만원씩 총 600만원을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B담당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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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허가 업무를 담당하던 중 형질변경·건축허가 및 편의제공 명목으

로 부동산개발업자 D씨 등 2명으로부터 총 7,200만원을 받았다. A국장

을 비롯한 8명의 공무원들은 ○○산단 시행사 대표로부터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제주·필리핀 등에서 골프 접대와 가족 여행경비 등 총 788

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경남신문, 2016. 3. 10

일자)

사례6 (기획부동산 관련허가, 뇌물수수) :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A

씨 등을 만나 6,000만원을 건네받은 뒤 "○○군에서 부동산업과 건설업

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니 재선되면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

군의회 의장은 재직 중에 A씨를 만나 "○○면 내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예산 편성과 군청 허가를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부동산 업자들은 전직 ○○지방국세청장 출신 C

씨에게 1억 원을 건네 세무조사 무마 알선을 부탁하는 등 세무공무원에

게도 손쓴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D씨 등 기획부동산 업자로부터 토

지분할 허가를 내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700만원을 받은 ○○군청 

공무원과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현금 5,000만원을 수수한 세무공무원 

등도 뇌물 수수 및 세무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매일

경제, 2011. 3. 28일자)

사례7 (임야개발허가 청탁, 뇌물수수) : ○○시청 개발행위 인·허가 직무에 

종사하다 4급 서기관으로 승진한 A씨는 임야 9500여㎡를 개발할 수 있

도록 허가를 받아주면 수익금을 주겠다는 B씨의 제의를 받고 부하 공무

원을 독촉해 개발행위 허가가 승인되도록 했다. 이 과정에 A씨는 해당 

임야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B씨에게 송금했으며, 이후 투자

원금 2억 원과 수익금 5000만원을 아내의 명의로 챙긴 혐의로 구속기

소 됐다.(경남신문, 2016. 8. 2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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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사례를 통해 다음을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공유재산의 처분 및 지역개발과 관련된 부패는 주로 공유지를 

취득하거나 공유지에서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구매자가 된

다. 

둘째, 구매자는 공유지의 소유권 내지 개발권을 얻고자 한다. 즉 지방

정부와의 매매계약을 통해 공유지를 매수하거나, 공유지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지역개발에 참여함으로써 수익을 얻고자 하므로 당해 권리

를 얻기 위해 거액의 댓가를 지불할 유인이 있다. 

셋째, 판매자는 공유재산 관리 담당 공무원 및 자치단체장이다. 우선 

공유재산관리 담당공무원은 특정인에게 공유지를 매각하기 위해 공문서

를 위조하거나, 입찰방식을 임의로 변경하여 특정사업자에게 특혜를 주

거나, 혹은 반대로 매각절차를 지연시킨다. 자치단체장은 지역개발계획

의 결정과 집행의 결정권을 가지므로, 지역개발에서 파생되는 이권을 노

리는 사업자들로부터 적극적인 로비와 청탁의 대상이 된다. 자치단체장

은 담당공무원에게 우호적인 처리를 지시함으로써 청탁에 응한다.

넷째, 판매자는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금품 및 향응을 받는 것이 

대부분이다. 뇌물은 자치단체장이나 업무담당자 뿐만 아니라 이들의 부

하직원이나 가족에 이르기까지 넓게 지급되기도 한다. 특히 공유재산의 

처분과 지역개발 관련 부패는 주로 토지의 취득과 처분, 이용과 관련되

는 것으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청탁하는 쪽이 적

극적인 경우가 많다.

다섯째, 공유재산 매각과정에서 나타나는 부패는 지방정부의 재정누

수를 초래한다. 즉 매각자금을 공무원 개인이 사적으로 유용하는 경우

와, 수의계약이나 매각지연 등으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경우 매

각대금의 전부 내지 일부를 상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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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사 관련 부패

현행 지방자치법10)과 지방공무원법11)에서는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지

방공무원의 임용에 대하여 그 공무원이 속한 당해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전적인 인사권을 부여하고 있다. 인사위원회의 견제권한강화 등 지방자

치단체의 인사행정을 지도, 감독하기 위한 법률적 제도가 존재하지만 실

질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장에 대한 친밀도 이외에도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과 근

무성적 평정, 인사부서의 판단과 직속상관의 판단이 인사에 영향을 미치

는 요소가 되므로, 지방정부에서 인사부조리가 발생할 수 있는 통로는 

다양하다. 

그러나 현실에서 인사부조리가 사법처리로 드러나는 사례는 미미한

데,12) 이는 인사비리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이명석․정평호(2006)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90% 이상의 공무원이 인사부

조리가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있고, 특히 승진인사에서의 비리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승진인사를 비롯한 전보, 근평 등의 경우 청탁을 주고

받은 공무원 모두 부패의 주체가 되므로 인사권자인 단체장을 고려대상

에서 제외하더라도 여전히 문제가 된다. 다음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지

10) 지방자치법 제105조의 규정은 다음과 같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감
독하고 법령과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11) 지방공무원법 제6조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광역시·도 또
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
속 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용권을 가지는 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
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 그 소속 기관의 장, 지방의회의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 또
는 교육위원회의 의사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
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12.31.]

12) 민선 1기부터 3기(2005년 4월 현재까지)까지 인사부조리를 원인으로 사법처리된 단체
장은 총 11명이고, 내부공무원은 5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명석․정평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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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자치단체 인사비리 사례이다.

사례1 (승진인사, 업체뇌물수수) :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3일 "

승진에 필요하다"며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

시 공무원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 평소 알고 지내던 

업체 관계자에게 "승진에 필요하다"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은 

A씨가 같은 해 11월 ○○시장 측근으로 알려진 B씨에게 인사 청탁과 

함께 업체 관계자로부터 받은 수천만 원을 건넨 사실도 확인했다. A씨

는 지난해 5급으로 승진해 면장으로 근무해 왔다.(중앙일보, 2016. 7. 3

일자)

사례2 (승진인사, 단체장 측근비리) : ○○지검 ○○지청은 10일 사무관 승

진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건넨 ○○군 6급 공무원 A(55·뇌물공여)씨와 

이를 수수한 군수 비서실장 B(39·특가법상 뇌물)씨 등 6명을 적발, 기

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인사비리에 가담한 A씨의 처 C(51·뇌물공

여)씨와 처제 D씨, ○○군 청원경찰 E씨, 주민 F(51·떡집 운영)씨 등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승진후보 명부 1순

위임에도 승진에서 계속 누락되자 B씨에게 승진을 부탁하며 금품 

(3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으며, C씨와 D, E, F씨는 금품 수수 

과정에서 공무원과 군수 비서실장을 연결하고 뇌물을 전달한 역할을 한 

혐의다.(경남신문, 2016. 6. 13일자)

사례3 (근무성적평정 조작) : ○○군청 ○○○군수는 2013년∼2014년 직원 

50여명의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조작, 부당한 인사를 한 혐의(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로 구속 기소됐다. 군수에 취임하고 특채로 채용한 비

서실장으로부터 펀드 투자금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군수의 비서실장은 ○○○군수 명의로 펀드에 가입해 수익금 2천

만 원을 ○○○군수에게 건넸고, 인사 청탁과 수의계약 대가로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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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과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590만원을 받은 혐의다.(연합뉴스, 2016. 6. 

9일자)

사례4 (승진후보자의 근무성적평정 점수조작) : 7일 감사원에 따르면 천안

시는 지난 2014년 하반기, 지난해 상·하반기 등 3차례에 걸쳐 승진후보

자 명부를 작성하면서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결정한 근무

성적평정 점수 및 순위를 임의로 변경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월 담

당자 A씨는 ‘2015년 하반기 승진후보자 명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지

방행정 5급인 B씨의 순위가 6위로 확인되자, 승진후보자가 될 수 있는 

5위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평점을 60점에서 65점으로 수정했다. A씨

의 직속상사인 C팀장은 이를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담당자 

D씨 역시 지난해 1월 2014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을 작성하며 실제 

평점과 달리 명부를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임의로 점수·순위

가 변경된 공무원 수는 2014년 하반기 91명, 2015년 상반기 17명, 

2015년 하반기 30명 등 총 138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디트

NEWS24, 2016. 7. 7일자)

사례5 (승진인사, 내부자고발) : ○○지방경찰청은 승진 시 금품이 오가는 

행위가 ○○ 지자체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익명의 투서를 최

근 접수했다고 30일 밝혔다. 투서에는 ‘(○○의 기초단체) 인사에서 과

장 승진자는 최대 1억 원, 그 밖의 직책은 수 천만 원의 금품이나 각종 

선물이 오갔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자릿값을 

주지 않으면 해당 직원을 무보직으로 장기간 방치하고 투명인간 취급한

다’, ‘승진 시 갈취 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받은 돈을 간부들이 

나눠 가진다’는 내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세계일보, 2015. 4. 30일

자)

사례6 (채용인사, 보은인사) : ○○○ ○○지사는 민선 5·6기를 거치면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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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낙하산’ 논란에 휩싸였다. 대표적인 것이 ○○도청 보좌진을 꿰차

고 있는 ‘3인방’이다. A 정책보좌관, B 홍보보좌관, C 사회복지정책 보

좌관은 모두 민선5기 때부터 ○○○ 지사를 수행해 왔다. 이 중 A·B 보

좌관은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퇴, 선거캠프에서 각각 정책실장과 홍

보팀장을 맡았다가 ○○○ 지사가 재선에 성공한 뒤 ○○도청에 다시 

입성한 케이스다. 민선5기 때도 ‘선거캠프 보은 인사’ 지적을 받았던 이

들은 공직에서 물러났다가 다시 민선6기 ○○도의 요직을 차지, ○○○ 

지사가 ‘회전문 인사’를 거리낌 없이 단행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공개채용 절차를 거쳤지만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지적도 나온다.(뉴

스1, 2015. 2. 5일자)

사례7 (인사평가점수조작) : ○○구청장은 자신의 측근을 승진시키기 위해 

근평순위 변경을 지시하거나 부하직원을 타기관으로 강제 전출시켰고, 

○○시장은 법령에서 정한 근평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채 자의적으로 

점수를 매겼으며 ○○구는 2005∼2008년 전형 점수를 조작하는 등 방

법으로 구의원 자녀 6명을 부당하게 채용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연합

뉴스, 2013. 1. 10일자)

이상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지방공무원 인사관련 부

패는 채용 및 승진대상자 본인 또는 그들의 지인이 구매자가 되고, 둘

째, 채용이나 승진을 통해 더 높은 지위와 더 많은 권한을 얻는 것이 목

표라는 것이다.

셋째, 지방정무 인사부패는 자치단체장이나 비서실장 및 고위직 지방

관료 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친인척까지 광범위하게 판매자로 개입될 수 

있다.

넷쩨, 대부분 뇌물수수를 수반한다.13) 인사 관련 부패문제가 더욱 심

13) 공무원 사회 내에서는 ‘사오서칠’이라는 말이 떠돈다. 즉 사무관이 되기 위해서는 5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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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한 것은 보수가 낮은 지방공무원이 인사 청탁을 위한 자금 마련을 위

해 다른 유형의 부패를 동반할 수 있다는 확장성에 있다. 

다섯째, 지방정부 인사 관련 부패는 직업공무원제와 자치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 지방자치제도의 취지가 지역주민을 

위한 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때, 지방공무원은 그러한 행정

업무 수행의 주역으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지방공무원의 승진목표가 인

사 관련 부패로 인하여 부당하게 좌절되거나 왜곡되는 경우 공무원 집단

의 사기와 전문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고려되

어야 한다. 지방정부의 업무처리에 대한 영향 역시 부정적일 것으로 예

상할 수 있는데, 불법적인 방법으로 승진, 채용된 공무원들은 지방정부

의 실질적인 인력투입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인사청탁에 소요된 비용

을 회수하기 위하여 또 다른 부패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5) 이전지출 및 과세행정 관련 부패

지방정부는 조례 등 법령이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방정부의 

예산으로 보조금 등을 지급하거나 자금을 빌려주거나, 또는 법령에 정해

진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 이전지출의 지급이나 세금징수

는 수급권자에게 금전을 전달하고 조세를 걷는 것 자체가 행정행위에 해

당하므로 앞의 유형들과 부패 구조가 다소 상이하다. 

최근 우리나라 지방정부에서 발생하는 자금운용상의 부패사례는 다음

과 같다.

사례1 (쌀직불금14) 부정수급) : ○○경찰서는 ○○만 경제자유구역 일대 농

만 원, 서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7천만 원의 뇌물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매일신문, 
2016. 7. 5일자)

14) 쌀직불금제도(쌀목표가격제도 혹은 쌀소득보전직불제)는 농가소득 보전과 쌀가격 안정
을 위하여 쌀가격이 법률로 정한 목표가격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이를 보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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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사들인 후 마을주민과 공모해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 것처럼 허위

의 경작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 직불금 수천만 원을 부당하게 받은 농지 

소유자 강모(53·여)씨 등 35명을 농업소득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

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또 해당 농지에서 실제 경

작을 하거나 허위 경작 사실 확인서를 만드는 데 가담한 마을주민 김모

(72)씨 등 15명과 쌀 직불금을 부당 지급한 군청 공무원 김모(36·7급)

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해당 지역에서 쌀 직불금 부정 수

령이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 내용을 근거로 전수 조사를 벌인 경찰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4,500여만 원의 부당 수령 사실을 확인, 

관련자들을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뉴시스, 2015. 4. 28일자)

사례2 (복지급여 횡령) : ○○군 모 읍사무소에서 복지급여 지급업무를 담

당하는 7급 여직원 장씨는 남편·아들·지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명의로 차

명계좌 34개를 개설한 뒤 급여자료 작성과정에서 매달 1명에서 최대 

36명까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을 생계급여·주거급여 대상

자로 끼워 넣는 수법으로 5년간 복지급여 3억6,000만원(758명치)을 횡

령했다. 장씨는 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할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6

억4,000만원(1,624명치)을 자신이 관리하는 차명계좌로 빼돌렸다. 장씨

는 5억 원은 모친에게 주고, 나머지 5억 원은 토지취득·채무변제·자동차 

구입·해외여행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경향신문, 2009. 

3. 10일자)

사례3 (후원금 횡령) : 감사원에 따르면 ○○시의 한 주민센터 공무원은 저

소득층 초등학생 급식비 후원업무를 담당하면서 지역주민과 다른 공무

원들이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급식비로 써 달라고 입금한 후원금 

234만원을 17회에 걸쳐 무단인출, 개인적 용도로 써오다 적발됐다.(중

앙일보, 2013. 3. 12일자)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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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4 (뇌물지급, 보조금횡령)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41조는 자치단체 보

조금을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 43조 양벌규정에 따라 

사단법인인 협회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

야 한다. 지난해 A협회는 ○○시의 보조금 3억3,000만원을 민간경상 사

업보조금(수출지원사업)으로 지원받았다. 중소기업수출컨설팅(1억8000만

원), 해외바이어발굴 및 온 오프라인 마케팅지원(1억2000만원), 청주 우

한 경제교류활성화(3000만원) 명목이다. 그동안 협회 사무국장은 사문

서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정산서류를 꾸며 시 보조금 가운데 1억원 

상당을 빼돌렸다. 횡령한 돈은 시 7급과 임기직 8급 공무원의 외유성 

여행경비 지원 등 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뉴시

스, 2016. 7. 7일자)

 

사례5 (뇌물수수, 양도세 감면) : ○○시 세무공무원 A씨 등은 지난 2014

년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세무사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인천지역 내 

사찰과 농지, 주차장 부지 등의 양도소득세(1억 원~2억 원 가량)를 감

면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청탁을 받은 세무서 소속 공무원들은 납세

자의 세금 감면을 도와 적게는 100만원부터 많게는 3천3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중 모 지방국세청 감사관실 소속 E씨

(48)는 한 세무사로부터 500만원을 받고 감사에 적발된 지적사항을 덮

어 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세무사 F씨는 2014년부터 올해 초까지 4명

의 납세자로부터 총 3억6천여만 원을 받았다.(경기일보 2016. 8. 10)

사례6 (탈세묵인, 뇌물수수) : ○○세무서 등에서 카드사 관리·감독 업무를 

하던 전·현직 공무원들이 카드깡 조직의 위장가맹점 개설, 탈세 등 불법 

행위를 눈감아 주고 각각 수천만 원의 사례금을 받아 챙겼다. 해당 공

무원들은 해당 카드깡 조직이 유흥주점에 부과되는 최대 38%의 세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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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루하기 위해 노숙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 170명을 모집해 위장 명의

자로 사업자 등록을 한 뒤 가맹점 1998개를 개설해 불법 행위를 하는 

것을 알고도 당국에 고발하거나 단속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

시 ○○세무서에 근무하던 7급 공무원 A씨와 8급 공무원 B씨는 단속무

마대가로 매달 300만원과 100만원을 받고 미고발 대가로 건당 100만원

을 받는 등 각각 8,150만 원, 2,750만 원 등을 받았다.(뉴스1, 2014. 9. 

11일자)

이전지출과 관련된 부패는 구매자와 판매자의 구분이 없고 담당공무

원이 단독으로 벌이는 경우가 많다. 보조금이나 사회복지급여의 지급은 

수령자의 요건이 법령에 엄격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용될 자금을 횡

령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조작하거나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대리 수령하

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전지출과 관련된 부패는 단순한 지급건수 또는 지출액으로 판단한

다면 지방정부의 서비스가 문제없이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

나 실질적으로는 수급권자에게 편익이 돌아가지 않는 것이므로 그 실체

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규모가 크지 않은 지방정부에서 회계, 지출업

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감시의 눈을 피해 자금을 빼돌리려는 유혹과 기

회가 많은 반면 이들의 불법행위를 사전적으로 통제, 감시할 수 있는 제

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불법행위가 표면적

으로 드러나는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적발하기 쉽지 않다.

자금운용상의 부패는 공무원이 공적자금을 횡령했다는 자체도 큰 문

제이지만, 적법하고 정당하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기초적

인 생활수준을 보호받거나 절박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박탈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측면에서 더 큰 문제의 소지가 있다. 

과세행정과 관련된 부패는 납세의무자가 탈세하기 위해 담당 세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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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구조로 발생한다. 즉 세무공무원이 납세자가 

세금신고를 잘못하거나 세금을 포탈하려는 점을 알면서도 뇌물 등 금품

의 대가로 묵인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히 있어왔다. 이는 지방재정을 약

화시키는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전이시키는 결과

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과세의 형평상의 문제도 제기될 수 있고 장

기적으로 조세저항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유형 외에도 지방정부 공무원이 실질적으로는 수령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차명계좌 등을 이용하여 각종 

수당을 부정수급하거나 다른 근로자의 급여를 가로채는 경우도 있다. 특

히 공무원에 대한 각종 수당을 쌈짓돈으로 여기는 분위기 속에서 부정수

급의 문제가 일상적이고 은밀히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 수당에 

대해 수급자 개개인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지 않으면 그 정당성 여부를 판

단하는 것이 어려운데다가, 적발된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환수에 그치기 

때문에 근절하기 어렵다.

3. 소결 : 지방정부 부패유형별 특징

지방정부 부패의 주요 유형별 특성을 구성요소에 따라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이로부터 지방정부의 부패가 지방행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개관할 수 있다.

부패 사례의 유형 중 인허가 관련 부패와 입찰, 계약관련 부패, 공유

자산 처분 및 지역개발 관련 부패는 이해관계자가 매우 넓고 구매자와 

판매자를 특정할 수 있는 반면, 인사관련 부패와 세무 및 보조금 관리와 

관련된 부패는 구매자와 판매자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고 은밀하

게 행해지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적발이 어렵고 외부에서 관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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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쉽지 않다. 요컨대 인허가, 입찰/계약, 공유자산 처분/지역개발 관련 

부패는 민원인이나 민원기관의 경험이나 관찰에 노출되어 있으나 인사, 

세무, 보조금 관리 관련 부패는 정부 외부의 구매자보다는 내부 구성원

들의 인식에 반영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Rare Goods Additional Incentive Damages

인허가 Ÿ 법령에금지된 행위
를 할 권리

Ÿ 금품,향응 등의 뇌
물수수

Ÿ 대가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많음

Ÿ 해당 행정행위 발
급량에 미치는 영
향 불분명

Ÿ 공공사업 부실, 정
당한 사업자의 권
리 침해 등으로 지
역주민의 생활수준 
및 만족도 저해

계약, 입찰 Ÿ 독점적 사업권

공유자산
처분 등

Ÿ 공유지의 소유권 
및 개발권. 막대한 
차익기대

인사권남용 Ÿ 채용, 승진
Ÿ 대부분 뇌물 수반
Ÿ 다른 유형 부패 동

반

Ÿ 지방정부조직의 사
기, 전문성에 부정
적 영향

세무, 
보조금 등 
재정운용

Ÿ 납세자 또는 회계
공무원 등이 얻고
자 하는 금전적 이
득

Ÿ 뇌물 등
Ÿ 금전적 이득 그 자

체
Ÿ 지방재정 악화

표 1. 지방정부 부패 유형별 구성요소 및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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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지방정부 부패의 측정

1. 부패 측정방법

부패는 명확한 개념정의가 어렵고 사람들이 부패로 인식하는 범위가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 수준을 측정하기 쉽지 않다. 그동안 부패연

구분야에서 시도된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인식을 측정하는 방법, 뇌물 공

여자를 대상으로 뇌물제공 경험을를 묻는 방법, 관찰법으로 직접 측정하

는 방법, 역산으로 뇌물수수액을 계산하는 방법, 시장균형 이론으로 추

론하는 방법 등이 있다.

이 중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부패측정 방법은 부패에 대한 

인식(perception)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부패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설문조사로 측정하는 것으로 비교적 측정이 용이하여 국제투명성

기구의 부패인식지수(CPI)나 세계은행의 부패통제지수(control of 

corruption index, CCI)등 국가별 부패정도를 측정하는데 널리 이용되어 

왔으며, 부패와 경제성장의 관계 등 국가를 분석단위로 하는 초창기의 

실증연구에 많이 활용되었다(Mauro, 1995). 국내에서도 이 방법을 사용하

여 국민권익위원회, 서울특별시 등 국가기관이나 한국행정연구원, 서울

대학교 정책지식센터 등 연구기관에서 민원인이나 기관, 사업체 종사자, 

일반국민,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부패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는 조사를 

수행해 오고 있다. 

그런데 부패인식을 측정하는 방법은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즉 부패인식에 편의(bias)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Olken(2009)의 실증분석에 따르면 도로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낭비된 

지출(disappeared expenditure)이 지역주민의 인식한 부패와 거의 관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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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부패에 대한 인식은 공공서비스 제공에 대

한 일반 시민의 판단능력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과 개인의 인식은 제3의 

변수에 의해 크게 영향 받는다는 점에서 실제 부패수준을 적절히 반영하

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외에도 부패를 측정하는 대상에 대한 

사전지식이 충분히 없는 경우 중심화 경향(central tendency)이나 응답자

와의 상호 유대관계로 인하여 나타날 수 있는 관대화 경향(leniency 

tendency), 응답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편견(상동적 효과, stereotyping)

이나 미디어에 노출되는 일반적인 이미지에 의해(후광효과, halo effect) 

발생하는 오류, 응답자의 착오 등에 의해 왜곡된 측정결과가 나타날 수 

al.있다. 

부패인식에 존재하는 편의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설문대상에 대해 

어느 정도의 배경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인식을 측정

하거나, 부패사건 적발, 공무원에 대한 징계, 형사처벌 등 실제 부패발생

을 측정하는 다른 자료와 상관관계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Banerjee & 

Pande, 2009). 그러나 이러한 보완방법 역시 전문가를 선별하는 과정에

서도 연구자의 전문지식이 요구된다는 점과, 부패발생 자료는 감사․ 처벌

기관의 부패통제 의지나 정책우선순위 등 외부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 있

고 실제 부패발생시점과 시차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추가적으로 고려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완벽한 해결책이 되지는 못한다.

부패경험을 측정하는 방법도 활용되고 있다. 주로 뇌물공여자(bribe 

payer)에게 뇌물제공 경험이 있는지, 뇌물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를 

직접 묻는다. Olken & Pande(2012)는 뇌물 제공행위는 다른 유형의 부패

에 비하여 비교적 비난을 덜 받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잘 측정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Svensson(2003)은 우간다의 사례에서 기업체 

종업원들이 일인당 평균적으로 미화 88달러의 뇌물을 제공하였다고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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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는데, 이는 총 비용의 8퍼센트에 달하는 큰 규모인 것으로 보아 어

느 정도 정직하게 응답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뇌물경험에 대한 설문조사는 반복측정이 용이하기 때문에 여러 국가

에 대해 연도별로 자료를 축적할 수 있다. 예컨대 49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국제범죄피해자조사(international crime victim survey, ICVS)는 응답

자들에게 지난 1년간 해당 국가의 공무원으로부터 뇌물제공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는지를 측정한다. Mocan(2008)은 ICVS를 활용한 연구에서 개발

도상국의 경우 응답자의 소득과 교육수준이 뇌물제공요구 인식과 양(+)

의 관계에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고, 고길곤(2016)은 한국행정연구원 부

패실태조사의 부패경험에 대한 자료를 이용하여 부패행위로 부터의 기대

이익과 적발가능성, 처벌수준에 대한 인식이 부패행위를 설명한다는 것

을 실증결과를 제시하였다. 최근 세계은행 기업조사(World Bank 

enterprise survey, WBES)나 국제투명성기구의 뇌물공여지수(BPI) 등 국

가를 대상으로 뇌물공여 경험을 측정된 부패 자료가 점차 축적되어 국가

를 대상으로 한 시계열적 분석의 신뢰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부패경험에 대한 설문조사 방법도 한계를 갖는다. 

뇌물죄가 형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대상이

고 사회적으로도 비난을 적게 받는 유형의 부패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응답자가 진실하게 보고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특히 지방정부의 맥락

에서 일선공무원과 결탁되어 있는 지방토호세력의 경우에는 뇌물의 규모

를 축소하여 보고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설문조사 방법으로 부패

의 경험을 측정하는 방법도 기본적으로 기억이나 감정의 영향을 받기 때

문에 측정결과의 타당성에 대한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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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식된 부패와 관측된 부패

본 논문은 지방정부 독립변수인 부패를 측정한 척도로 국민권익위원

회에서 매년 조사하는 청렴도점수와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의 징계건

수를 활용하였다. 

지방정부 공무원의 징계건수는 법적 관점에서의 부패를 측정한 것으

로 협의의 부패수준을 나타낸다. 청렴도조사는 기본적으로 설문조사 방

법으로 민원인과 공무원, 전문가, 주민이 판단하는 지방정부의 부패를 

측정한 것으로 ‘부패인식’을 측정한다. 여기서 말하는 부패는 공무원 

범죄보다는 더 넓은 범위를 포함한다. 즉 단순히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투명하고 책임있는 업무처리까지 포함한다. 이

렇게 부패를 넓은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은 부패수준이 단순히 공무원 범

죄를 드러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투명성과 대응성 등 광

범위한 거버넌스 역량을 제고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주장에 의

해 뒷받침될 수 있다(라영재, 2008). 따라서 이하에서는 지방정부의 청렴

도를 넓은 의미에서의 지방정부의 부패와 대응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도록 

하겠다.

인식된 부패인 청렴도와 관측된 부패인 공무원 징계건수에서 공통적

으로 부패로 정의하는 부분이 있지만 두 영역이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

다. 인식된 부패인 청렴도는 실제 지방정부 부패수준을 반영하기도 하지

만 앞서 검토하였듯이 응답자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에 의

해 편의가 존재할 수 있다. 공무원 징계는 공식적인 법과 규범에 규정된 

공무원의 책임과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이루어지므로 법규범이 미비되어 

일부 부패에 대한 통제 수단이 마련되지 못하거나 행정적․ 사법적 통제

역량의 현실적인 한계로 인하여 적발․ 처벌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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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에도 불구하고 관측되지 못할 수 있다. 

청렴도 점수는 응답자의 주관적인 인식에 영향을 받는다는 본질적인 

한계 외에도 측정항목 설계의 문제로 인하여 경험적 연구에 포함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청렴도점수가 넓은 의

미에서의 부패를 측정한다는 점과, 인식척도의 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하

려는 측면을 인정하여 주요 독립변수로 고려하고자 한다. 

1) 인식된 부패 : 청렴도 측정모형의 이해

청렴도 측정은 1999년 처음 개발된 이래 지금까지 매년 모든 중앙행

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직유관기관과 국공립대학을 대상

으로 측정되고 있다. 2015년 현재 청렴도 점수는 <표 2>와 같이 외부청

렴도와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로 나누어 측정된다.15) 

지난 15년간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조사 자료가 축적되어 왔음에

도 불구하고, 청렴도 점수를 활용한 경험적 연구는 매우 기초적인 수준

에서 공공기관의 부패 현황을 비교하거나 청렴도의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고, 청렴도를 독립변수로 하는 연구는 거의 전

무한 상황이다(김용근, 2006; 라영재, 2008). 청렴도 점수의 활용도가 낮

은 것은 인식척도라는 특성으로 인해 조사결과의 객관성이 낮을 것이라

는 우려도 있으나, 청렴도 평가항목 및 가중치의 빈번한 수정으로 인하

여 연도별 청렴도점수의 비교가능성이 낮다는 점이 결정적인 한계이다. 

한편 청렴도점수의 설문조사 원자료나 세부 항목별 점수를 공개하여 타

당성에 대한 학술적 검증을 허용하지 않는 조사기관의 폐쇄적 태도도 결

정적인 원인이 된다. 

먼저 인식척도로서의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청렴도 조사는 조사설계 

15) 부패사건 발생현황과 신뢰도 저해행위는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 및 정책고객평가를 
가중평균한 종합점수에 대한 감점요인으로 고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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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에서 특징적인 요소들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많은 부패인식관련 

조사들은 일반국민 또는 사업자 등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는데, 이는 

사회 전반적으로 부패가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는 유용하

나 특정 기관의 부패정도를 측정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윤태범(1999)이 

지적했듯이 부패로 인한 부정적 영향은 불특정 다수에 대하여 간접적으

분류 지수 측정항목 측정방법

외부청렴도
(민원인, 
공직자)

부패지수
금품, 향응, 편의 수수, 특혜제공, 
부당한 사익추구 등에 대한 직, 간접적 
부패경험 및 인식정도(13개 항목)

설문조사

부패위험지수 업무처리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정도(4개 
항목)

내부청렴도
(소속직원)

청렴문화지수
조직 내에서의 부패행위 관행화 정도와 
부패 방지제도 운영의 실효성 정도(9개 
항목)

업무청렴지수
인사, 예산집행, 업무지시에 있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정도(24개 항목)

정책고객
평가

(전문가, 
업무관계자, 

주민)

부패인식
금품,향응,편의 수수 인식, 예산낭비, 
정책결정 및 사업과정의 투명성 등 
부패와 관련한 인식(10개 항목)

부패통제 징계수준의 엄정성, 부패예방 노력도 
등(3개 항목)

부패경험 금품, 향응, 편의 수수와 관련한 
부패경험(1개항목)

부패사건
발생현황

부패공직자 통계지수(행정기관 일반직원 부패사건 적용) 처분통계
부패사건 
DB

부패사건지수(행정기관 정무직 공직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부패사건 적용

신뢰도
저해행위

측정대상자 명부 임의변경, 오기, 호의적 평가유도 
응답건수

명부점검
설문조사
현지조사점검, 제보 등 적발사항

참고: 국민권익위원회. (2015). 「2015 국민권익백서」

표 2. 2015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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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나기 때문에 부패에 대한 일반적인 인지도는 낮을 수밖에 없다. 

청렴도 조사는 특정 공공기관의 업무를 경험해본 민원인이나 공무원, 정

책고객으로 응답자를 제한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부패인식조사는 대상기

관에 대한‘인식’을 위주로 조사하였으나 청렴도조사는 업무처리 과정

에서 금품․ 향응․ 편의의 제공, 부당한 예산집행 및 업무지시 등의 실제 

경험을 구체적으로 묻는다. 그러나 조사설계상의 보완에도 불구하고 청

렴도점수가 공공기관의 부패를 얼마나 객관적으로 진단해 왔는지는 미지

수이다. 다만 종합청렴도를 도출하기 위해 2011년부터 부가적으로 객관

적인 계량지표(부패사건 발생현황)를 포함하기 시작하였다는 점과 측정

결과 공공기관 간 청렴도 점수 차이가 미미한 것으로 미루어 판단할 때, 

여타 부패인식 조사에 비하여 타당성과 객관성 측면에서 크게 차별화되

지는 않았음을 짐작해볼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정

부의 부패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청렴도점수를 활용하되 타당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관측자료인 공무원징계건수를 보완적으로 사용하였다. 

청렴도 점수를 활용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은 청렴도 조사의 척도 구성

과 문항별 가중치는 매년 수정·변경되어 왔다는 점이다. <표 4>에서 확

인할 수 있듯이, 연도별 청렴성 측정 항목의 구성과 청렴도점수 집계를 

위한 가중치가 매년 변동하고 있어 연도별 청렴도 점수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012년에 특정 기관의 투명성

이나 책임성 하락(부패위험지수)은 2011년보다 외부청렴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반면, 금품이나 향응제공 경험(부패지수)은 외부청렴도에 

더 크게 반영될 수 있다. 또한 2012년에 외부청렴도의 가중치가 비교적 

큰 폭으로 변화하면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종합청렴도가 2011년에 비하

여 평균 0.58점 하락하였는데, 이는 종합청렴도의 분산이 작은 특징을 

고려하면 큰 폭의 변화로 볼 수 있다. 척도와 가중치 변화에 대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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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변화된 청렴도점수를 활용할 경우, 다른 변수와의 관계를 과다추정

할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한 연구나 보고서들은 청렴도점수 측정

모형의 문제에 대한 고려 없이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청렴도 변화 추이를 

판단하고 있다(송형상 & 이준희, 2015; 신상훈 & 이세철, 2015; 이자성, 

2014; 장석준, 2010). 척도와 가중치가 빈번하게 변동하여 측정결과에 영

향을 미치는 상황에서는 청렴도점수 자체보다 오히려 상대적인 청렴도를 

활용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 상대적인 타당도를 나타내는 방법으로 

청렴도 점수의 크기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거나 점수를 표준화하는 방법

을 고려할 수 있으나, 범주화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손실이 크다는 문제

가 있고, 표준화점수를 이용하는 방법은 청렴도의 추세적 변동을 고려하

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표준화점수법을 고려하되, 원

점수를 활용할 경우와 결론의 큰 차이가 없는 경우 원점수를 그대로 활

용할 것이다. 다만 원점수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2012년 척도변화로 인한 

효과는 단절적 시계열모형을 활용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청렴도조사가 갖는 인식척도로서의 한계를 인정하고, 

지방정부 외부에서 인식하는 부패수준(외부청렴도)과 내부 구성원이 인

식하는 부패수준(내부청렴도)을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외부청렴도

와 내부청렴도는 평가의 주체, 평가대상과의 관계, 측정문항, 측정목적, 

측정기법이 상이하여 부패 인식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윤종설, 2002), 

지방정부의 부패에 대한 조직 내․외부의 인식 역시 제3의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볼 때, 외부고객인지 내부구성원인지에 따라 영향을 주

는 변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를 구분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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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척도가 드러내는 부패 유형이 다르기 때문이다. 외부청렴도는 공공기

관의 대민·대기관 업무를 경험한 국민(민원인/공직자)이 고객의 입장에

서 경험하고 인식한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진단하는 대민·대기관 청렴도

이고, 내부청렴도는 공공기관의 소속직원이 내부고객의 입장에서 소속기

관의 인사·예산 등 내부업무의 청렴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패

의 구성요소에서 행위자가 조직내부 구성원인 인사관련 부패와 이전지

(( ) 안은 세부 측정문항 수)
측정항목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외부
청렴도

0.702 0.648 0.735 0.735 0.610 0.601 0.601

부패지수 0.483
(10)

0.483
(10)

0.483
(9)

0.483
(8)

0.638
(7)

0.638
(13)

0.638
(13)

부패위험
지수

0.517
(12)

0.517
(12)

0.517
(10)

0.517
(8)

0.362
(4)

0.362
(4)

0.362
(4)

내부
청렴도

0.298 0.352 0.265 0.265 0.250 0.250 0.250
청렴문화

지수
0.433
(12)

0.433
(6)

0.433
(6)

0.433
(7)

0.433
(8)

0.433
(9)

0.433
(9)

업무청렴
지수

0.567
(18)

0.567
(16)

0.567
(16)

0.567
(17)

0.567
(18)

0.567
(24)

0.567
(24)

정책
고객
평가

0.149 0.149 0.149

부패인식 0.427
(10)

0.427
(10)

0.427
(10)

부패통제 0.294
(3)

0.294
(3)

0.294
(3)

부패경험 0.279
(1)

0.279
(1)

0.279
(1)

부패사건발생현황
미측정 감점요인

신뢰도 저해행위
기초자치단체 

종합청렴도 점수 8.08 8.43 8.37 8.27 7.69 7.60 7.48

표 3. 연도별 청렴도 측정항목의 가중치 및 세부문항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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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수당, 과세행정과 관련된 부패는 주로 내부청렴도에 의해 측정될 수 

있고, 인허가 관련 부패나 입찰 및 계약관련 부패, 그리고 공유재산 처

분 및 지역개발 등 희소한 권리나 지위를 얻고자 하는 구매자가 조직 외

부에 있는 경우에는 민원인 및 민원기관을 대상으로 측정한 외부청렴도

에 반영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의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하지 않
고 투명하고 책임있게 업무를 
처리하는 정도

소속직원이 내부고객의 입장에
서 해당기관의 내부업무와 문
화의 청렴도를 평가하는 것

평가주체 민원인, 공직자 직원

조사목적 부패취약분야 진단 조직적, 문화적 차원의 부패 측
정

조사방법 전화 설문조사 온라인 설문조사

세부항목
구성

- 부패지수: 금품, 향응, 편의
수수 등에 대한 부패경험 및 
인식정도

- 부패위험지수: 공직자가 투명
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업무
완수에 노력한 정도

- 청렴문화지수: 조직 내에서의 
부패행위 관행화 정도, 부패
방지제도 운영의 실효성 정
도

- 업무청렴지수: 인사, 예산집
행, 업무지시를 투명, 공정, 
적법하게 처리한 정도

⇩ ⇩
주요 관련 
부패유형

인허가, 계약, 입찰, 공유재산 처분, 
지역개발, 세무 관련 부패

인사권 행사,
재정운용 관련 부패

참고: 국민권익위원회. (2014). 「2014 국민권익백서」

표 4.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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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측된 부패: 공무원 징계자료의 이해

공무원의 징계는 공무원관계에서의 질서를 유지하고 기강을 숙정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기 위하여 과하는 제재를 말한다.16) 

징계는 공무원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주는 처분으로 공무원의 공무

담임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징계의 사유

와 절차 및 효력도 법률에 규정되어야 한다. 

지방공무원 징계자료는 부패의 척도인 동시에 지방정부 부패에 대한 

통제수단이라는 양면적인 특성을 가진다. 지방공무원 징계는 법적 관점

에서 정의된 협의의 부패수준을 나타내주지만 부패통제수단이라는 특성 

16) 대판 83누 130, 1983. 6. 28

법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외무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법관징계법 검사징계법 감사원법
군인사법 군무원인사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대통령령

공무원징계령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규정 교육공무원징계령
경찰공무원징계령 소방공무원징계령
군인사법시행령 군인징계령 군인징계령시행규칙
군무원인사법시행령 국가정보원직원법시행령
징계․소청및고충처리에관한규정 국회인사규칙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규칙 법원공무원규칙
감사원징계및인사사무감사규칙 감사원재심의규칙
헌법재판고공무원규칙

총리령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출처: 행정자치부. (2012). 2012 징계업무 편람

표 5. 징계에 관한 주요 근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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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징계권자나 사법당국의 공무원부패 통제 의지에 의해 영향을 받

고 부패척도로서의 타당성 문제가 지적될 수 있다. 문제는 예컨대 징계

건수가 증가하는 경우 실제 부패수준이 심각해진 것인지 공무원범죄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어서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는데 있다. 

<그림 2>는 2006년부터 2014년까지의 연도별 지방공무원 징계총계 및 

중징계 비율자료이다 징계건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2008년에 징계공무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후 대체로 증가된 수준을 유지하면서 소폭 감소

하는 추세를 보인다. 2012년 당시 행정안전부(현 행정자치부)는 이명박정

부의 공직비리 급증현상에 대한 지적에 반박하면서, 이러한 현상은 2009

년 4월「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이 제정되어 “종전에 징계대상이 

되지 않던 경미한 사건에 대해 징계기준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설

명하였다(행정자치부, 2012).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징계건수가 폭

증한시기는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이 마련되기 전인 2008년부터이고 

그 이후로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어 왔다. 한편 공무원 비위사건 처

리규정이 제정된 2009년에는 중징계비율17)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즉 2008년의 지방공무원 징계건수가 급증한 것은 징계기

준 강화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오히려 2008년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부패방지 제도개선과 반부패정책 시행을 담당하던 대

통령직속 국가청렴위원회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와 통합

하여 국무총리산하의 국민권익위원회로 축소하고 공무원의 부정․비리 통

제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약해진 시기였는 바, 2008년 이후의 징계건수 

증가는 실제 공무원 부패수준이 변화한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을 

17) 공무원 징계유형으로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의 6종이 있다. 파면과 해임은 
공무원신분을 박탈하는 것이고,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은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면서 신
분상, 보수상의 이익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이중 감봉, 견책을 경징계,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을 중징계로 본다. 중징계비율은 전체 징계 중 중징계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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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의 시간적 분석범위인 2008-2014년의 지방공무원 

징계건수는 부패수준의 관측된 변화를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라고 전제하

고 분석에 포함할 것이다.

그림 2. 지방정부 공무원 징계건수와 중징계비율의 연도별 변화

한 가지 주의할 것은 공무원 징계자료는 과거의 부패수준을 반영하는 척

도라는 것이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살펴보면(행정자치부, 2012), 

감사원이나 검찰, 경찰, 자체조사 등에 의해 비위사건이 적발되면 적발

사실을 징계의결요구권자에게 통보하고, 징계의결요구권자는 통보일로부

터 1개월 이내에 관할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관할징계

위원회는 징계요구를 접수한날로부터 30일 내지 60일 이내에 징계의결을 

하여 징계의결 처분권자에게 통보하면 처분권자는 통보일로부터 15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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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 징계처분을 하게 되어 있다. 또한 해당 공무원이 징계처분에 불응

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하고, 소청결정이 있은 후에

는 90일 이내에 다시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렇게 비

위사건의 적발부터 징계처분이 확정되기까지 법에 의해 정해진 절차를 

거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된다. 한편 경찰청의 「범죄통계」에 의

하면 공무원 범죄18)는 범죄의 발생시기에서 검거까지 평균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특히 뇌물수수사건의 경우 절

반 이상이 발생시점에서 1년 이상 경과된 이후에 검거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공무원범죄에 대한 징계처분은 과거의 부패수준을 사후적

으로 반영하므로 분석에 포함시킬 때에는 적절한 시차를 고려해야 한다. 

18) 공무원에 의한 직무유기, 직권남용, 수뢰, 증뢰사건에 발생현황, 검거현황, 사건처리기
간, 사건의 세부 특성(공범여부, 재범여부) 등의 통제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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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지방정부의 행정효율성

제1절 행정효율성의 의미

본 논문의 질문은 ‘청렴한 지방정부가 일도 잘 하는가’로 요약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부가 일을 잘 한다고 할 때에는 주어진 일을 할 

때 최소의 비용으로 경제성 있게 수행했다는 기술적 효율성의 의미와 주

어진 일의 목표를 충실히 달성했다는 효과성의 의미를 모두 포함한다. 

이러한 두 가지 의미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 바로 효율성의 개념이다.  

행정효율성은 연구자에 따라 능률성, 효과성, 성과, 생산성이라는 표

현과 혼용해서 쓰이기도 하나, 일반적으로 행정조직의 예산․ 인력 등 투

입요소 대비 산출을 의미하며, 공공서비스 생산 목표를 달성했는가, 공

공서비스의 품질은 우수한가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Rogers, 1990; Berman, 1998, Brewer & Selden, 2000). 효율성을 어떻게 

개념정의 하든지, 투입과 산출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공통된

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행정효율성은 첫째, 지방정부의 재정과 인력투입

에 대한 공공서비스의 직접 산출로 정의할 수 있고, 둘째, 지방정부 정

책목표의 달성여부와 공공서비스의 품질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지역주민

과 기업인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만족까지 포괄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더 적은 투입으로 동일한 산출을 얻어내거나 동일한 투입으로 더 

많은(나은) 산출을 이끌어내는 지방정부가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한다.

지방정부의 효율성을 경험적으로 연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은 지방정부의 성과와 관련한 척도가 제공되는지 혹은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영리목적으로 운영되는 민간조직의 경우에는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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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와 산출요소가 명확하고, 각 요소의 시장가격이 존재하므로 효율성

을 이해하기도 쉽고 측정방법도 간명하다. 그러나 지방정부와 같은 종합

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조직들은 투입요소와 산출요소가 복수

이고, 산출요소가 비가시적인 경우와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생산함수를 도출하기도 쉽지 않으므로 효율성을 계량적으로 측정하

기 어렵다(문경주, 2014). 

그러나 공공부문에서의 효율성 측정과 관련하여 학자들은 효율성을 

보다 정교하게 측정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을 계속해 왔다. 효율성 

척도는 공공기관 성과의 비교 및 평가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고, 공공

기관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논거가 되며, 행정관리의 정보로 활용되

어 조직 각 부분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매커니즘을 설계하는 것을 가능

하게 하고, 예산편성의 기초자료가 된다는 점 등에서 필요성과 활용도가 

높기 때문이다(오일환, 2004). 

제2절 지방정부 행정효율성의 측정방법

1. 행정효율성 측정기법

1) 전통적 방법 : 비프런티어 접근법

서비스 공급기관들 간의 효율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전통적으로 사용

된 방법은 비프런티어 접근법으로 대표적인 예가 단순비율분석과 회귀분

석이다. 단순비율분석은 투입변수와 산출변수간의 비율을 구하여 이 비

율을 비교하는 방법이고, 회귀분석은 각 투입변수와 산출변수들 간의 회

귀계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방법이다. 비프런티어 방법들은 계산이 용이

하다는 장점 때문에 정부조직의 행정효율성 평가에 널리 활용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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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전통적 비프런티어 접근법에 의한 효율성 비교 방법들은 몇 

가지 한계를 갖는다. 투입변수와 산출변수가 각각 하나의 항목으로 측정

되는 경우에는 유용할 수 있으나, 다항목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기관 간 

효율성을 비교하는 것이 쉽지 않다(문광민, 2011). 모든 항목에서 우수하

거나 개별 부문에서 우수한 기관만을 가려낼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문

제를 보완하기 위해 가중치를 고려하는 경우에도 가중치 부여 방법의 타

당성은 여전히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이정동, 2012). 

2) 프런티어 접근법

이와 같이 다수 투입과 다수 산출이 있는 경우에 기관간의 효율성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프런티어 접근법이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프런티

어를 측정하는 방법은 Farrell(1957)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두 가지의 주

요 방법으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모수적 프런티어 접근법

(parametric/stochastic frontier method)으로서, 확률변경모형이라고도 하

며, 계량경제 모형으로 프런티어를 추정하여 절대적인 효율성을 측정하

는 방법이다. 다른 하나는 비모수적(non-parametric) 프런티어 접근법으

로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e Analysis, DEA; 이하 DEA로 표기) 방법

이라고 하는 상대적 효율성 측정방법이다.

(1) 확률변경모형(stochastic frontier model, SFA)

확률변경모형은 계량경제학에서 통계적 방법으로 효율성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확률변경모형은 우선 확률변경생산함수의 형태를 가설적으로 설정하

고 효율경계의 형태를 정한다. 다음으로 투입요소와 생산요소 집합에 대

해 관측된 자료를 이용하여 확률변경생산함수를 회귀분석한 후, 모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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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하여 효율성을 측정한다. 

확률변경생산함수는 현재의 기술수준 하에서 일정한 생산요소를 투입

했을 때 생산가능한 최대의 생산량을 나타낸다. 주어진 생산함수에서 최

대생산량을 변경으로 정의하여, 변경으로부터 실제의 관찰치와의 거리를 

기술적 비효율성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확률변경모형에서는 오차항이 나타나는데, 이는 확률오차와 비효율로 

인한 오차로 구분된다. 변경은 확률오차를 포함하기 때문에 확률변경이

라고 불리며, 비효율로 인한 오차를 이용하여 개별 의사결정단위들의 기

술적 비효율성을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생산함수의 기술적 특성을 가정하기 어려운 경우나 

투입 및 산출요인들 간의 상관관계가 높은 경우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2) 자료포락모형(data envelope analysis, DEA)

프런티어 접근법 중 효율경계의 모양을 특정하거나 정부생산의 투입

과 산출변수간의 엄밀한 함수관계를 설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대표적인 

것이 자료포락모형이다. 자료포락모형은 Charnes, Cooper, & 

Rhodes(1978)등이 Farrell의 효율성 개념을 도입하여 개발한 것으로, 주로 

병원, 공공기관, 정부투자기관 기타 비영리조직과 같은 개별 의사결정단

위(decision making unit: DMU)의 상대적 효율성 정도를 선형계획법을 응

용하여 측정하는 것이다. 

공공조직의 효율성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DEA의 유용성은 다음과 같

이 제시되어 왔다.

첫째, 투입요소와 산출요소에 대한 가중치(weight)를 사전적으로 가정

하지 않는다. 비프런티어 접근법이나 확률변경분석 방법은 평가지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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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상대적 중요도에 따라 사전에 가중치를 부여한 후 이들 지표들의 

가중평균 점수로 성과를 측정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상대적 중요도에 

따른 가중치부여는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할 여지가 있다. 반면에 DEA에

서 투입 및 산출요소에 대한 가중치는 주관이 개입되지 않는 상태서 벤

치마킹 대상이 되는 DMU들의 수치를 놓고 얻어지기 때문에 성과측정이

나 평가에 있어서 객관성이 확보된다(김건위 외, 2005).

둘째, DEA는 복수의 투입요소를 사용하여 복수의 산출요소를 생산하

는 복잡한 생산구조 하에서 구체적인 생산함수가 알려져 있지 않거나 기

술하기 어려운 경우 특정 DMU의 효율성을 그와 유사한 다른 DMU와 비

교하여 상대적인 효율성과 비효율성의 정도를 나타낸다(김건위 외, 2006; 

송건섭 외, 2004). 따라서 DEA는 복수의 투입‧산출요소를 가지고 있고 조

직체의 생산함수가 알려지지 않은 비영리부분이나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데 유용하다.

셋째, DEA는 DEA 모형에 통제할 수 있는 투입요소가 포함된다면 효

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관리전략을 개발할 수 있다(정기방‧강정운, 2006). 

각 조직체들은 DEA를 통해 얻은 효율성 프런티어 정보를 이용하여 투입

요소와 산출요소의 관리전략을 모색함으로써 조직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2. 지방정부 행정효율성의 측정방법 : 선행연구

DEA 기법이 1978년 Charnes, Cooper, & Rhodes에 의해 소개된 이후 

비영리기관이나 공공조직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데 DEA 방법이 널리 활

용되어 왔다. 특히 추구하는 목표가 유사하고 조직운영의 기술성에 있어

서 차이가 적은 유사한 조직체들을 상대적으로 비교, 측정하는 연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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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적되었다. 유사한 투입구조와 산출구조를 가진 보건소(유금록, 2008; 

윤경준 외, 2005), 도서관(정재명, 2015), 기타 사회복지시설이나(김수원‧
오성욱, 2011; 최석현‧오성욱, 2011) 공기업(유금록, 2002) 및 지방정부조

직(<표 6> 참고) 간의 상대적 효율성을 평가에 있어서는 DEA와 FDH, 

SFA 등의 프런티어 접근법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최근에는 시장조직과 공공조직 뿐만 아니라 최적의 신도시 부지선정

이나(이정동‧오현동, 2010), 인구효율성 측정, 도로교통수단에 대한 에코-

효율성 측정, 삶의 질 측정 등 다양한 세부 정책분야에까지 응용되고 있

다(문경주, 2014). 

DEA 기법을 이용한 분석의 경우 일반적으로 단일년도에 관찰된 투입

-산출요소 자료를 이용한 횡단면적(cross-sectional) 분석이 주를 이루었

다. 그런데 지방정부가 생산하는 공공서비스의 유형에 따라서는 투입요

소가 산출요소로 전환되는데 복수년도의 시간이 요구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다년도에 걸친 자료를 수집하여 풀링자료(pooled sample)를 구성

하여 분석할 수도 있으나(Loikkanen & Susiluoto, 2005; Balaguer-Coll et 

al., 2002), 종합적인 행정효율성의 동태적 변화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Charnes 등(1985)이 개발한 DEA/Window, 메타효율변경 분석, Mamquist 

분석 방법 등을 사용하여 분석하기도 한다(최정열, 2014; 문광민, 2011; 

da Cruz & Marques, 2014). <표 6>은 DEA 분석이 지방정부 효율성 측정

의 한 방법론으로 선행연구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효율성 분석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결과 본 논문에 대한 몇 가지 시

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우선 지방정부를 포함하는 공공기관과 세부정책

영역의 효율성을 중요한 연구대상으로 포함하는 연구에서 연구의 신뢰성

과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 효율성 측정방법에 대한 고민이 지속되고 있다

는 점이다. 하나의 방법으로 자료포락분석이 널리 활용되고 있으나,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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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저자 분석대상 방법론

공공
기관

고길곤, 박정수
(2016) 21개 공기업 DEA, Window 

/메타변경 분석
김수원, 오성욱
(2011) 530개 실업자훈련기관 DEA

최석현, 오성욱
(2011) 대도시소재 70개 고용안정센터 DEA

유금록(2008) 전라북도 14개 시군 보건소 DEA
정재명(2015) 53개 경상남도소재 공공도서관 DEA(CCR, BCC)

유금록(2002)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89개 
상수도 공기업 DEA

지방
정부

최정렬(2014) 16개 광역자치단체(패널) Window DEA
최창현(2013) 경기도내 31개 시군 DEA
최원철외(2013) 전국 152개 시군 DEA
문광민(2011) 47개 기초(시) 정부(패널) Window DEA
이은진, 문상호
(2007) 15개 광역자치단체 DEA

전병관(2002) 85개 기초(군) 정부 DEA
이혁주, 박희봉
(1996) 68개 기초(시) 정부 DEA

da Cruz & 
Marques(2014) 308개 포르투갈 지방정부(패널) Window DEA

Loikkanen & 
Susiluoto(2005) 353개 핀란드 지방정부 (패널) DEA

Balaguer-Coll et 
al. (2002)

Valencian 도시정부 258개 
(패널) DEA

Prieto & Zofio 
(2001)

스페인 Castilla와 Leon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20,000명(횡단면) DEA

Sousa & 
Ramos (1999)

브라질의 1103개 
지방정부(횡단면) FDH, DEA

Athanassopoulo
s & Triantis 
(1998)

172개 그리스 지방정부 (횡단면) DEA, SFA

De Borger & 
Kerstens(1996) 589개 벨기에 지방정부 (횡단면) DEA, FDH, SFA

표 6. 공공조직의 행정효율성 분석 선행연구: 분석대상 및 분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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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산출요소의 선정이나 다양한 DEA 모형들 간의 선택, 비율변수나 음

의 값을 갖는 변수의 처리, 동태적 자료에서 시점간 효율성의 고려 등 

방법론적인 고민이 부족한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연구를 참고하되 투입산출요소의 선정에서 발견되

는 여러 한계들을 보완하고자 하였고, 시점간 효율성 변화를 고려하기 

위해 풀링자료 분석 후 시간고정효과를 통제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3. 행정효율성의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기법

행정효율성에 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해당 의사결정단위의 상대적 효율성을 추정하고 비교,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이고, 다른 하나는 상대적 효율성을 종속변수로 

하여 효율성에 대한 영향요인을 검토하는 연구이다. 어떤 DMU의 효율성

이 유사한 다른 DMU와 비교하여 낮게 측정되었다면 투입요소의 낭비를 

줄이거나 산출요소를 조정해야겠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단순히 그 DMU

가 직면한 환경적, 비재량적 요인들이 다른 DMU에 비해 특별히 열악하

기 때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예컨대 어떤 공공도서관의 효율성

이 다른 지역보다 낮게 측정되었다면, 이는 그 지역의 인구구성이 청소

년이나 청년층보다는 장년층과 노년층의 비중이 특별히 높아 도서관의 

이용률이 낮기 때문일 수도 있다.

행정효율성에 대한 영향요인 연구에서 da Cruz & Marques(2014)의 논

문을 주목할만 하다. 그들은 DMU의 효율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을 

자연조건(natural condition), 고객 특성(customer-related aspect), 제도적 

환경(institutional framework), 전통(legacy conditions), 시장 환경(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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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ition)의 다섯 가지로 구분하고 각 환경영역별로 효율성의 영향요인

을 정리하였다. 그들은 관광, 도서지역 여부, 지형, 문맹률, 인구밀도, 구

매력, 재정자립도, 면적, 교구 수, 공공주택, 순 부채 등을 효율성의 영향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이들 영향요인들과 효율성의 관계를 검증하

기 위하여 Tobit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외에도 선행연구(<표 7> 참조)에서는 이 문제를 OLS 회귀로 분석하

는 경우도 있지만, 다수의 연구들이 토빗회귀모형(Tobit regression 

model)이나 단절회귀모형(truncated regression model)을 활용하여 해결하

고 있다. DEA로 계산된 효율성계수는 1 이하인 비음의 값을 가진다. 즉 

상한과 하한이 있는 분포를 가지므로 통상적인 최소자승법(ordinary least 

square, OLS)의 회귀모형에 종속변수로 포함하면 추정량의 불편성과 일

치성이 층족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문광민, 2011; 손화정,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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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분석모형 주요 영향요인(영향력의 방향)

da Cruz & 
Marques(2014) Tobit

관광(-), 도서지역 여부(+), 문맹률(+), 
인구밀도(-), 구매력(-), 재정자립도(+), 
공공주택(-), 순 부채(-)

Shiyi & Jun
(2009) Tobit 인구밀도(+), 일인당 GRDP(-), 인구대비 

중고등학생 비중(+)
Afonso & 
Fernandes

(2008)
Tobit 구매력(+), 중고등교육인구(+), 대학교육인구(+), 

인구밀도(+), 인구성장률(+)

Balaguer-Coll 
et al. (2007) Kernel

일인당 세입(-), 1인당 정부지원금(-), 일인당 
전월금(-), 일인당 재정(-), 재정수지적자지표(+), 
인구대비 집권여당 득표수(-)

Ashworth et al. 
(2007)

Tobit, 
OLS, 
IV

일인당 소득(-), 지방세수입(-), 일인당 재정적 
채무(-), 일인당 재정적 잉여(+), 집권여당 
보수이데올로기(+), 지방정부의 일당체제여부(+), 
지방정부의 연합정당수(-), 선거경합 정당수(+)

손화정
(2012) Tobit 일인당 지방세(-), 지방선거투표율(-), 일인당 

재산세(+), 인구밀도(+)

문광민
(2011) Tobit

총보조금(+), 일반보조금(+), 시장의 당적(+), 
경제위기(+), 일인당 소득(+), 인구밀도(+), 
지방정부 재정규모(-)

Sung
(2007) Tobit

인구밀도(+), 정보화지수(+), 일인당 
서비스업체수(-), 일인당 사업체수(-), 일인당 
종사자수(+), 일인당 지방세부담(-), 관료 천명당 
면적(-)

전병관
(2002) OLS 인구(+), 일인당 세출(-), 관료 일인당 면적(+), 

제조업종사자비율(-), 인건비 제외 일인당 세출(+)

김재홍
(2000) OLS 연도(+), 세출결산액(-), 인구(+)

임동진․김상호
(2000) OLS

일인당 세출(+), 관료 일인당 면적(+), 인건비 
제외 일인당 세출(-), 기술집약 제조업종사자 
비율(-)

표 7. 행정효율성과 타 변수와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



- 73 -

제3절 지방정부 부패와 행정효율성의 관계

1. 부패와 효율성의 상충관계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 NPM) 패러다임 하에서는 정부성

과 향상을 위한 관료의 자율성 확대를 강조한다. 전통적인 관료주의적 

패러다임 하에서는 계층제적 통제와 업무의 전문화, 명확하게 규정된 규

정과 절차에 의한 사전적 통제를 통해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정부를 실현

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신공공관리적 행정개혁이 

진행되면서, 관료주의적 패러다임에서 강조하는 공무원에 대한 사전적 

통제는 조직혁신과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오며, 반대로 

관료의 자율성을 확대함으로써 행정의 민주적 책임성과 공공조직의 성과

향상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다는 견해가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관료의 자율성 확대는 부패의 확산이라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

를 가져올 수 있다(오재록 & 전영한, 2012; Kolthoff et al., 2007; Meier, 

1993; Wilson, 1989). 정책집행 과정에서 공무원의 자율성 확대는 지대창

출(rent seeking)을 위한 능동적인 행동의 가능성을 높이고 부패를 양산

할 수 있기 때문이다(McChesney, 1999; 박민정, 2006). 신공공관리에 따

른 시장주의적 행정개혁에서 강조되는 분권화와 권한위임 역시 대리인인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과정에서 부패를 확산시킬 수 있다.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관료 자율성을 확대하는 관리방안이 부

패를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결국 정부혁신에 대한 논의에서는 상

충되는 행정가치들 간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둘 것인가가 필연적인 선결

문제가 된다(오재록 & 전영한, 2012). 예컨대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을 심

각한 국정과제로 인식하는 상황 하에서는 행정의 투명성과 윤리성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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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 정도 희생시키더라도 관료적 자율성을 확대하여 기업가정신

(entrepreneurship)을 고취시킬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상의 논의는 부패와 행정효율성간의 관계를 간과하고 있다. 

부패연구의 주류적 견해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부패가 정부성과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양자간의 상충관계를 전제로 한 우선순위 결정

문제 뿐만 아니라, 부패가 행정효율성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영향

력의 크기가 실질적으로 중요한지, 그리고 부패의 영향을 통제하는 방법

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논쟁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안타깝게도 부패의 

개념적으로 모호하고 그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경험적 연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패

의 파급효과에 대한 논쟁들은 이론적으로는 상당히 오랜 시간동안 논의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경험적 증거가 풍부하게 뒷받침되지 못하였다. 

2. 부패와 행정효율성의 관계에 대한 일반적 논의

정부부패의 상태를 측정한 다음에는 과연 측정된 부패의 수준이 심각

한지 판단하게 된다. 그런데 부패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판단은 부패가 

지방정부의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판단과 분리하여 생각

할 수 없다. 특히 부패인식척도가 나타내는 ‘부패가 만연해 있다’는 

판단은 다양한 제도적(재정자립도, 정보화 수준, 정부규제수준, 적발․처벌

제도 등), 환경적 요인(민주주의 수준, 물질만능주의 수준, 사회적 자본, 

법적 안정성 수준 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Huntington, 1968; 장지원 & 

문신용, 2004; 김병섭 & 김지은, 2005; 임상규, 2008; 김태은 외, 2008; 이

정주, 2008; 임옥기, 2008; 장석준, 2010), 부패에 대한 인식 자체보다는 

부패가 정부활동과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더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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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부패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전통적인 논의와 이에 대응하는 기

능주의적 관점에서의 부패의 순기능 논거를 검토하여 지방정부의 행정에

서 부패가 왜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져야 하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1) 부패의 긍정적 기능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많은 연구들은 정부부패가 국가발전에 기

여하는 순기능적 측면을 주장하고, 엄격한 규범에 의한 부패 제재가 합

리적인 선택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지적해왔다. Werner(1983)는 부패

가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존재하는 보편적

인 사회현상이지만 서구사회에서 정부부패가 가장 심각했던 근대화 시기

에는 개발도상국이 경제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부패를 감수해야 한다

는 인식이 있었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국가에서는 예컨대 금품이나 향

응의 제공은 관습적으로 행해지는 것이고 일종의 생활양식(way of life)

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서는 선진국 기준의 규범을 엄격

히 적용하여 부패를 통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Werner는 부패의 순기능에 대한 기능주의자들의 주장을 다음의 네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는 부패가 경제적 선택의 장애요인이 되는 번거로운 정부규제를 

우회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다. Bayley(1966)와 Huntington(1986)은 개

발도상국에서 전통적인 규범과 관료적 규제가 경제발전을 가로막는 경우

가 많은데, 부패는 이러한 경직적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이 된다고 인정

하였다. Myron Weiner(1962)는 인도의 사례를 검토하여 뇌물이 복잡하고 

융통성 없는 행정제도를 유연하게 만들지 않았다면 경제발전이 마비되었

을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전통적인 규범이 여전히 강하게 지배하고 있는 

부패하지 않은 사회에서는 어느 정도의 부패는 근대화 사회로 가는 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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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활유 역할을 한다고 본 것이다. 

둘째는 이민자집단 같은 소수집단이 부패를 통해 공공부문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Bayley, 

1966; Scott, 1972). Huntington(1968)은 브라질의 정부관료는 무역협회

(trade association)의 지도층에 대하여 정부대출의 편의를 봐주고, 대신 

무역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경우 광범위한 반발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사례를 들어, 정부부패가 정책변화에 대한 이익집단의 저항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며 반대로 소외계층에게 특정한 혜택을 제공해주는 정책도 잡

음 없이 실시되게 하는 기능을 한다고 하였다.

셋째는 경직된 관료제에 탄력성과 인간성을 불어넣음으로써 관료의 

역량을 고취시킨다는 점이다. 즉 유능한 관료들이 부패를 통한 부차적인 

수입을 기대하여 공직에 남아있기 때문에 정부역량이 유출되는 것을 막

을 수 있다. Bayley(1966)는 제도적으로 지방관료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는 지대추구에 대한 기대와 정실인사 등의 청렴도를 저

해하는 요소가 오히려 성과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

다. 공무원이 지대추구를 통한 부차적인 수입을 일종의 보수로 인식한다

면 이러한 측면은 김상헌․김은지(2011)의 연구에서 후진국의 경우 공무원

에 대한 절대보수의 증가가 부패를 더 증가시킨다는 분석결과와도 일맥

상통한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제도가 심각하게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부패가 오

히려 사회를 안정화시키는 기능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Huntington(1968)은 일찍이 경제발전의 측면에서만 본다면, ‘융통성 없

고 과도하게 집권화된 부패한’ 관료제보다 ‘융통성 없고 과도하게 집

권화되어 있으면서도 정직한‘ 관료제라고 역설하였다. 일반적인 범죄행

위와는 달리 부패는 공공의 목적(public purpose)에 대한 합의가 없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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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에서 그러한 합의를 대체하는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제도에 대

한 공공의 요구(demands upon the system)를 충족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Bayley(1966)는 부패의 해악은 부패가 없을 때 정부가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가정이 성립할 때에만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치적·행정적 전문성이 낮은 지방관료가 지역 토호와의 유

착을 통해 공공사업과 정책결정을 진행할 수 있다면 결과적으로 청렴성

을 희생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Nye(1967) 역시 민간자본이 풍부하지 않고 정부의 과세능력이 부족할 때

에는 부패가 중요한 자본형성의 수단이 되며, 기업가정신과 동기부여의 

원천이 된다는 측면에서 부패의 순기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2) 부패의 부정적 기능

1960년대 말을 지나면서 기능주의적 관점은 극렬한 비판을 받았다. 

많은 학자들은 기능주의에 입각한 연구들이 ‘부패에 대한 기회주의적 

합리화’일 뿐, 연구의 깊이가 없고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에 빠져있으

며, 잘못 설계되었다고 비판하였다(Myrdal, 1968; Tilman, 1968). 이러한 

비판적 입장을 후기 기능주의(post-functionalist)라고 부르기도 한다. 싱

가폴 외교노동부장관 S. Rajaratnam은 기능주의적 견해를 아편무역에 빗

대어 서구사회가 아시아지역을 붕괴시키려는 도둑정치의 일환이라고 꼬

집었다(Werner, 1983).

부패의 행정에 대한 부정적 효과를 한마디로 말하면 효율성의 상실이

라고 할 수 있다. 정부부패는 공공재나 공공서비스의 가격상승 또는 생

산량 감소를 가져오거나, 조직 내․ 외부 관계자로 하여금 정부조직에 대

한 부정적 인식과 불신을 갖게 하여 공적 규제를 무력화시킨다. 공공재

와 공공서비스 생산 감소와 외부성 교정 실패는 모두 정부생산이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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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수준을 달성하지 못하게 하는 효율성 상실(사중손실)로 귀결된다

(Olken & Pande, 2012).

(1) 레드테입(red tape) 형성

레드테입은 학자들마다 다르게 정의하고 있으나 대략 다음의 세 가지 

범주에서 정의된다. 첫째는 규칙과 절차 준수로 인해 업무처리를 지연하

는 것을 말하며(Bozeman & Scott, 1996), 둘째는 규칙과 절차를 준수함

으로써 업무처리의 복잡성이 높아지는 것을 말하고(Bozeman & 

Bretschneider, 1994), 셋째는 규칙과 절차준수로 과다한 서류작업을 요구

하는 것을 말한다(Pandey & Welch, 2005). 세 범주의 정의 모두 행정의 

기술적 효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명하다.

이러한 레드테입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목표모호성, 업무량, 집권화, 

감사제도, 형식주의, 보상기대 등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으며(Lan & 

Rainey, 1992; 안병철, 2009), 이 요인들 중 보상기대수준은 부패와 밀접

하게 관련되어 있다. 즉 보상에 대한 기대수준이 레드테입에 영향을 미

친다는 것인데(Bozeman & Kingsley; 1998; Pandey & Welch, 2005), 관료

가 개인의 실적에 상응하는 보상수준을 기대한다면 적극적인 업무행태를 

취하는 반면, 보상기대가 낮다면 규칙과 절차를 위반하지 않는 데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조직이론에서 레드테입을 논의하는 경우에는 공

정한 보상에 대한 기대를 전제하고 있으나, 만일 관료가 부패하여 뇌물

이나 기타 불법적 보상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보상을 기대하는 경우에는 업무처리에 적극적으로 임하지만, 그렇지 않

은 대다수의 업무에 대해서는 절차와 규칙을 이유로 레드테입을 형성하

게 될 수 있다. 따라서 부패정도가 심각한 조직에서는 부당한 사익을 기

대할 수 있는 제한된 업무 외의 일반적인 업무처리에 대해 소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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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함으로써 조직의 효율성을 떨어트리게 된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2) 가격왜곡 효과

먼저 정부부패는 정부가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비용을 증가시켜 

공공재와 공공서비스의 가격을 상승시킨다. 부패가 없는 상황에서의 효

율적인(cost effective) 생산량은 부패비용을 고려하면 더 이상 효율적이

지 않으므로 그 수준의 생산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Olken(2006)은 빈곤층 

가구에게 쌀을 지급하는 인도네시아 정부 정책에서 전체 제공된 쌀의 18

퍼센트가 사라졌고, 그로 인하여 쌀지급정책 실행으로 기대되는 빈곤층 

후생회복의 가치가 총 비용보다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했다. 즉 빈곤가구

에 제공되는 쌀의 실제 가격이 유실분만큼 높아져 사중손실이 발생하였

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부패문제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을 고수했지만, 만

일 타당성이 낮아졌다는 이유로 이 사업을 포기하였다면, 원래 의도했던 

사회 전체적인 후생개선 효과가 사라졌을 것이다. Bayley(1966)는 공무원

이 서비스 위탁 계약 체결을 대가로 리베이트(kickback)를 받는 경우 계

약 상대방은 지불한 리베이트만큼 서비스 가격을 올려 비용을 회수하려

고 할 것이므로 결국 공공서비스 공급 수준이 감소하고 사회 전체적으로

는 후생손실이 발생한다고 지적하였다.

 
(3) 수량왜곡 효과

다음으로 부패는 정부생산 재화와 서비스를 왜곡(distortion)하여 비효

율을 발생시킨다. 부패한 관료는 창고에서 돈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 모

호한 절차를 만들어내는 방법으로 지대를 창출한다. 이러한 복잡한 절차

가 비효율을 유발하는 것이다. Olken & Pande(2012)는 정부활동을 위한 

자원조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패의 생산량 왜곡효과를 두 가지로 나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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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하나는 은밀하게 행해진 부패 때문에 정부가 기대했던 수량을 얻

지 못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부패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생산

된 공공재의 유형을 바꿔치기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왜곡이다.

Olken(2009)은 인도네시아의 지방도 건설과정에서 나타나는 부패문제

를 연구했는데, 조달되는 자재의 가격을 조정할 경우에는 쉽게 적발될 

수 있기 때문에 지방공무원들은 조달수량을 줄이는 방법으로 비리를 저

지른다는 것이다. 이는 예컨대 건설된 도로의 두께를 계획한 상태보다 

현격하게 줄이고 더 빠른 시간 내에 보수해야 하는 결과를 가져오는데서 

효율성 상실이 발생한다.

Ferraz et al.(2010)은 공교육서비스에서 부패의 악영향을 연구하였다. 

브라질에서 부패가 적발된 지역의 학생들은 성적이 더 낮고, 교사들은 

교수법을 교육받은 정도가 낮으며, 컴퓨터나 실습실 등 기자재의 보급정

도도 낮은 사례를 제시하면서, 부패가 공공서비스의 품질을 떨어뜨리고 

결국 교육서비스의 결과물인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하였다.

Khwaja & Mian(2005)은 공공금융기관의 자원배분에서도 문제가 심각

함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정치인들이 운영하는 기업은 다른 기업보다 부

도위험이 훨씬 높은데도 불구하고 대출받을 가능성이 45%나 높으며, 이

러한 대출행위로 인하여 국내총생산의 0.15% 내지 0.30%의 사중손실이 

발생한다는 계산을 제시하였다.

(4) 조직의 내 ․ 외부 관계자의 부정적 인식 증대

정부의 활동을 투입-전환-산출이라는 과정으로 보았을 때, 앞에서 살

펴본 세 가지 효과는 부패가 실질적인 투입에 영향을 줌으로써 기술적 

효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이다. 그런데 부패가 정부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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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과 외부 관계자의 인식에 영향을 주어 투입이 산출로 전환되는 과정

에서 효율성 극대화를 달성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첫째, 부패로 인해 조직구성원이 느끼는 윤리적 압박이 효율성에 영

향을 준다. Menzel(1996)은 개인적이 느끼는 윤리적 압박과 조직 효과성

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공공조직의 부패 자체보다는 구성원과 조직의 윤

리기준간의 괴리가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그는 개

인의 윤리적 태도나 윤리기준이 조직 및 동료들의 윤리적 특성이나 외부

로부터의 윤리적 기대와 괴리가 생길 때 윤리적 압박(ethics-induced 

stress)을 느끼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윤리적 압박은 개인의 직무만족과 

직무몰입도를 떨어뜨려 조직의 성과(output)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조직갈등(organizational conflict)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이러한 시각에 따르면 어떤 공무원이 자신이 속한 기관의 부패를 심각하

게 생각할 경우, 즉 개인의 기대수준보다 조직의 청렴성이 낮은 경우 생

산성이 낮아질 수 있다. Burke & Black(1990)도 유사한 시각에서 윤리적 

갈등(ethical conflict)이나 긴장(tension)이 직무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역설한 바 있다. 그런데 조직갈등으로 인한 악영향은 조

직구성원의 기대보다 청렴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우에도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공무원 개인이 부패했으나 윤리적 압박을 느끼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둘째, 부패가 발생한 조직에 대한 평판이 행정효율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를 평판효과(reputation effect)라고 하며, 주로 민간기업의 윤리

경영 대한 연구에서 관심을 받아왔다. 기업의 윤리적 운영은 그 조직의 

평판을 형성하고(한진환, 2012; 박헌준 & 권인수, 2004) 평판은 그 자체

가 기업의 무형의 자원(intangible resource)으로서 기업의 산출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역시 사회적 인간으로서 조직구성원의 직무수행 동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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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주는 압력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Lasswell & 

Kaplan(1950)은 정부기관에 대한 평판이 권력의 상징자본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지적했다(Lasswell & Kaplan, 1950; 권향원·최도림, 

2013). 즉 정부조직의 부패가 조직 내외부 이해관계자에게 부정적인 평

판을 형성하고 지역사회의 지지기반을 약하게 하여 조직의 생산성을 낮

출 수 있는 것이다. 

3. 우리나라 지방정부에서의 부패와 행정효율성의 관계

기능주의적 관점에 따르면 부패는 정부의 경직적인 규제를 우회하여 

경제활동의 윤활유 역할을 하거나, 이익집단에 대한 배려를 가능하게 하

여 사회통합을 촉진하거나, 지대추구행위가 공무원에게 유인으로 작용하

여 공무원집단의 역량을 높이거나, 비효율이 만연한 상황에서 이를 오히

려 치유해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행정효율성에 긍정적인 기능을 한다. 

첫째, 부패가 경직적 규제의 우회수단이 된다는 논거는 인허가 관련 

부패나 입찰 및 계약관련 부패, 공유자산 처분 및 지역개발 관련 부패의 

유형에서 일견 타당해 보인다. 예컨대 여러 가지 인허가가 복합적으로 

얽혀있고 최종허가까지 장기의 시간이 소요되는 규제의 경우, 이를 우회

하기 위해 인맥이나 뇌물을 동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부

패가 민원행정을 원활히 해주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뇌물수수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인허가를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많은 

경우가 민원인 또는 사업자가 적절한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이들

에 대한 인허가발급 등을 긍정적인 산출로 고려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오히려 불법적으로 인허가등을 받은 사업자의 경제활동이 법령위반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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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부실 등 다른 형태의 비리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어, 행정서비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이익집단에 대한 배려로 관련정책에 대한 순응을 도모한다는 

논거는 결과에 의해 수단을 정당화 하는 것이며, 오히려 이익집단이 지

방관료 및 지방정치인과 지속적인 부패고리를 형성하여 지방재정이나 공

공서비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입찰 및 계약관련 부패

나 공유재산 처분 및 지역개발 관련 부패와 같이 특정 집단에게 특혜를 

제공하거나 규제를 완화해줄 수 있는 유형에서 행정효율성에 대한 부정

적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지방정부가 발주한 관급자재 입찰

에서 중소기업을 우대하는 정책을 시행한 뒤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협회

에서 이 제도를 악용하여 불법적으로 이득을 취한 사건이나, 지방이전한 

공공기관의 공무원들에게 현지정착을 위하여 아파트를 특별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악용하여 수천명의 공무원들이 시세차익을 얻은 사

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셋째, 부패로부터 기대되는 이득이 유능한 공무원을 공직으로 유인할 

것이라는 주장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시각이다. 뇌물을 기대하고 공직에 

진입하고자 하는 공무원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공무원이 될 것이라는 기

대는 지나치게 순진한 것이고, 뇌물이나 인사청탁을 통해 공무원이 된 

자가 과연 유능할 것인지 의문이며, 공무원이 된 이후에도 직무를 충실

히 수행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그러한 공무원들이 많아질수

록 공직 내의 법과 원칙이 유명무실해질 것이므로 행정이 원활히 기능하

지 못할 것이다.

넷째, 당면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의 테두리 내에서 대응

수단을 찾기 어려운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공무원의 재량적 판단에 맡길 

필요가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절차상 하자나 손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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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을 정당화하기 위한 논리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불안정
성이나 보호하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이 제한적으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특정 지역에서 재난발생으로 피해자 구조업무나 재해지역 복구를 

위한 업체선정을 하는 경우, 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법적 절차와 자격심

사 등을 생략하고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맡기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 

반면에 대부분의 부패연구에서 나타나는 부정적 기능에 대한 논거에 

따르면 부패는 공공재와 공공서비스의 생산비용을 증가시키거나, 예정된 

생산수량보다 과소생산, 공급하게 하거나, 부패한 행정조직에 대한 부정

적 평판을 형성하여 조직 내외부에서 무형적 자산을 잃게 함으로써 효율

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먼저 레드테입 형성이나 가격효과 및 수량효과에 의해 행정효율성을 

떨어뜨리는 효과는 지방행정 현실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직무태만이

나 불필요한 서류보완 등을 이유로 인허가 발급을 지연하는 경우나 반대

로 뇌물을 지불하는 민원인에게 법에 정한 필요절차를 생략하고 행정행

위를 발급하는 것은 부패가 공무원으로 하여금 레드테입을 형성 행태를 

변화시켜 행정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예이다. 쌀직불금 등의 보조금 부

당수령 및 공공자금 횡령으로 재정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이 

뇌물을 받고 민간인이나 기업인의 탈세를 도와 세금징수가 줄어드는 경

우, 또한 관급공사 입찰에서 뇌물공여로 사업자로 선정된 후 지급한 뇌

물의 크기만큼 가격을 올림으로써 과소공급하는 예나, 생산여력이 안 되

는 사업자가 관급공사에 낙찰되어 공공재 공급량이 줄어들거나 부실시공

하는 경우가 가격효과와 수량효과에 의해 행정효율성이 떨어지는 대표적

인 사례들이다.

평판효과는 행정조직 내외에서의 인식에 의해 나타난다. 부패사례검

토에서 인사상의 비리는 조직의 내부구성원들의 사기를 낮추고 채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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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을 위해 몰두하거나 인사청탁을 위한 자금마련을 위해 또 다른 부패

를 저지르는 확산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요컨대 우리나라 지방행정 현장에서는 부패가 행정효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계가 비교적 더 많은 설명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경직적 규제가 지역발전의 발목을 잡고, 토호세력과의 긴

밀한 관계가 중요한 자원이 되는 전통사회에서는 기능주의적 시각이 설

명력을 가질 수 있으므로 지역의 발전정도가 부패와 행정효율성의 관계

에 있어서 중요한 조절변수가 된다.

그림 3. 지방정부 부패와 행정효율성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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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연구방법론

제1절 연구설계

1. 연구가설과 연구의 분석틀

기본적인 연구가설은 부패가 심각한 지방정부는 효율성이 낮을 것이

라는 데에서 출발한다. 뒤집어 말하면 지방정부의 청렴도가 높게 평가될

수록 행정의 효율성이 높게 나타날 것이라는 연구가설이 기본이 된다. 

(가설 H1-1)

본 논문에서는 지역발전도를 조절변수로 고려하였다. 부패가 정부의 

성과를 낮춘다는 일반적인 견해와 달리 기능주의적 관점에서는 부패의 

긍정적인 영향에 초점을 맞추는데, 이러한 차이는 논의의 대상이 되는 

국가 또는 기관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기능주의적 

시각은 후진국 내지 발전도상국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부패가 긍정적인 

기능을 하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주장되었기 때문이다. 

국가대상 연구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차이를 지방정부의 맥락에서 이해하

면 지역발전 수준이 높은 지역과 달리 낙후된 지역에서는 지방정부의 부

패가 행정의 효율성과 서비스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

정할 수 있다. 따라서 각 지방정부에 대하여 측정한 지역발전도를 부패

와 행정효율성 간의 조절변수로 고려하고, 지역발전도가 낮을수록, 즉 

낙후된 지역일수록 청렴도와 행정효율성간의 정의 관계가 약하거나 오히

려 청렴도가 낮을수록 행정효율성이 높은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가정

하였다(가설 H1-2). 

이상의 가설의 2008-2013년 사이에 행정구역 통합, 신설의 대상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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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 225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누락된 자료를 제외한 221개 시, 군, 자

치구를 대상으로 한다. 

H1. 지방정부의 인식된 부패는 종합적 행정효율성과 관련이 있을 것이

다.

H1-1. 지방정부의 청렴도가 높을수록 행정의 종합적 효율성이 높을 

것이다.

H1-2. 지역발전도가 낮을수록 지방정부의 청렴도와 종합적 효율성간

의 정의 관계는 사라질 것이다.

가설 H1에서 논의하는 종합적 행정효율성은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전달에서의 효율성을 측정했다. 그런데 <표 1>에서 정리했듯이, 지방정

부의 부패는 인허가나 계약, 입찰건수, 보조금 수혜자수 등 직접적 산출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와 주민들의 생활과 안전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

서 가설 H2에서는 지방정부가 제공한 공공서비스의 목적달성도 또는 공

공서비스의 품질을 의미하는 효율성 차원으로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에 

대한 만족도와의 관계를 설정하였다. 즉 지방정부의 부패가 심각하면 지

역주민의 생활만족도도 낮을 것이라는 가설이다. 

H2-2. 지방정부의 부패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만족도와 부정적인(-) 관

계를 보일 것이다. 

가설 H1과 H2에서 인식된 부패인 지방정부의 청렴도와 행정효율성간

의 관계를 검증하였다면, 가설 H3에서는 실제 관측된 부패와 행정효율성

의 관계를 검증할 것이다. 관측된 부패로서 공무원의 징계건수와 행정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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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성간의 관계와 인식된 부패인 청렴도와 행정효율성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결과를 비교함으로써, 인식되는 측면과 협의의 범죄적 행위에 해당

하는 부패 중 효율성에 더 밀접하게 관련된 부패의 개념영역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가설 H3). 

H3. 관측된 부패수준이 심각한 지방정부는 행정효율성도 낮을 것이다. 

이상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의 분석틀은 <그림 4>와 같다. 

그림 4. 연구의 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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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수 및 측정

1) 종속변수

종속변수는 지방정부의 행정효율성과 주민생활만족도이다.

(1) 지방정부의 행정효율성

2008년부터 2014년까지 16개 광역자치단체 및 225개 기초자치단체에 

대하여 계산된 효율성을 행정효율성으로 개념적으로 정의한다. 효율성 

지수를 계산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생산가능집합(product possibility 

set)을 만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생산가능집합을 이용하여 상대적인 효

율성을 계산하는 모형을 선택하는 것이다. 

먼저 생산가능집합을 만들기 위해 투입요소와 산출요소를 선정하여야 

한다. 지방정부의 전반적 공공서비스에 대한 효율성을 평가한 선행연구

들 투입요소로 공무원 수, 세출액을 선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관할면

적을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다(이혁주·박희봉, 1996; 임동진·김상호, 

2001; 전병관, 2002; 문춘걸, 1998; 김성종, 2000). 그러나 관할면적은 지

방정부가 투입을 재량적으로 조절할 수 없는 비재량적 요소이므로 투입

요소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투입요소로 총 세출액 외에 공

무원 수를 고려하는 것에 대하여, 총 세출액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으

므로 중복계산이라는 지적이 있으나, 투입요소들 간의 상관관계는 일반

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다만 고려되는 투입-산출 요소의 개수가 너무 

클 경우 식별력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지방

자치단체로 관측치의 수가 충분하며 7년 데이터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투

입산출요소의 변수 숫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총세출

액과 공무원 수를 모두 포함하였다. 다만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식별력의 

문제가 부분적으로 발생하여, 기술통계분석으로 확인하고 자치단체간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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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 미미한 산출변수를 제외하였다. 결산액은 실제로 공공서비스 생산

에 투입된 자원만을 고려하기 위하여 지방재정연감의 지방결산현황 자료

로부터 세출결산 순계액을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투입요소는 비교적 명확하여 논란의 여지가 적으나 산출요소를 선정

하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산출물을 명확히 식별하기 어려운 공공서비

스 생산기관의 경우는 더욱 난해하며, 지방정부조직이 가장 대표적인 유

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DEA의 산출요소 선정시 고려할 사항은 첫째, DMU의 관점에서 측정

가능해야 하고, 둘째, 수량화할 수 있어야 하며, 셋째, DMU의 주요 활동

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이다(Hatry & Fisk, 1992, 최정렬(2014) 재인용). 

그런데 지방정부의 다양한 활동들은 그 목표가 명확하지 않거나 다원적

인 경우가 많고, 측정가능성이 낮고 조작화하기도 어려우며, 그 목표가 

다원적이며 행정서비스의 종류가 다양하여 산출물의 선정과 측정이 쉽지 

않다(Rogers, 1990). 

자료포락분석에 적용할 산출요소를 선정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준으로 

다음의 사항이 제시된다. 첫째, 지방자치법상 명시되어 있는 지방자치단

체의 기능과 사무의 범위에 해당하고 행정자치부의 지방공무원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주요업무를 기준업무범위로 선정한다. 둘째, 

조직관리, 인사관리, 회계업무 등 지방정부가 스스로 소비하는 모든 종

류의 중간투입물은 제외된다. 세금징수를 위한 세무조사활동 등이 이에 

해당한다. 셋째,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칙에 지

방정부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지역민방위업무처럼 명목적 서비스

의 성격을 갖는 경우는 산출물에서 제외된다. 넷째,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각 실․과의 업무량과 관련이 높고 대표적인 업무를 하나씩 산출물을 

선정한다(이혁주․박희봉, 1996:123-124). 이러한 기준으로 투입산출요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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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주어진 법률상의 의무를 얼마나 책임성 

있게 수행하고 있는가를 평가할 수 있고, 실제 지역발전이나 지역주민의 

생활 개선에 기여하지 못하는 명목상의 업무들을 배제할 수 있으며, 지

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하부 조직들의 실제 업무를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법률상의 의무와 현

재 담당하는 업무에 국한하여 평가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업

무의 중요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각 실국의 업무를 모두 반영하면 산출

변수의 개수가 지나치게 커져 자료포락분석 결과의 식별력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한국의 지방정부의 활동은 「지방자치법」 제9조의 예시에 따르면 다

음 <표 8>과 같이 여섯 가지 범주로 나누어진다. 한편 지방정부가 실제 

수행하는 사무의 내용은 지방정부의 세출결산 내역의 항목구성을 살펴보

면 파악할 수 있다. 이처럼 법률상의 담당 사무와 세출결산 항목을 참고

로 하여 지방정부의 활동을 포괄할 수 있도록 지표를 선정하되, 실제 해

당 지표의 확보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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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상의 지방정부 사무 지방정부 세출결산항목별 비중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일반공공행정 12.04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사회복지
환경보호
보건

25.13
9.47
1.52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7.93
2.20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10.54
8.08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교육
문화 및 관광
과학기술

5.00
4.87
0.11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공공질서 및 안전 2.70

표 8. 지방정부의 사무와 항목별 세출규모

<표 8>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법정 사무영역과 세출결산상의 항

목별 세출비중을 연결한 것이다. 지방정부의 세출항목에서 특히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와 행정관리에 관한 사무에서 지방정부의 지출 비

중이 크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DEA에 고려되는 산출요소는 지

방정부가 수행하는 사무에 대한 주요 업무를 반영하여야 하는 바(문광

민, 2011), 해당 부문에서의 산출요소 측정지표를 다각적으로 선정할 필

요가 있다. 다만 농림해양수산의 경우 도시-농촌, 어촌-산촌-농촌 등 지

역의 지리적 특색에 따라 지방정부의 담당업무가 아닌 경우가 있고 그 

중요성도 지역마다 크게 다를 것이므로 DEA 산출요소의 업무범위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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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분야 평가지표수 평가시책

일반행정 13
1-1.인사·재정·비정상의 정상화
1-2.대민서비스 개선 및 법질서 확립
1-3.행정역량 제고

사회복지 8
2-1.지역복지기반 확충
2-2.기초적 복지서비스 추진
2-3.복지서비스 확대

보건위생 9
3-1.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
3-2.응급의료 및 질병관리
3-3.식.의약품 관리

지역경제 8
4-1.중소기업 육성
4-2.지역경제 기반강화
4-3.물가안정 및 노사협력 강화 

지역개발 7
5-1.지역인프라 강화
5-2.농축산발전

문화가족 10

6-1.지역 문화기반 확충
6-2.지역 문화·체육·관광 활성화
6-3.청소년·가족 시책강화 
6-4.여성 시책강화 

환경산림 9
7-1.환경관리 일반
7-2.대기·수질·폐기물 관리
7-3.산림자원육성 및 재해방지

안전관리 10
8-1.재난안전 관리
8-2.비상대비 강화
8-3.사이버 안전관리

중점관리
분야 9

9-1.복지재정 효율화
9-2.일자리 창출
9-3.재난안전 및 감염병 대응

표 9.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정량지표 측정문항

한편 지방정부 성과지표 모형들을 살펴보면 지방정부의 산출요소로 

어떤 세부지표를 포함해야 하는가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다. 우선 행

정자치부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 94 -

는 평가결과를 가-나-다의 등급에 강제배분하고 평가결과인 원점수는 공

개하지 않으나, 정량지표 도출을 위해 어떤 산출물을 고려하는지는 참고

할 수 있다. 또한 행정자치부는 한국생산성본부와 공동으로 지방자치단

체 생산성지수체계를 개발하여 매년 생산성대상을 선발하고 있는데, 여

기에서 정의되는 생산성은 지방정부활동의 조직 내(인력, 예산, 조직)운

영의 효율성을 말하는 것으로 투입대비 산출의 비율을 통해 계산한다. 

<표 9>와 같이 2016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의 정량지표는 9개 분야에

서 83개 세부평가지표를 집계하여 도출하고, 2015년 생산성대상의 정량

지표는 <표 10>과 같이 5개 분야, 10개 범주에서 20개 세부지표로 측정

한다.

본 논문은 DEA 방법으로 지방정부의 효율성을 계산한 선행연구와 지

방자치법, 결산자료,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모형 및 생산성대상 평가지

표를 참고로 하여 최종적으로 <표 11>과 같이 투입, 산출요인을 선별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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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범주 세부지표

일반
행정

주민중심
행정구현

공무원 1명당 조례 및 규칙 제․개정․폐지건수
총지방예산 대비 지역주민증가수

인적자원
활용

공무원 1명당 교육이수시간
공무원수 대비 유연근무제 이용자수

클린행정
만족도향상

청렴도
민원행정체감도

지방
재정

자체수입
증가

재정자립도
총지방예산 대비 공모사업예산 확보액

재정운용
효율화

공무원 1명당 예산절감액
정책사업예산 대비 투자지출액

안정적
채무관리

총지방예산 대비 채무잔액
채무액 대비 채무상환액

지역
경제

지역경제
활성화

총지방예산 대비 지역내 주민소득
총지방예산 대비 지역내 수출액

중소기업
육성지원

총지방예산 대비 중소기업육성자금 집행액
중소기업육성자금 대비 수혜 중소기업체 수

지역 내
일자리창출

총지방예산 대비 사업체 증가 수
총지방예산 대비 취업자 순증 수

생활
환경

지속가능한
환경조성

총지방예산 대비 도시공원 면적 증가
총 지방예산 대비 에너지사용 감축량

환경오염
개선

관련예산 대비 대기오염물질 감축량
관련예산 대비 생활폐기물 감축량

안전한생활
환경조성

교통안전영역과 교통약자영역의 안전성 수준
관련예산 대비 재난사고발생 피해 감소분

문화
복지

문화생활
향유

관련예산 대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이용자 수
관련예산 대비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수

주민복지
증진

관련예산대비 보건소이용자수
관련예산대비 사회복지시설이용자수

주민과 공유협력 
자치문화조성

관련예산대비 자원봉사활동시간
청구건수 대비 공공정보공개 청구처리 소요일수

표 10. 2014년 지방정부 생산성대상 지표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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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무분야 측정지표 측정단위

투입
인력투입 공무원 수 명
재정지출 연간 총 세출결산액 백만 원

산출

총량지수
민원처리건수 건
정보공개율 %
예산집행률 %

문화복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 명
공립 어린이집 보육아동 현원 명

지방재정 지방세징수율 %

표 11. DEA 투입 및 산출변수 최종선정

 본 논문에서 고려한 산출요소는 연도별 한국도시통계와 지방재정연

감, 보육통계 및 각 지방정부 기관별 통계연보로부터 얻어지는 자료를 

활용하되 다음의 몇 가지 사항에 주의하였다.

먼저 <표 8>에서 보았듯이 지방자치단체 세출 중 복지부문 지출의 비

중이 큰 것으로 미루어볼 때 지방정부의 중요한 산출로 복지서비스를 포

함할 필요가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와 공립 어린이집 보육아동 현

원을 산출변수로 고려하였다. 그런데 지방정부가 담당하는 모든 업무범

위에서 대표성이 있고 측정가능한 직접 산출물을 모두 가려내는 것은 불

가능하므로 지방정부가 얼마나 일을 했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총량지수

로 민원처리건수와 정보공개율, 예산집행률을 고려하였다. 민원처리건수

는 자료의 비교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총 민원처리건수 중 확인증명/

교부와 고충민원, 기타민원 등을 제외하고 인가/허가, 특허/면허, 승인/지

정, 신고/등록, 시험/검사 관련 민원 처리 건수 합계치를 사용하였다. 정

보공개율은 정보공개청구건수 중 공개처리 된 건수의 비율로 산출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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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를 대상으로 DEA를 적용하는 기존연구들을 비교해 보면, 투

입요소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산출요소에 있어서는 주민수, 도로사업비, 

쓰레기수거량, 상수도보급률, 공중화장실 개수, 도서관이용자수, 주차장

면적, 사회복지시설수용인원 등에서 차이가 보인다. 쓰레기수거율과 상

수도보급률을 비롯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모든 도시에서 대부분 100%

를 기록하는 요소는 변수로 제외할 필요가 있다. 

산출요소의 총괄지수로 주민수를 사용하는 연구들이 있는데(이혁주․박
희봉, 1996) 이것은 주민수가 많은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재나 공

공서비스를 더 많이 생산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주민수는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생산과정에서 지방정부가 재량적으로 조절할 수 

없는 변수이므로 산출요소에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한편 저량변수는 산출요소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상당히 많은 선

행연구에서 상수도보급률과 하수도보급률을 산출요소로 고려하고 있다. 

이외에도 도서관수, 복지지설 수, 의료기관 수 등의 저량변수는 과거의 

행정활동이 축적되어온 결과로서 당해연도의 지방정부의 활동을 반영하

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운영비 중 중앙정부의 예산이 투입되는 비

중이 높다는 점 등에서 연도별 산출요소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

다(최정렬, 2014; 전병관, 2002). 

산출요소로 건축허가 면적을 포함하는 연구도 많다. 건축허가 면적은 

용도별로 주거용, 상업용, 농수산용, 공업용, 공공용, 문교/사회용 건축허

가를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각 용도부문별 지방정부의 사무를 반영하는 

측면이 있어 총량지수로서의 성격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기초

자치단체의 건축허가 면적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건축허가 면적을 자료

상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고, 지역의 관할면적이나 도시적 토지

면적, 국가 또는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계획 등 비재량적 요인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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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많이 받는다. 또한 건축법상 건축허가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기본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건축법 제11조 2항 단서에 의하

여 21층 이상의 건축물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

나,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구역

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의 건축물로서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그리고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및 숙박

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이처럼 통계자료만으로는 관할기관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주민 생활환경 만족도

지방정부 행정운영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생활의 

향상에 있다. 행정의 효율성을 효과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기술적 효율성만으로 행정 효율성을 이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지방정

부가 생산한 공공서비스의 질적 측면을 반영하는 지표로서 생활만족도가 

존재한다면 주민생활 향상의 대리변수로서 기술적 측면과 질적 측면을 

포괄하여 보여주는 척도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 전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측정하는 생활만족도 조사는 없으나, 서울특별시에서 실시하는 

주민생활만족도가 적절한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

서울특별시는 2003년부터 매년 서울시민들이 느끼는 전반적인 삶의 

질과 정책영역별 의견을 설문조사해 왔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실시하는 

세부정책영역별 의견과 효과지표를 측정하기도 하고 지역사회에서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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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느끼는 주요 환경만족도를 측정한다. 서울서베이의 측정항목에 

포함된 생활만족도 지표는 서울시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주거환경과 경제

환경, 사회환경, 교육환경의 네 가지 주요 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10점 

만점으로 측정하여 이를 평균하여 계산한다. 

본 논문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생활만족도 차이를 구 지방정부가 생

산하는 공공서비스의 질적 측면을 반영하는 효율성 지표로 고려하였다. 

다만 지방공무원의 행태적 특성이 공공서비스의 품질에 반영되어 주민들

에게 인식되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생활만족도 

변수를 구성함에 있어 당해연도, 1년 후, 2년후의 생활만족도 등으로 시

차를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2) 독립변수

독립변수로는 인식된 부패인 지방정부의 청렴도점수와 관측된 부패인 

지방공무원 징계건수를 채택하였다. 지방정부의 청렴도는 국민권익위원

회에서 측정한 특별시·광역시·도·시·군·자치구의 외부청렴도 점수

와 내부청렴도 점수로 조작적 정의하였다. 다만 연도 간 청렴도조사 척

도변화로 인한 문제를 배제하기 위하여 연도별로 표준화한 점수를 활용

하였다.

공무원 징계변수는 분석단위 지방정부 공무원 1,000명당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 수로 정의하였다. 즉 (시․도 공무원 징계건수) = (시․도 징계

공무원 수 – 시․도내 시․군․자치구 징계공무원 수)÷(경기도본청과 경기도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소속공무원)×1,000 으로 계산한다. 

이 때의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국가공무원

법」, 「공무원징계령」,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상의 모든 유형의 징

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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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절변수

부패와 행정효율성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지역발전도를 고

려하였다. 부패와 정부성과 간의 관계에 대한 시각차이는 기존의 연구들

이 대상으로 삼은 국가 내지 조직의 특성에 기인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 

기능주의적 관점의 대다수의 연구들은 후진국이나 발전도상국의 사례로

부터 부패의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논거를 찾아왔다. 우리나라 지방정부

의 경우 지역간 불균형 문제가 존재하고 각 지역이 처한 정치, 경제적, 

지리적, 인구통계학적 환경 등에 따라 발전정도의 차이가 현격하므로 개

별 지역에서 발생하는 부패 문제가 지방정부의 성과와 어떤 관계로 나타

날 것인지 일반화하여 예측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각 지

방정부의 관할지역의 발전 정도를 조절변수로 고려하여 그로 인한 부패

와 효율성간의 관계 변화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다.

지역발전을 인적․ 물적 사회경제 개발을 통하여 지역공동체의 경쟁력

이 강화되고 삶의 수준이 향상되는 것으로 정의할 때(이종연, 2013), 지

역발전도는 지역발전의 개념에 부합하도록 다양한 지표를 이용하여 상대

적인 지수가 정량적으로 산출되어야 한다. 지역발전도를 나타내는 척도

인 지역발전도 지수는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개발한 지역낙후도 측정방법

을 활용하여 도출하였다. 한국개발연구원(2012)에 따르면 지역낙후도지수

는 지역별로 인구증가율, 노령화지수, 재정자립도, 제조업종사자 비율, 

자동차등록대수, 도로율, 의사수, 도시적 토지이용률의 8개의 지표값을 

표준화한 뒤 AHP 방법으로 사전에 결정한 가중치를 고려하여 가중평균

을 내는 방법으로 계산한다. 2012년 기준 지역낙후도 지수의 세부 지표 

및 지표별 가중치는 <표 12>와 같다.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지역낙후도가 

높을수록 발전된 지역을 의미하고 지역낙후도가 낮을수록(음의 값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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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수록) 낙후된 지역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역낙후도라고 하기보다 지역

발전도 내지 개발도 지수라고 하는 것이 혼동을 줄일 수 있다. 본 논문

에서 활용하고 있는 지역발전도는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개발한 지역낙후

도척도 계산 방법을 그대로 원용한 것이나 해석상의 편의를 위하여 지역

발전도로 칭하기로 하였다.

분야 지표 산출방법 가중치

인구
인구증가율 최근 5년간 연평균인구증가율 0.089
노령화지수 65세 이상 인구/0~14세 인구 0.044

경제
재정자립도 (지방세+세외수입)/일반회계예산규모 

(직전 3개년 합산) 0.291

제조업종사자비율 월평균제조업종사자/인구 0.131
자동차등록대수 승용차등록대수/인구 0.124

기반
시설

도로율 총 도로연장/행정구역면적 0.488
의사 수 의사 수/인구 0.063

도시적 토지이용률 (대지+공장용지+학교용지)/행정구역면적 0.142
지역발전도지수* 1.000

참고: 한국개발연구원(2012), 지역발전도지수 및 순위적용에 대한 기준연도 변경
* 지역발전도지수는 각 지표를 표준화한 뒤 가중치에 따라 가중평균한 값으로 한다.

표 12. 지역발전도지수 측정지표별 산출방법과 가중치

4) 통제변수

청렴도와 효율성의 관계를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서 제3의 변수에 의

한 효율성의 영향을 통제하여야 한다. 

지방정부의 효율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는 조직 내적인 요인과 조직 

외적인 요인이 있다. 조직 내적 요인은 다시 인적 요인과 제도적 요인으

로 나누어질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인적 요인은 기관장의 특성(리더십, 

출신직업), 구성원들의 조직시민행동, 교육훈련, 조직 내 신뢰 및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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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학력, 직급, 성 등이 제시되는 한편, 제도적 요인으로는 전자정부 

수준, 중앙정부와의 관계, 경쟁상황 등이 고려되었다. 조직 외적 요인은 

관할구역의 지리적 입지나 시장여건, 의회와의 관계, 정책참여 네트워크

의 특성, 상위정부와의 관계 등이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고려되

었다(권경득·임정빈, 2002; 이희창 외, 2007; 정순관, 2003; 임상규, 2011; 

이광희, 2003). 본 연구에서는 지방정부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외

적·환경적 요인으로 관할구역 면적 및 지역주민의 인구를 고려하고, 내

적 요인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시/군/구, 시/도)과 단체장의 계속재임 

연수를 고려하였다. 

통제변수에서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

가 있다. 우리나라 행정구역 중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와 광역시, 도의 

16개 행정구역은 행정구역의 위계서열로 보아 모두 동급이고, 마찬가지

로 특별/광역시의 구나 군, 도의 시나 군도 동급이다. 그러나 동급의 지

방자치단체라 하더라도 구, 시, 군 여부 또는 시, 도 여부에 따라서 다양

한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제도적 변수들에서 차이가 나타날 수 있으

며, 이러한 차이로부터 행정효율성도 다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시, 

군, 구를 예로 들면 자치구 지역이 시, 군보다 인구밀도 소득수준, 재정

자립도가 높고 그 밖에 연령별 인구구조나 산업구조, 교육수준, 사회구

성원들의 상호작용 등에서 차이가 날 것이다. 시, 군 지역 간에도 국고

보조금 및 시, 도비 보조금과 복지제도의 수급 대상자, 세금부담액 등 

지방정부의 효율성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변수들에서도 차이를 보이나19) 

19) 현행 지방자치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7조(시, 읍의 설치 기준 
등)①시는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은 이를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 2. 인구 5만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
는 군. 3. 인구 2만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 이상인 군. 
이 경우 군의 인구가 15만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4. 국
가의 정책으로 인하여 도시가 형성되고,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 출장소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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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수들을 모두 식별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지방정부를 대

상으로 효율성의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경우에는 동급의 지방정부에 대해 

분석모형을 설정하되, 지방자치단체 유형을 통제함으로써 효율성에 영향

을 미치나 관측되지 않은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 연도별 지방정부의 효율성 변화에 대한 관측되지 못한 영향요

인들은 연도 더미변수로 통제하였다.

변수 측정 출처

종속
변수

종합적 효율성 DEA로 측정
주민생활만족도

(점)
주거환경, 경제환경, 사회환경, 
교육환경만족도의 산술평균 서울서베이

독립
변수

청렴도점수
(점)

연도별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점수 
표준화 국민권익위원회

지방공무원징계
(건)

연도별 지방공무원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건수 총합

지방공무원
인사통계

조절
변수

지역발전도
(점)

인구, 경제, 기반시설분야의 8개 
지표 가중평균

도시통계연보
지방재정연감

통제
변수

지방정부유형 시/군/구 더미, 광역시/도 더미 도시통계연보

인구(천 명) 공무원 1인당 
주민등록인구(로그변환) 도시통계연보

면적(㎢) 관할행정구역 면적 도시통계연보
지방자치단체장

계속재임 연수(년)
지자체장 당선 이후 계속 재임 중인 
년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표 13. 지방정부 부패와 행정효율성의 관계에 대한 변수

된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인구가 3만 이상이고, 인구 15만 이상의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일부인 지역.
동법에 따르면 어떤 지역이 군에서 시 또는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승격하려 하는 경우, 
단순히 인구 수가 아닌 여러 가지 조건들을 살펴보고 결정하게 되므로 인구 수만으로 
시, 군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군이 시로 승격되면 각종 복지지원 대상자가 확대되고 
기초노령연금의 기본공제액이 상향조정되고, 각종 복지사업의 혜택이 늘어 국가보조금 
또는 도비 보조금을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는 반면, 각종 인허가에 따른 등록면허세와 
자동차 및 시설물의 환경부담금과 재산세가 증가하고 농어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특례
의 대상자격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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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분석방법론

1. 자료포락분석

종속변수인 행정효율성 점수를 도출하기 위하여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투입요소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수와 결산액을 고려하였고, 산출요소로 민원처리건수, 정보공개율, 기초

생활보장수급자수, 보육시설아동인원, 지방세징수율, 예산집행률을 포함

하였다. 다만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분석대상이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15개 단체로 비교적 적어 식별력의 문제가 발생하는바, 투입요소

는 결산액만 고려하고, 산출요소 중 단체별 변동이 크지 않은 지방세징

수율을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지방정부의 경우 단체별 투입요소의 차이가 크고, 이러한 투입요소 

규모 차이에 따른 한계생산 변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규모에 대한 

수확가변(variant return to scale)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BCC 모형 

또는 규모에 대한 가변수확 모형을 활용하였다.

지방정부가 생산하는 공공서비스는 대부분 법령에 근거를 필요로 하

거나 국가 또는 상급 지방정부의 위임에 따라 생산하는 것으로, 일선공

무원이 자의적으로 생산량을 변경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반면, 투입요

소인 인력이나 재정은 변경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산출방향 모

형보다는 투입방향 효율성 모형을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7년차 자료를 활용

하였다. 자료포락분석은 기본적으로 동일시점에서 의사결정단위들 간의 

상대적인 효율성을 분석하는 것이나, 지방정부의 경우에는 시간의 흐름

에 따른 생산함수의 변화가 크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전체 자료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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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pooled analysis를 실시하고 연관성 분석 단계에서 시간변수를 고려함

으로써 연도별 변동을 통제하고자 하였다.

2. 토빗 회귀분석

지역발전도를 조절변수로 포함하는 부패와 행정효율성의 관계를 분석

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2014년까지의 7개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패널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지방재정조정제도를 비롯한 분권화 정책에 변화

가 있거나 연도별 재정투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현실로 인해 특정 시

점에 모든 지방정부에 있어 효율성 점수가 영향을 받는 것을 통제하기 

위하여 시간고정효과를 고려하였다. 이를 통해 청렴도가 높은 지방정부

가 효율적인가에 대한 답을 구할 수 있다.

한편 효율성 점수는 0부터 1까지의 값을 가질 수 있고, 상대적으로 1

에 가깝게 점수가 분포되는 경향이 있어 1에서 절단된 censored data라

는 특징을 갖는다. 이 경우 통상적인 최소자승법(ordinary least square, 

OLS)으로 분석할 경우 추정량의 불편성과 칠치성이 충족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다수의 연구들은 이 문제를 토빗회귀모형을 활용하여 해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1에서 절단된 데이터를 활용하는 토빗회귀모형을 

적용하였다.



- 106 -

분석방법론 상세내용

자료포락분석
(input based 

BCC)

  
  




  

  




 

   
  



  
  

  
  



  
  


  



   ,  ≥  
 ≥  

 ≥ 

단, k: k번째 DMU (k=1, 2, ... , n)
n: DMU의 총 수
i: i번째 투입요소
r: r번째 산출요소

 : i번째 투입요소의 여유변수


 : j번째 산출요소의 여유변수

: j번째 DMU의 가중치

토빗회귀분석
(Tobit 

regression)

 
                

  max 

단,   : DMU i의 t시점의 효율성점수
  : 청렴도 점수
  : 지역발전도
  : 통제변수
 : t시점의 시간고정효과

표 14. 분석방법론의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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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실증분석

제1절 기술통계분석

1.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기본현황

1) 기초자치단체 기본현황 비교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단체의 계층간, 지역 간 특성이 다양하

게 나타나기 때문에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는 지역 간 차이

를 적절히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표 1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인구와 면적, 지역발전도 등 주요 변수의 평균값만 비

교하더라도 시, 군, 구 유형간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난다. 

먼저 인구와 관할면적으로 지역규모를 판단해보면, 자치구는 면적대

비 인구(약 6,593명/㎢)가 시(약 567명/㎢)와 군(약 79명/㎢)에 비하여 상

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 자치구의 행정수요가 시와 군에 비하여 많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 대비 인구에서는 군이 667명으로 

자치구 367명, 시 231명에 비하여 월등히 높고 인구대비 세출결산액도 

군(5.21백만 원/명) - 시(2.06) - 구(0.68) 순서로 나타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자치구는 자치단체의 업무처리 강도와 효율적 업무처리의 압력이 

높은 반면 군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효율성에 대한 압력에서 자유로운 

환경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지역발전도를 비교해보면 평균적으로 자치구(0.43)의 지역발전

도가 시(0.16)와 군(-0.50)보다 훨씬 앞서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

으로도 유의미하다.(<그림 5>) 따라서 기술통계분석 결과만으로 판단해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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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자치구의 행정효율성이 다른 유형의 지방자치단체보다 더 높을 것으

로 예상해볼 수 있다.

지자체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시
(497)

인구 293,335.79 241,062.88 40,552 1,174,228
면적 517.41 367.38 33.30 1,521.92

단체장임기 4.48 2.65 1 16
지역발전도 0.16 0.49 -0.69 1.83
공무원수 1,155.99 483.76 315 2,715
세출결산 604,748.10 352,885.89 89,032 4,009,260

군
(573)

인구 52,879.10 30,617.08 10,168 214,392
면적 667.04 299.07 72.86 1,819.77

단체장임기 4.70 2.85 1 12
지역발전도 -0.50 0.38 -1.08 0.91
공무원수 588.83 91.92 327 862
세출결산 275,623.42 69,983.48 94,766 634,695

구
(479)

인구 326,535.78 150,292.26 46,737 685,279
면적 49.53 48.15 2.82 222.92

단체장임기 4.26 2.67 1 16
지역발전도 0.43 0.55 -0.56 2.50
공무원수 883.01 291.62 450 1,435
세출결산 224,245.33 83,273.54 45,571 540,934

단위: 인구(명), 면적( ), 단체장임기(년) 공무원수(명) 세출결산(백만원)

표 15. 기초자치단체 기본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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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기초자치단체 유형별 지역발전도 차이

특히 자치구 중 서울특별시의 25개 자치구를 기술통계 분석을 한 결

과 면적대비 주민등록 인구수는 평균 9,668명으로 인구밀집도가 매우 높

고, 공무원 1인당 인구수는 평균 332명이며 인구대비 세출결산액은 약 

644만원으로 구청 및 소속기관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압박이 매우 클 것

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처럼 지방정부의 효율성은 행정서비스 생산과정에서 투입되는 생산

요소 외에도 인구, 지역면적 등 비재량적인 지역적 특성변수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부패와 효율성의 관계를 분석할 때 이러한 

비재량적 요인들을 분석모형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인구

와 면적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의 계속임기와 지역발전도, 지방정부 유

형으로 인한 효율성 변동을 통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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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광역자치단체 기본현황 비교

특별시 및 광역시와 도 지방정부의 유형에 따른 기본현황을 비교해 

보면 <표 17>과 같다.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역시 자치단체 유형에 따

라 자치단체의 효율성과 관련된 요인들에서 다소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공무원 1인당 주민수나(특광역시 505명, 도 578명) 주민

수대비 세출결산액(특광역시 2.20백만 원, 도 1.88백만 원)은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으나 특별․ 광역시(4,295명)의 경우 인구밀집도가 도 단위(290

명)보다 크게 높고 특히 <그림 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지역발전도에서 

특별․ 광역시와 도가 크게 다른 것으로 미루어볼 때, 지역발전도 지수 산

정에 지표로 고려한20) 지역발전의 여러 특징들에서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징적 요인들이 지방정부의 행정효율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분석에서도 <표 17>에 나타

나는 변수들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20) 지역발전도는 인구증가율, 노령화지수, 재정자립도, 제조업종사자비율, 승용차등록대수, 
도로율, 의사수, 도시적토지이용률의 8가지 기초지표의 가중평균으로 구하였다.

변수(N=175)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인구 408,077.42 130,159.65 128,065 685,279
면적 24.21 9.15 9.96 47.00

단체장임기 4.39 3.06 1 16
지역발전도 0.70 0.53 -0.23 1.97

주민생활만족도 5.51 0.43 4.55 6.69
공무원수 1,229.59 89.95 1,064 1,435
세출결산 262,861.43 71,517.79 148,420 540,934

단위: 인구(명), 면적( ), 단체장임기(년) 공무원수(명) 세출결산(백만원)

표 16. 서울시 자치구 기본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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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특별/광역시와 도의 지역발전도 분포 차이

지자체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특별
광역시
(n=49)

인구 3306977.31 2955062.62 1112407 10312545
면적 769.9796 215.4735 501 1061

단체장임기 5.3878 2.7974 1 12
지역발전도 0.4476 0.37 -0.0272 1.2456
공무원수 6108.2857 4494.7658 2294 17125
세출결산 7285882.08 6308654.66 2089000 24175300

도
(n=63)

인구 3040441.75 3234096.38 560618 12357830
면적 10500.2857 4861.962 1849 19030

단체장임기 4.7937 2.8064 1 12
지역발전도 -0.3481 0.4047 -1.0812 0.4324
공무원수 4610.2381 1726.1406 2674 9917
세출결산 5702771.89 3500012.53 2531082 17165200

단위: 인구(명), 면적( ), 단체장임기(년) 공무원수(명) 세출결산(백만 원)

표 17. 광역자치단체 기본현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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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효율성 분석 결과

1)기초자치단체의 효율성 분석

<표 18>은 기초자치단체의 투입방향 BCC 포락모형 분석을 위하여 사

용된 투입요소와 산출요소를 비교한 것이다. 투입요소인 공무원 수와 세

출결산액에 있어서 시가 군, 구보다 두 배 이상 높으나, 산출요소에서는 

대부분의 요소에 대하여 구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효율성 분

석 결과 시의 효율성이 다른 지역보다 낮게 분석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

다. 실제로 <그림 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시의 효율성이 평균적으로 

가장 낮은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유형별로 효율성의 차이가 존재한다.

시
(n=497)

군
(n=573)

구
(n=479)

투입
공무원수(명) 1,155.99 588.83 883.01

세출결산(백만 원) 604,748.10 275,623.42 224,245.33

산출

민원처리(건) 60,610.79 18,050.54 115,345.74

정보공개율 94.77 96.28 94.34

기초생활보장수급자 7,196.52 2,370.58 8,549.98

보육시설아동 696.63 156.17 1,086.35

지방세징수율 94.79 95.03 97.36

예산집행률 79.21 77.67 84.89

효율성 0.5072 0.6586 0.8466

표 18. 기초자치단체 효율성 분석 투입, 산출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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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시, 군, 구 효율성 차이 비교

효율성 분석 결과를 지방자치단체 유형별로 살펴보면 <그림 8>부터 

<그림 11>과 같다. 시의 경우 효율성 분포는 (0.2506, 1)의 범위를 가진

다. 가장 효율성이 낮은 시는 충청남도 천안시,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 

수원시, 경상북도 구미시, 경상북도 경주시 등이고, 가장 효율성이 높은 

시는 충청남도 계룡시, 경기도 오산시, 경기도 동두천시, 경기도 의왕시, 

강원도 동해시 등이다.

군의 경우에는 효율성 점수가 (0.4513, 1)의 범위에서 분포하며, 가장 

효율성이 낮은 군은 경상북도 의성군, 충청남도 부여군, 전라남도 신안

군, 경상남도 합천군, 전라남도 고흥군 등이고, 가장 효율성이 높은 군은 

충청북도 증평군, 강원도 고성군, 경상북도 고령군, 강원도 양양군, 전라

북도 장수군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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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DMU간 효율성점수 비교: 시 

그림 9. DMU간 효율성점수 비교: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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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DMU간 효율성점수 비교: 자치구

그림 11. DMU간 효율성점수 비교: 서울특별시 자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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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효율성 점수는 (0.5481, 1)의 범위에서 분포하며, 평균적으로 가

장 효율성이 낮은 구는 인천광역시 서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전광역

시 서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천광역시 계양구 등이며, 가장 효율성이 

높은 구는 부산광역시 중구, 부산광역시 사하구, 대구광역시 서구, 대구

광역시 달서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등이다.

서울특별시 자치구 중에서는 은평구, 도봉구, 영등포구, 성북구, 서초

구 등이 가장 효율성이 낮은 그룹에 속하고, 노원구, 마포구, 양천구, 관

악구, 송파구 등은 가장 효율성이 높은 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효율성 척도로 추가적으로 고려한 

주민생활만족도는 평균 5.5084로 <그림 12>와 같이 지역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주민생활만족도가 낮은 지역

은 동대문구, 성동구, 금천구, 용산구, 강동구 등이고 높은 지역은 서초

구, 강남구, 송파구, 동작구, 양천구로 자료포락분석으로 도출한 효율성 

순위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주민생활만족도와 효율

성이 상이한 차원의 효율성 측면을 측정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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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서울특별시 자치구간 주민생활만족도 차이

2)광역자치단체의 효율성 분석

광역자치단체의 효율성 분석에 사용된 투입, 산출요소는 <표 19>와 

같다.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공무원수와 세출결산액을 투입요소

로 고려하면서 세출결산액으로 인건비를 제외한 세출결산총계액을 사용

하였다. 그러나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식별력이 낮은 문제가 발생하여 일

부 선행연구에서와 같이(최정렬, 2014) 공무원 수는 투입요소에서 제외하

는 대신 세출결산액을 인건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대체하였다. 또한 산출

요소 중 지역 간 편차가 미미하게 나타난 지방세징수율도 제외하여 분석

하였다.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자치단체 유형에 따른 효율성 점수의 차이가 유

의미하지 않다. 효율성이 높은 지역은 서울특별시, 경기도, 울산광역시, 

전라북도, 강원도 등이며, 효율성이 낮은 지역은 인천광역시, 충청남도, 

전라남도, 제주시, 대구광역시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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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특별/광역시, 도 효율성 비교

특별/광역시
(n=49)

도
(n=63)

투입
공무원수(명) 6,108.29 4,610.24

세출결산(백만 원) 7,285,882.08 5,702,771.89

산출

민원처리(건) 205,890.51 35,965.76

정보공개율 94.84 93.87

기초생활보장수급자 88,294.80 90,076.62

보육시설아동 10,967.65 7,351.60

지방세징수율 96.61 97.66

예산집행률 88.70 93.48

효율성 0.8433 0.8677

표 19. 광역자치단체 효율성 분석 투입, 산출요소 



- 119 -

그림 14. DMU간 효율성 점수 비교

3. 청렴도 점수 현황

앞서 청렴도 점수 측정항목 및 가중치의 변화로 연도별 비교의 의미

가 낮을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지역별 청렴도의 기술통계적 

현황을 살펴보기에 앞서 연도별 청렴도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림 15와 그림 16는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청렴도의 연도별 변화를 도

시한 것이다. 연도별로 청렴도의 변화가 나타나며 특히 외부청렴도의 경

우에는 2012년을 기점으로 청렴도 점수의 평균값에 큰 변화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도 동일한 현상이 관찰된다. 이

는 2012년부터 청렴도 점수 측정항목과 가중치가 크게 달라졌기 때문이

며, 2012년 뿐만 아니라 2013년과 2014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측정항목이 

조금씩 변화했으므로 청렴도를 연도별로 표준화하여 상대적인 청렴성의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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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광역자치단체의 연도별 외부청렴도

그림 16. 광역자치단체의 연도별 내부청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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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청렴도점수 차이를 <표 20>으로 정리하였다. 기

초자치단체의 청렴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반면 광역자치

단체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러한 결과차이는 부분적으

로 기초자치단체의 관측치가 충분히 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

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시, 군지역에 비하여 자치구의 청렴도가 

높고 특히 외부청렴도의 경우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 유형 간의 청렴도 차이는 <그림 17>부터 <그림 20>을 통해

서도 확인할 수 있다. 

외부청렴도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시의 경우 충청남도 천안시, 경상북

도 안동시, 전라북도 전주시, 강원도 춘천시, 경상북도 영천시 등이 낮

고, 충청남도 계룡시, 전라남도 순천시, 경기도 의왕시, 전라남도 광양시, 

경기도 과천시 등이 높은 지역이다. 군의 경우 충청남도 예산군, 경기도 

가평군, 충청남도 태안군, 경상북도 칠곡군, 경상남도 의령군 등이 외부

청렴도가 낮고, 강원도 인제군, 충청북도 증평군, 경상북도 예천군, 충청

북도 보은군, 경상북도 봉화군 등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자치

구의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대구광역시 북구, 울산 남구, 대구광

역시 달서구, 대전광역시 대덕구가 외부청렴도가 낮으며, 서울특별시 마

포구, 동작구, 도봉구, 중랑구, 성북구가 높은 외부청렴도를 보였다.

내부청렴도의 경우에는 시의 경우 경기도 하남시, 충청남도 계룡시, 

경기도 양주시, 경상북도 포항시, 경기도 의왕시가 청렴도가 낮은 지역

시 군 구 특광역시 도
n 491/ 350 563/ 426 474/ 406 49 63

외부청렴도 -0.261 -0.186 0.492 0.046 -0.036

내부청렴도 -0.136 0.025 0.091 0.135 -0.105

표 20. 지자체 유형별 청렴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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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경기도 평택시, 경상남도 진주시, 전라남도 나주시, 경기도 구리시, 

전라북도 남원시가 높은 지역이다. 군 지역 중 강원도 양양군, 전라남도 

화순군, 경상북도 울릉군, 전라북도 임실군, 강원도 영월군이 내부청렴도

가 낮고, 전라북도 고창군, 경상남도 하동군, 전라남도 무안군, 경상남도 

합천군, 경기도 연천군이 높았다. 자치구 중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천

광역시 중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은평구, 대구광역시 서구의 내부청렴도

가 낮았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부산광역시 수영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강동구, 대구광역시 남구의 내부청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의 외부청렴도는 제주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부산광역

시, 대구광역시에서 낮고 경기도, 서울특별시,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강

원도에서 높게 나타났다. 내부청렴도는 충청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울산광역시에서 낮고 충청북도, 경상남도, 서울특별시, 경기도, 

광주광역시에서 높았다. 광역지방자치에서도 역시 두 청렴도 지수간의 

관계가 밀접하다고 보기 어렵다.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가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들을 종합해서 보

면, 거의 일치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내부청렴도와 외부청렴

도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양자는 유의미한 관계

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이후 청렴도와 효율성의 

영향관계 분석에서는 두 청렴도 변수를 분석모형에 함께 포함하여 분석

하였으며, 실제로 별개의 모형을 구성하는 경우와 분석 결과에서 큰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부패를 나타내는 변수로 공무원 1,000명당 

향후 2년간 징계공무원 수를 측정하였는데, 특별광역시에 비해 도 지역

의 징계공무원 비율이 높게 관찰되었다.(<표 21>) 징계공무원 비율이 높

은 지역은 경기도, 경상남도, 강원도,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이고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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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은 서울특별시, 제주도,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인천광역시이다. 징계

공무원과 청렴도, 즉 관측된 부패와 인식된 부패 사이에도 밀접한 관계

가 발견되지 않으며, 상관분석 결과 공무원 징계 비율과 외부청렴도 및 

내부청렴도간에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행정효율

성과의 관계에 있어서 공무원의 징계와 청렴도가 다른 결론을 나타낼 가

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17. 시, 군, 구 외부청렴도 분포

특별/광역시 도
n 35 45

2년간 징계공무원수 12.96 14.80

표 21. 광역지방자치단체 징계공무원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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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시, 군, 구 내부청렴도 분포

그림 19. 특별/광역시, 도 외부청렴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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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특별/광역시, 도 내부청렴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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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부패와 효율성의 관계

1. 인식된 부패와 효율성의 관계

인식된 부패와 효율성의 관계 분석은 외부청렴도 및 내부청렴도 점수

와 DEA 방법으로 도출된 각 지역의 효율성 점수를 포함한 토빗 회귀분

석으로 검토하였다. 분석에 앞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통해 모형의 

적절성을 검토해 본 결과, 종속변수인 효율성 점수는 외부청렴도, 지역

발전도, 인구, 면적 변수와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고, 비록 인구 및 관할

구역 면적 변수가 다른 변수들과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나, 다중

공선성을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단체장의 임기는 효율성

과 유의미한 관계에 있지 않으나, 단체장의 정치적인 영향력과 리더십은 

지방정부의 효율성을 설명하는데 있어 이론적인 중요성을 가지기 때문에 

분석모형에 포함하였다.

효율성
점수

외부
청렴도

내부
청렴도

지역
발전도 인구 면적 단체장

임기
효율성점수 1.000 0.468** 0.006 0.171** 0.286** -0.612** -0.002

외부청렴도 1.000 -0.005 0.392** 0.444** -0.545** -0.125**

내부청렴도 1.000 -0.069 -0.049 0.030 0.029

지역발전도 1.000 0.586** -0.486** -0.034

인구 1.000 -0.610** -0.093

면적 1.000 0.021

단체장임기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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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2.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 127 -

1) 인식된 부패와 DEA 효율성의 관계

SA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시간고정효과를 고려한 토빗 패널회귀분석

을 실시하였다. 변수간 연관성에 대한 해석에 앞서 모델 적합성을 검토

하였는데, SAS 9.4 프로그램에서는 proc qlim 프로시저의 결과에서 토빗

모형의 적합성(model fit) 통계량으로 로그 우도(log likelihood), 아카이케 

정보량 기준(AIC), 슈워츠 기준(Schwarz criterion) 등을 제공하나 이들 통

계량은 그 기준 및 해석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 종속변수가 비음인 

1 이하의 값을 가지므로 토빗분석을 위하여 proc qlim 프로시저를 활용

하였으나 자료의 특성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와 거의 유사하므로 

이를 통해 모형의 적합성을 판단하였다. 

청렴도와 효율성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외부청렴도가 높을수록 효율

성이 높게 나타났으나, 지역발전도에 따른 조절효과는 없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반면 내부청렴도는 낙후된 지역에서 효율성과 정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의 추정치를 통해 이러한 관계의 실질적 의미

를 생각해 보면, 외부청렴도가 1 표준편차 높은 기관은 효율성이 0.0184 

높다는 것이다. 시군구 지역에서 효율성점수의 표준편차가 0.1874인 것

을 고려할 때, 연관성의 크기가 무시할 수 없는 크기이다. 

내부청렴도의 경우에 본 논문의 연구가설에 반대되는 결과가 도출되

었다. 즉 오히려 살기 좋은 지역에서 예산, 인사권의 운영이 불투명하고 

부패할수록 효율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편 지역발전도에 대해 추정된 회

귀계수 역시 유의미한 음의 값을 가지는 바, 지역발전도를 기준으로 상

위 30퍼센트의 잘 사는 지역과 하위 30퍼센트의 낙후된 지역으로 구분하

여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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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도 분위별 분석결과는 <표 24>와 같이 나타났다. 외부청렴도

는 지역발전도와 상관없이 효율성과 유의미한 정의 관계에 있으며, 발전

된 지역에서의 정의 관계(β=0.0243)가 낙후된 지역(β=0.0178)보다 더 크

게 나타났다. 즉 잘 사는 지역일수록 민원인들이 인식한 청렴도가 높은 

지방정부가 일도 잘 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내부청렴도는 지역발전도가 낮은 낙후된 지역에서는 효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영향력의 실질적인 크기도 내부청렴도가 1 표

준편차 낮은 지역에서 효율성이 평균적으로 0.0245 높게 나타나는 것으

로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인다. 이는 낙후된 지역에서는 조직 내부적으로 

인사권의 행사나 예산의 운용상의 비리나 편법, 불공정한 관행이 존재하

는 경우에 더 많은 산출을 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지역발전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이러한 관계가 사라진다. 이는 낙후된 지역에서는 부패

의 관행이나 인사, 재정상의 불법행위를 통해 효율성을 보완할 수는 있

변수 Estimate SE t Value Pr>|t|
상수항 0.6635 0.0173 38.37 <.0001

외부청렴도 0.0184 0.0039 4.74 <.0001
내부청렴도 -0.0048 0.0034 -1.39 0.1642

인구 -0.0002 0.0000 -6.31 <.0001
면적 -0.0002 0.0000 -15.74 <.0001

단체장임기 -0.0006 0.0013 -0.44 0.6608
구 더미 0.2658 0.0116 22.84 <.0001
군 더미 0.1352 0.0106 12.80 <.0001

지역발전도 -0.0168 0.0074 -2.25 0.0242
외부청렴도x지역발전도 0.0022 0.0064 0.34 0.7313
내부청렴도x지역발전도 0.0189 0.0058 3.25 0.0011

Model Fit F Value
Pr > F

119.51
<.0001 R square 0.6214

표 23. 기초자치단체의 인식된 부패와 효율성의 관계(n=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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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그러한 효과에는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21) 

한편 <표 23>에서 구와 군 더미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뿐만 아

니라 그 영향력의 크기가 매우 크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술

통계분석에 살펴보았듯이 시, 군, 구의 구분에 따라 행정 효율성을 추구

하여야 할 필요성에서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시, 군, 구 구

분에 따라 지역발전도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지역발전도 대신 지역 유형에 따라 청렴도와 효율성의 관계가 어떻게 나

타나는지 살펴봄으로써 지역의 양적인 발전수준 외에도 시, 군, 구간 관

21) 개체고정효과를 포함한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동일한 지역에서 청렴도가 개선
될 때 효율성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러한 관계는 지역발전도의 변화에 유
의미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역적 특수성에 의하여 부패문제가 심
각하더라도 효율성이 높은 지역이 관측될 수는 있지만, 그러한 지역에서도 청렴도가 개
선되는 것이 효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범주 변수 Estimate SE t Value Pr>|t|

지역발전도
상위그룹
(n=366)

상수항 0.9143 0.0428 21.37 <.0001
외부청렴도 0.0248 0.0103 2.42 0.0155
내부청렴도 0.0093 0.0076 1.23 0.217

인구 -0.0003 0.0001 -4.44 <.0001
면적 -0.0006 0.0000 -15.74 <.0001

단체장임기 0.0006 0.0028 0.21 0.8358
지역발전도 -0.0019 0.0215 -0.09 0.928

지역발전도
하위그룹
(n=354)

상수항 0.7160 0.0446 16.05 <.0001
외부청렴도 0.0178 0.0061 2.94 0.0033
내부청렴도 -0.0245 0.0068 -3.59 0.0003

인구 -0.0002 0.0001 -1.24 0.2163
면적 -0.0001 0.0000 -7.04 <.0001

단체장임기 0.0030 0.0024 1.25 0.2097
지역발전도 -0.0037 0.0441 -0.08 0.9333

주: 각 그룹별 모형적합도는 상위그룹의 경우 F=31.66(p>F<0.0001), 하위그룹의 
경우 F=7.94(p>F<0.0001)이다.

표 24. 기초자치단체 지역발전도 그룹별 부패와 효율성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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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되지 않은 다른 요인으로 인한 효과차이를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분석 결과 <표 25>를 살펴보면 먼저 외부청렴도는 구 단위 자치단체

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없는 반면, 군과 시 지방정부에서는 

효율성과 유의미한 정의 관계가 있고 특히 시 정부(β=0.0302)에서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정부의 효율성점수 표준편차가 

0.1590이고 <그림 8>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대다수의 효율성 점수가 

0.4-0.6 사이에 밀집해 있는 것을 고려하면 이러한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는 크기이다. 내부청렴도는 모든 유형의 지방정부에서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지만 자치구의 효율성과는 정의 관계에 있는 반면 군과 시 지방

정부에는 음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요컨대 자치구의 경우 

군과 시 지방정부와는 다른 형태의 관계가 나타나는 것이다.

변수 Estimate SE t Value Pr>|t|
상수항 0.6638 0.0171 38.74 <.0001

외부청렴도
구 0.0122 0.0086 1.42 0.1554
군 0.0158 0.0054 2.92 0.0035
시 0.0302 0.0068 4.47 <.0001

내부청렴도
구 0.0186 0.0053 3.49 0.0005
군 -0.0185 0.0060 -3.06 0.0022
시 -0.0198 0.0066 -3.01 0.0026

인구 -0.0003 0.0000 -7.44 <.0001
면적 -0.0002 0.0000 -15.35 <.0001

단체장임기 -0.0003 0.0013 -0.26 0.7983
구 더미 0.2717 0.0122 22.25 <.0001
군 더미 0.1396 0.0102 13.67 <.0001

Model Fit F Value
Pr > F

115.05
<.0001 R square 0.6269

표 25. 기초자치단체 유형에 따른 부패와 효율성의 관계(n=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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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정부는 다른 유형의 기초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행정구역 면적

은 작고 인구밀도는 높은 반면 공무원 1인당 인구의 비율은 높고 지역인

구 1인당 세출액 규모는 약 70만원 수준으로 매우 낮다. 즉 제한된 인

적, 물적 자원을 바탕으로 많은 지역주민의 행정서비스 수요를 충족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공무원은 자원배분과 규제 및 

재분배 업무 등에 있어서 재량을 행사할 여지가 작기 때문에 인허가 업

무나 계약, 입찰 등의 과정에서 뇌물수수 기타 부패행위가 발생한다고 

하여도 행정서비스의 1차적인 산출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행정조직 내부에서 인사관리나 재정운용 기타 

업무처리가 법규에 맞고 공정하게 이루어질수록 주어진 자원을 효율적으

로 활용할 수 있게 되므로 내부청렴도와 효율성이 정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공공서비스의 효율적 생산에 대한 압박이 덜한 

시, 군 자치정부의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재량적인 판단하에 산출을 조절

할 여지가 넓고 인허가, 입찰, 계약, 공유자산 처분 등의 영역에서 사적 

이익추구에 몰두하여 정책집행을 지연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외부청렴도

와 효율성이 정의 관계를 보이게 된다고 이해할 수 있다. 반면에 내부청

렴도의 경우 효율성과 음의 관계를 보이는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역발전도의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지역적으로 구 지방정부보다 열악

한 수준에 있는 시, 군 지역에서는 지방정부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우회적, 탈법적 방법의 인사, 재정관리가 기술적 효율성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분석모형에 포함된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및 이분산성을 검토

하였으며,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후에 수행한 모든 분

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132 -

2) 인식된 부패와 주민생활만족도의 관계

서울특별시 자치구를 대상으로 외부청렴도 및 내부청렴도와 효율성의 

질적인 측면을 포함하는 주민생활만족도의 관계를 분석하되 시간고정효

과를 고려한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분석결과의 비교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자치구만을 대상으로 청

렴도와 DEA 효율성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앞서 분석한 자치구 전체

의 결과와 다소 다른 결론이 도출되었다. 즉 전체 자치구의 경우 외부청

렴도가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서울시 자

치구의 경우 내부청렴도와 외부청렴도 모두 효율성과 정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서울시 자치구의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구보다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높은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즉 

다른 자치구보다 재량 행사의 여지가 높은 서울시 자치구 공무원의 경우 

청렴도가 떨어져 사적 이익추구를 위하여 의도적으로 업무처리의 지연이

나 부작위를 통해 행정서비스 산출물의 생산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내부청렴도의 경우에는 전체 구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와 유사

하게 효율성과 약한 정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청렴도가 지역주민의 생활만족도와 어떤 관계에 있을지 분석

해 보았다. 주민생활만족도는 행정서비스의 1차적 산출물 보다는 그로 

인한 궁극적인 효과를 반영하는 측면이 있으며, 질적인 차원의 효과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DEA 효율성에서 고려하는 것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시차를 고려하여 주민생활 만족도 변수를 

다양하게 구성하여 분석해 본 결과, <표 27>과 같이 외부청렴도가 이듬

해의 주민생활만족도에 약하게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p-value=0.056). 즉 행정서비스의 고객으로서 지역주민이 인허가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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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하거나 계약, 입찰 등의 경험이 있는 기관 등이 정부가 청렴하다고 

인식할수록 주민들이 느끼는 미래의 주거환경, 경제환경, 사회환경, 교육

환경에서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다만 그 영향력의 실제적 

유의성에 있어서 주민생활만족도의 전체 표준편차가 약 0.43인 것과 비

교할 때 외부청렴도의 회귀계수는 0.0345로 미미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반면에 내부청렴도는 주민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

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종합하면 자치구 주민들이 지방정부의 행정처리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의 접점에서의 행정서비스 제공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에

서는 지방정부의 행정효율성도 높게 나타나고, 주민들이 가까운 장래에 

느끼는 생활만족도도 긍정적으로 인식된다고 할 수 있다.

변수 Estimate SE t Value Pr>|t|
상수항 0.6847 0.0518 13.22 <.0001

외부청렴도 0.0345 0.0146 2.37 0.018
내부청렴도 0.0274 0.0144 1.9 0.0571

인구 0.0006 0.0001 3.99 <.0001
면적 -0.0010 0.0013 -0.8 0.4252

단체장임기 0.0048 0.0032 1.52 0.1294
지역발전도 0.0380 0.0218 1.74 0.0817

외부청렴도x지역발전도 -0.0304 0.0163 -1.87 0.0618
내부청렴도x지역발전도 -0.0168 0.0205 -0.82 0.4123

Model Fit F Value
Pr > F

4.26
<.0001 R square 0.2940

표 26. 서울시 자치구 청렴도와 효율성 관계 분석(n=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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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측된 부패와 DEA 효율성의 관계

관측된 부패로서 지방공무원의 징계가 지방정부의 효율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 보았다. 자료의 제약상 분석대상은 광역시도로 

한정하였다.

이 때 지방공무원의 징계는 당해 지방정부의 공무원 1천명 당 징계공

무원의 수로 측정함으로써 지방정부의 규모를 고려하였다. 또한 부패행

위의 발생부터 징계하기까지 수사기관 또는 내부감사기관이 부패사실을 

인지하고 처벌하는데 걸리는 시차가 통상적으로 1년 이상 걸리는 것을 

고려하여 다음연도와 그 다음연도의 2개년 동안 징계를 받는다고 가정하

였다. 즉 t기의 효율성은 공무원 1천명 당 t+1기와 t+2기의 징계공무원 

수와 관계가 있을 것으로 가설을 설정한 것이다.

변수 Estimate SE t Value Pr>|t|
외부청렴도 0.0189 0.0098 1.93 0.056
내부청렴도 0.0143 0.0110 1.3 0.1965

인구 0.0026 0.0012 2.21 0.029
면적 1.2884 0.7890 1.63 0.1054

단체장임기 0.0013 0.0025 0.51 0.6089
지역발전도 -0.0626 0.0751 -0.83 0.406

외부청렴도x지역발전도 -0.0174 0.0106 -1.64 0.1036
내부청렴도x지역발전도 -0.0044 0.0131 -0.33 0.7398

Model Fit F Value
Pr > F

15.59
<.0001 R square 0.8411

표 27. 서울시 자치구 청렴도와 주민생활만족도 관계 분석(n=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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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모형에 포함된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먼저 살펴보면, 광역지방자

치단체의 효율성은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 점수 및 자치단체장의 임기

와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관찰되나, 공무원 징계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다만 상관관계 분석을 연도별로 실시할 경우 2009년도에 

효율성과 약한 정의 상관관계로 보이는 것이 관찰되었다. 그러나 공무원 

징계는 개념적으로 공직구성원들의 부패정도를 반영하는 중요한 척도이

므로 효율성과 관계를 밝히고, 청렴도와의 관계 분석결과와 비교함으로

써 다른 차원의 함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먼저 분석결과의 비교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인식된 부패인 외부청렴

도 및 내부청렴도와 효율성의 관계를 검토하였다.(<표 29>)

기술통계분석에서 도와 특별/광역시의 지역발전도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특별/광역시가 도에 비하여 지역발전도에서 

우월한 환경에 있었으므로, 여기에서는 지역발전도 대신 지방자치단체 

유형변수를 사용하여 분석결과 해석의 현실적 의미를 찾고자 하였다. 먼

효율성
점수

외부
청렴도

내부
청렴도

공무원
징계

지역
발전도 인구 면적 단체장

임기
효율성점수 1.000 0.224** 0.255** 0.128 0.129 0.310** 0.099 -0.189**

외부청렴도 1.000 0.214** 0.008 0.108 0.309** 0.119 0.021

내부청렴도 1.000 0.090 0.214** 0.177* -0.181* -0.031

공무원징계 1.000 -0.122 0.488** 0.334** 0.031

지역발전도 1.000 0.235** -0.673** -0.051

인구 1.000 0.241** -0.193**

면적 1.000 -0.071

단체장임기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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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8. 광역지방자치단체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n=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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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외부청렴도의 경우에는 특별/광역시에서는 효율성과 유의미한 정의 

관계에 있으나, 도 정부에 대하여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

청렴도는 반대로 특별/광역시에서는 효율성과 관련이 없으나 도에서는 

효율성과 유의미한 정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측된 부패와 행정효율성의 관계 분석결과는 <표 29>로 정리하였다. 

공무원의 징계건수로 나타나는 지방정부 부패 정도는 행정효율성과 의미 

있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연구가설의 채택여부를 정리하면 <표 31>

과 같다.

변수 Estimate SE t Value Pr>|t|
상수항 0.7211 0.0583 12.37 <.0001

외부
청렴도

도 0.0038 0.0182 0.21 0.834
특광역시 0.0468 0.0216 2.17 0.0301

내부
청렴도

도 0.0537 0.0178 3.01 0.0026
특광역시 0.0002 0.0208 0.01 0.9909

인구 0.0001 0.0001 1.95 0.0513
면적 0.0000 0.0000 . .

단체장임기 -0.0037 0.0047 -0.8 0.4251
도 더미 -0.0053 0.0451 -0.12 0.9061

Model Fit F Value
Pr > F

.3.04
0.0006 R square 0.3051

표 29. 광역자치단체의 청렴도와 효율성 관계(n=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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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Estimate SE t Value Pr>|t|
상수항 0.7811 0.1176 6.64 <.0001

공무원
징계

도 -0.0040 0.0056 -0.72 0.4701
특광역시 -0.0042 0.0072 -0.59 0.5569

인구 0.0002 0.0001 2.36 0.0184
면적 0.0000 0.0000 . .

단체장임기 -0.0014 0.0063 -0.23 0.8215
도 더미 -0.0035 0.1271 -0.03 0.9778

Model Fit F Value
Pr > F

1.49
0.1575 R square 0.1937

표 30. 광역자치단체의 공무원징계와 효율성 관계(n=80)

조절변수
관련변수

지역발전도 지방정부 유형 가설검정 
결과

외부청렴도와
효율성

-정의관계(0.0184)
-조절효과 없음

-구 지역: 효율성과 무관
-시, 군 지역: 효율성과 
정의 관계

-가설1을 
부분적으로 
채택 가능

-H1-1은 
외부청렴도
에서 채택

-H1-2는 
내부청렴도
에서 채택

내부청렴도와
효율성

-양의 조절효과
-낙후지역에서 
효율성과 음의 
관계(-0.0245)

-구 지역: 효율성과 정의 
관계

-시, 군 지역: 효율성과 
음의 관계

외부청렴도와
주민만족도

-약한 
정의관계(0.019)

-조절효과 없음

-가설2를 
채택

내부청렴도와
주민만족도

-유의미한 관계없음

공무원징계와
효율성

-유의미한 관계없음 -가설3을 
기각

표 31. 실증분석 결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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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제1절 분석결과의 종합

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 연구 질문에 답하고자 하였다. 첫째, 지방정

부의 인식된 부패인 청렴도가 기술적 효율성과 관련이 있는가? 둘째는 

인식된 부패가 지방정부의 주민생활 만족도와 관련이 있는가? 셋째는 지

방정부의 관측된 부패가 기술적 효율성과 관련이 있는가? 이를 위해 

2008년부터 2014년까지의 7개년도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에 대

하여 실증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주된 방법으로 지방정부의 효율성

과 부패간의 관계에 대한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하되 효율성의 특성을 고

려하여 토빗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공공기관의 효율성 측정 방법으로 

널리 받아들여진 자료포락분석(DEA) 방법으로 기술적 효율성을 계산하

고, 공공서비스의 질적 측면을 포함하는 효율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서울

특별시에서 측정하는 주민생활 만족도를 활용하였다. 인식된 부패는 국

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점수를 활용하였고, 관측된 부패는 지방자치단체

별 공무원 징계자료를 활용하였다. 또한 부패의 순기능에 대한 기능주의

적 견해가 시사하듯이 지역의 발전정도에 따라 효율성과 부패의 관계가 

달라질 것으로 가정하고, 지역발전도를 조절변수로 고려하였다. 

분석에 앞서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부패사례를 조사한 결과, 부패 유

형을 크게 두 범주로 나누어 파악할 수 있었다. 하나는 행정조직 외부에

서 부패의 구매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부패로 인허가 관련 부패, 입

찰 및 계약과 관련된 부패, 공유자산 매각 및 도시계획과 관련된 부패이

고, 다른 하나는 지방정부조직 내부에서 발생하는 인사권 남용과 세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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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및 보조금 지급업무 등 재정운용과 관련된 부패이다. 이들 부패를 부

패거래와 관련된 구성요소별로 분석하였는데, 인허가 관련 부패와 입찰 

및 계약과 관련된 부패, 공유자산 매각 및 도시계획과 관련된 부패는 비

교적 관찰가능성이 높은 반면 인사권의 행사나 세무행정, 보조금 행정 

등의 재정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패는 내부 구성원들에 의해 인지될 

수 있지만 은밀히 행해져 관측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전자는 외부청

렴도와, 후자는 내부청렴도와 논리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

행정효율성은 투입대비 산출의 기술적 효율성과 산출물의 질적 측면

을 포함하는 만족도를 모두 고려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와 관련이론을 

검토하여 부패는 레드테입 형성, 가격왜곡효과, 수량왜곡효과, 조직내외

의 부정적 인식을 통해 행정효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기능주의적 측면에서 주장하듯이 오히려 지역발달과 행정의 원활한 수행

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음을 정리하였다.

먼저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유형별로 지방정

부가 직면한 자원과 행정수요가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지역발전도 또한 서로 다른 지방자치단체 유형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

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차이와 DEA 효율성을 비교하여 실제 행정효율

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가 높거나 낮게 나타나는 지방정부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

으로 관측되었는데, 이는 이론적 검토에서 지적하였듯이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가 서로 다른 측면의 지방정부 부패를 측정하고 있음을 실증

하는 것으로 보았다. 뿐만 아니라 DEA로 도출한 효율성점수와 주민생활

만족도도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효율성과 만족도는 

단일한 차원의 변수라기 보다는 독립적인 차원임을 제시한다.

부패와 효율성의 관계 분석에서는 먼저, 221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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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식된 부패인 청렴도와 기술적 효율성의 관계를 토빗-패널회귀분

석으로 검토하였다. 외부청렴도는 낙후된 지역인가와 무관하게 기술적 

효율성과 정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지방정부 유형별

로 살펴보면 구지역에서는 효율성과 관련이 없지만 시, 군 지역에서는 

효율성과 정의 관계에 있었다.

내부청렴도는 낙후지역에서만 효율성과 음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열악한 행정환경에서는 행정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자원

의 편법적 배분이나 인사비리가 부분적으로 행정의 비효율을 치유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지만 지역발전에 따라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지방

정부 유형별로는 구 지역에서 내부청렴도가 효율성과 정의 관계를 보이

는 반면 시, 군 지역에서는 효율성과 음의 관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이러한 결과 차이는 구 지방정부와 시, 군 지방정부가 직면한 자원

과 행정수요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판단하였다. 즉 자치구 지방정부는 행

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해야 할 필요성이 높고 재량적 자원배분의 가능성

이 낮은 환경이므로 일선관리자가 고객인 민원인이나 민원기관과 저지르

는 부패가 행정 전반의 기술적 효율성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청렴도와 주민생활만족도의 관계를 분석해 보았다. 주민생

활만족도는 10점 척도의 연속형 변수이므로 시간고정효과를 고려한 패널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외부청렴도는 서울시 자치구의 효율성

뿐만 아니라 1년 후의 주민생활만족도와도 유의미한 정의 관계에 있으

나, 내부청렴도는 효율성과 약한 정의 관계에 있을 뿐, 주민생활 만족도

와 유의미한 관계를 발견할 수 없었다. 거꾸로 말하면 지역주민이 생활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지역은 지역정부에서 경험하는 행정서비스의 

청렴도가 높은 지역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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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관찰된 부패인 지방공무원의 징계건수는 지방정부의 효율

성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여주지 못하였다. 

제2절 연구의 이론적․정책적 함의

이상의 분석 결과는 부패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함의를 가진

다. 첫째는 부패인식척도의 타당성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민원인이나 민원기관이 경험한 부패 또는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인식

이 실제 지방정부의 부패 수준을 적절히 드러내는 척도임을 인정할 수 

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오히려 객관적으로 관측된 징계건수라는 실측

자료보다 부패수준을 더 적절히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

은 부패연구에서 부패의 대리변수로 관측된 부패보다는 청렴도 점수를 

활용하는 것의 타당성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다. 또한 외부에서 인식한 

부패와 내부에서 인식한 부패가 실제로 부패의 다른 측면을 측정하고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지방정부가 얼마나 부패했는가에 대한 인식이 그 지방정부가 

얼마나 일을 효율적으로 하는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다. 그동

안의 부패연구는 부패문제를 당위적인 관점에서 점근하거나, 부패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히거나, 또는 부패인식 변화의 효과에 

대한 연구라 하더라도 부패정도를 단순히 조직문화적 차원에서 고려하거

나 경제발전 또는 해외직접투자 등 거시적, 재정적 변수와의 관계를 고

찰하는데 그쳤다. 실제로 부패한 조직이 부패를 통해 일을 잘 하는 것으

로 나타날 것인지는 학술 연구의 사각지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 연구는 부패가 실제로 행정의 기술적 효율성과 효과성에 영향을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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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임으로써, 부패가 공무원들의 행태와 자원배분

을 통해 어떻게 실질적으로 정부조직의 서비스 생산을 위한 투입과 산출

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이론적 주장들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에 대

한 논거로 활용될 수 있다. 

셋째, 지방정부의 성과를 분석할 때 행정효율성과 시민만족도는 서로 

다른 차원을 나타낸다는 점이다. 일부에서는 시민만족도와 행정효율성을 

유사한 개념으로 간주하기도 하지만 본 연구결과는 지방정부의 성과의 

상이한 차원을 대표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시민만족도를 효율성의 대리변수로 이해하거나 그 반대로 활용하

는 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본 논문의 연구결과로부터 반부패 정책 설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먼저 부패의 긍정적 기능에 대한 주장이 

정당화 될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다. 낙후된 지역사회에서

는 지방정부의 정책집행 절차가 미흡하거나 의사전달체계가 원활히 작동

을 못하고 신뢰에 기반한 관계가 제도화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

우에는 적법한 절차와 규율을 우회하여 편법적인 방법으로 정책집행을 

추진함으로써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높은 행정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논문의 실증분석 결과 이러한 효과는 낙후된 환경의 

지방정부에 한정되는 것이며, 그러한 방법으로는 기술적 효율성을 향상

시키기 어렵다. 즉 부패의 순기능은 발전된 지자체에서는 정당화되기 어

려운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지역주민이 지역정부가 청렴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생활 만

족도가 긍정적으로 형성된다. 반대로 이해하면 공공서비스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지방정부가 불투명하고 무책임한 

업무처리를 한다고 인식하는 곳에서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만족도도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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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형성된다. 즉 공정하고 투명하고 적법한 업무처리가 양질의 공공서비

스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지역주민

의 신뢰와 지속가능한 상호관계를 추구하는 지방정부에서는 공공서비스 

생산의 양적 측면 뿐만 아니라 서비스 전달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패

요소를 없애기 위한 제도 마련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는 부패와 행정효율성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부패는 인

식된 부패와 관측된 부패로 구분하여 고려하고, 행정효율성은 기술적 효

율성으로서 DEA를 통해 도출된 효율성 점수와 정부생산의 질적 측면까

지 포함하는 효과성 개념에 가까운 주민의 생활만족도를 고려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가진다. 첫째는 척도의 문제이다. 

먼저 부패를 측정한 척도의 신뢰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렴도 점수를 

기술적 분석으로 지역간, 시점간 분포를 고찰하고 표준화 방법으로 비교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나, 이는 척도와 가중치의 변화 문제를 줄이고

자 선택한 보완적인 방법에 불과하다. 2013년부터는 척도와 가중치의 변

화 없이 청렴도 점수가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측정되고 있는바, 비교 가능한 데이터가 적절히 확보되는 시점에서 연구

결과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관측된 부패를 나타내는 척도로 지

방공무원에 대한 징계건수를 활용하였으나, 지방공무원의 징계건수는 자

세히 들여다보면 대규모 사정이나 광범위한 부패행태의 교정의지가 반영

되는 경우가 많다. 2010년 쌀직불금 부당수령에 대한 대규모 징계가 그 

예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대체적인 실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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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를 찾으려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의 또 다른 한계는 지방정부 효율성과 부패간의 인과관계의 방향

에 대한 논의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데서 찾아진다. 본 

연구는 실험설계의 어려움으로 인해 효율성과 부패간의 관련성 여부를 

검증하는 데에 그치고 있으나, 정책적인 함의 도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효율성이 부패에 영향을 주는지, 혹은 부패가 효율성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실용적인 지식이 뒷받침 되는 것이 좋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다양한 정책영역을 포괄하여 종합

적인 행정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지방정부가 수행

하는 세부정책 영역별로 부패가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예컨대 환경행정의 경우 부패발생이 환경악화로 이어지는지에 대

한 질문을 던질 수 있고, 청소년 복지행정의 경우 부패 발생이 청소년 

범죄나 자살률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규명함으로써 환경행정 담당자 

및 복지전문가의 자질이나 그들에 대한 지원확대 여부를 논의하는 실증

적인 근거로 활용된다면 정책적으로 의미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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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aims to discuss and analyse the relation between corruption 

and administrative efficiency of local government in Korea, searching 

for the empirical evidence for integrity management. It is distinguished 

from other corruption studies in several points: 

Firstly, it is targeting the corruption of local governments, which has 

been barely examined in PA researches. Since the main role of local 

governments is to deliver public services or public goods to the local 

residents, corruption problems taking place in local government  might 

considerably affect the welfare or quality of life of the residents. But 

it is not always welcomed to apply strong and aggressive policy to curb 



corruption. It is due to the ignorance of the relation between 

corruption and productivity of government organization. Although the 

cost input in anti-corruption policies is visible and obvious, it is hard to 

tell the effect of them. Moreover, some people have the tacit 

knowledge that sometimes corruption between supplier and buyer of 

public services can improve the efficiency of administration. This paper 

tried to empirically examine the relation between corruption and 

administrative efficiency, so that we can design appropriate policy tools 

to handle corruption without damaging productivity of local government.

Secondly, one another reason why corruption problem fails to attract 

attention in spite of its normative importance lies in the difficulty in 

choosing proper measurement of corruption. In most cases, we cannot 

capture the magnitude or degree of corruption because corruption is 

committed secretly by nature. In quite a few PA studies, Integrity index 

measured by ACRC(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Korea 

is used as the proxy of corruption. But in most studies integrity index 

does not show significant relation with other relevant variables. This 

study take the external and internal integrity separately because each 

integrity index is assumed to measure different type of corruption. The 

number of punished public officials of each local government is used as 

another corruption measure. 

Lastly, data envelopement analysis (DEA) is generally used to 

measure the overall administrative efficiency of organizations. 

Efficiency score produced by DEA method depends so much on input 

and output variables that researcher should carefully choose them as 



generally representing the production process of decision making units 

(DMIU). But recent efficiency studies seem to adopt DEA without 

careful judgement and simply imitate existing researches. This paper 

contemplated which input and output variables to include so that the 

efficiency scores actually stand for the overall administrative efficiency 

in the level of public service delivery of local government. Besides the 

DEA efficiency score, satisfaction index of local residents with living 

environment is considered as another efficiency measure.

This paper tried to answer three questions: Does the perceived 

corruption (integrity) related to administrative efficiency of local 

government? Does the perceived corruption related to the residents’ 

satisfaction with living environment? And does the observed corruption 

(the number of punished public officials) related to the administrative 

efficiency? To answer these questions, this paper conducted empirical 

analysis using seven years’ data of upper-tier government and 

low-tier government from 2008 to 2014. To analyse statistical relation 

between corruption and administrative efficiency, Tobit - panel data 

analysis is applied. To include the functionalist approach about the 

effect of corruption to the administration, regional development index is 

used as a moderator. 

From the analysis results, this paper finds several implications. First, 

the integrity index can be used as a good proxy variable to the 

corruption. Although the observed corruption of punished public officials 

shows no significant relation with the efficiency of local government, 

the perceived corruption consistently has significant relation with 



administrative efficiency. Especially, the external integrity has positive 

relation with overall efficiency of local government, while the internal 

integrity has negative relation only in the underdeveloped regions. This 

result means that the perceived corruption is more reliable and valid 

than the observed corruption measure, and the external perception and 

internal perception about local government’s corruption measures 

different aspect of corruption. 

Second, also from the result we can tell the DEA efficiency and 

residents’ satisfaction measures different dimension of efficiency of 

local government. Though we can frequently see customers’ 

satisfaction is used to see the efficiency of an organization in many 

researches, this result shows that we need to be more careful to adopt 

the satisfaction measure to say technical efficiency. 

Third, the external integrity has consistant positive relation with 

integrity and satisfaction with the living environment, while there is 

negative relation between internal integrity and administrative efficiency 

in underdeveloped region. It means that the perception on how the 

local government is corrupted is closely related to how efficiently it 

works. Existing corruption studies have approached corruption matter 

normatively or focused on finding influence factor of corruption, while 

understanding the effect of corruption on administration is left 

unanswered. The positive relation between corruption and efficiency 

can be used as an evidence for the hypothetical explanation about the 

positive and negative functions of bureaucratic corruption. The analysis 

result also shows that in poorly institutionalized regions, discretional 



distribution of budget or bypassing formal administrative process can 

lead to high administrative efficiency, but it does not mean corruption 

raises efficiency.

Fourth, on each type of region as Si, Gun and Gu, the analysis 

result is different. It means that if the administrative environment as 

financial strength, workload of public officials, and efficiency pressure 

is different, the relation between corruption and efficiency can be 

formed differently. 

Lastly, if a local government wishes to have sustainable interaction 

and mutual trust with the local residents, then the government needs 

to care not only to support more public service but to improve the 

transparency of service delivery process and to design to get rid of 

corrupt triggers in its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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