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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거짓말에 관한 연구이다. 최근 한국사회의 큰 사건이었던 박근
혜 전대통령의 탄핵사태, 최순실 등 국정농단은 공직자들의 거짓말로 인해
더 커졌다. 만약 우리 사회가 거짓말에 관대하지 않거나 거짓말을 엄격히
금지하는 문화였다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도 커지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공직자의 거짓말의 문제는 공공부패와는 직접 관련 되어 있을 뿐
아니라 행정정책 분야에서 정부의 효율성, 효능감, 형평성의 문제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특히 초점을 맞춘 것은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를 살펴보는 데 있었다. 이 가운데 검증하고자 한 것은 공공분야와 민간분
야 종사자 사이에 거짓말에 관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지이다. PSM(공
직봉사동기)에 관한 이론들은 둘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거라 주장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인 반면, 거짓말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 것인가 특히
윤리적 관점, 실용적 관점, 문화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에 따라 거짓말은 공
공분야 종사자와 민간분야 종사자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을 것으로 주
장할 수도 있을 것으로 가정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분석 자료는 은종환(2016)의 박사논문에 1차적으로 이용
하였던 설문조사 결과이다. 그 설문조사 1216개의 자료 가운데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공무원과 민간기업 종사자만을 추려내어 총 976개의 설문자료
를 바탕으로 분석되었다.
분석결과를 정리하자면 공공분야와 민간분야 종사자들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배경에는 거짓말에 관한 문
제는 윤리적인 문제라 생각하는 경향의 사람보다는 개인의 이익이나 사회
생활, 사회문화의 문제라 이해하는 경향이 강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PSM의 문제와 관련하여 공무원과 민간인 사이의 질적 차이가 없다는 것은
기존의 PSM이론과는 맞지 않다. 또한 본 연구에서도 수직적 개인주의 성
향이 강할수록 그리고 조직문화가 연고 주의적 성향을 강하게 지닐수록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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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말에 대해 관대한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과거에 개인
이 부패 경험을 많이 할수록 거짓말에 관대한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거짓말을 개인의 윤리관이나 부패의 문제로 연
개 시켜서 이해하는 경향보다는 개인의 가치관이나 조직문화, 사회문화와
관련시켜 이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하기에 공무원과 민간인 사이에
거짓말에 대한 유의미한 차이가 없게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결과는 지지되
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거짓말에 대해 관대할수록 부패에 대해서도 관대한 성향
이 있다는 것이다(은종환, 2016). 예를 들어, 촌지(寸志)라고 하면서 은사께
뇌물을 주는 상황을 살펴보자. 우리 사회의 문화가 촌지는 부패뇌물이라기
보다는 마음의 표현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그러한 배경에서 돈봉
투를 따뜻한 마음(촌지)라고 거짓말을 해도 그것이 거짓이라 보다는 우리사
회의 관습으로 이해되고 그러한 행동과 생각이 사회에서 더욱 강화되는 순
환이 벌어지는 것이다. 즉, 이러한 구조적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은 거짓말
에 관해 관대한 생각들이라 볼 수 있다. 돈봉투를 촌지로 거짓으로 부르고
이에 대한 문제의식마저 가지지 못하는 구조적 순환 배경에는 거짓말에 관
대한 우리 사회가 배경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부패행동과 부패확산에 중요
한 원재료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거짓말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의
사회경제적 변수, 개인의 가치관 변수, 그리고 조직문화변수로 구분하여 측
정 분석하였다.
개인의 연령에 따라 그리고 개인의 과거 경험이나 가치관에 따라 거짓말
에 대해 다른 성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인의 연령
이 많을수록 거짓말의 필요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연령은 거짓말에 대해 엄
격하게 만드는 중요한 변수라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일반적으로 상대적 연
령이 높은 관리직의 관점에서 거짓말의 통제는 조직을 운영하는데 중요한
요소라 볼 수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변수는 개인의 가치관 가운데 수직적 개인주의 변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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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개인이 경쟁이나 이기적 성향이 강해질수록 거짓에 관대해진다는
점을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이루사회가 보다 경쟁적이고 개인
적인 사회가 될수록 타인이나 공동체 정신보다는 개인의 성공을 위해 거짓
말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아까 지적하였듯 부패의
구조 속에 거짓에 대해 둔감한 문화를 조장하여 우리 사회의 부패를 조장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조직 또한 거짓말에 대한 태도에 일정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흥미로운 것은 연고주의나 사적 친밀감과 같은 공사구분을
모호하게 만들고, 승진 등 인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특성들이 거짓말에
대해 관대한 성향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위
와 같은 점, 즉 수직적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개인들이 사적친밀감, 연고주
의와 같은 조직문화 안에서 근무하면서 이에 적응 내지는 순응할 경우, 내
부적으로 부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 정책적으로 몇 가지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개인변수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과거
청소년기에 형성된 사회에 대한 헌신이나 공공의식은 현재의 거짓말에 대
한 판단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사회 구성원 개개인이 사회 전체의
이익을 공정하게 고려할 수 있다면 보다 나은 사회를 구성하는 데 큰 의미
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번째 시사점은 공공조직이든 민간조직이든 공적 책임과 사적 관계를
혼동하게 만드는 조직문화를 형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연고주의
와 같은 공적 시스템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인사 관행의 만연은 조직 시스
템을 붕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거짓말에 대해서도 관대하게 하여
저 신뢰 사회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불합리한
관행이나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주요어 : 거짓말, 회색부패, 부패, 공직부패, 설문조사
학 번 : 2014-23716 황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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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016년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이슈는 최순실 등 국정농단 사태에 관한 것
이다. 이 사태는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지만 본 연구에
서 주목하고자 하는 바는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등장하는 주요공직자들의
면면을 보면 하나의 특징적인 면이다.
많은 공직자와 전 공직자들의 경우 그리고 공공분야에 가까운 교육자들
의 경우 여러 국면에서 만연한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다. 최근에 몇몇 사람
들은 위증죄로 말미암아 기소 및 처벌을 받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에 대해
많은 국민 및 언론은 공직자들 그리고 권력자들의 거짓말을 크게 비난한다.
그러나 거짓말에 관한 문헌 및 우리 일상생활을 둘러보면 거짓말은 우리
사회 곳곳, 나의 주변 그리고 나에게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일상에 가까운
일이다. 사소하게 주변의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해주기 위해 하는 거짓말부터
시작하여 타인을 속이고 기만하려 하거나 부정부패와 관련하여 행하는 거
짓말에 이르기 까지 우리 일상은 거짓말로 가득 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
니다. 특히 최순실 등 국정농단 사태에서는 공직자들의 사적 인연과 개인관
계 등을 바탕으로 거짓말과 국정농단 및 부패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는 점에서 사태의 심각성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단순
히 권력자들을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그칠 일이 아니며, 거짓말의 특성
과 요인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부패 등과의 관련성을 탐구하여 정책적
대응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직자의 거짓말은 부패의 문제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정광호ㆍ은종환, 2015; 은종환, 2016). 공직자의 부패는 거짓말이
어디에서나 존재할 수 있다. 공직자가 부패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육부패에 흔히 존재하는 현금 뇌물을 사전적 의미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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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따뜻한 마음이라 할 수 있는 촌지(寸志)를 라고 지칭한다든지, 최근
법무부와 서울검찰청 고위 검사들이 술을 먹으며 격려금(100만원)을 줬다고
하지만 그것은 명백한 김영란 법에 위배되는 행동인 것이다. 또한 부패에
대한 조사나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거짓말 또한 동원
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이 거짓말에 대한 문제는 단순히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
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부패의 문제, 특히 회색부패(gray
corruption)의 문제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인의 가치
관이나 조직의 특성, 사회의 문화적 영향에 따라 부패로 해석할 수도 아니
면 부패가 아닌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회색부패의 문제들은 여러 가지와
관련되어 있지만 특히 거짓말에 대한 태도와 관련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그와의 관련성을 실증적으로 탐구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거짓말에 대한 이해를 위한 기초적 연구를 수행하
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특별히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공공분야 종사자와
민간분야 종사자 사이에 거짓말에 대한 태도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다.
흔히 공공분야 종사자들은 거짓말을 많이 할 것이라는 생각이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 이러한 생각과 관련하여 실제로 공공분야 종사자들과 민간
분야 종사자들의 어떤 차이가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지를 구체적으로 탐구한 다음, 이러한 차이들을 나타내는 근거들을 변수를
통해 측정해보고자 한다. 나아가 이에 대한 반론과 이론들을 바탕으로 조직
의 특성이라기보다는 개인의 가치관과 사회경제적 변수와 같은 특성들이
차이를 만들어 내는 것은 아닌지, 혹은 실제로 아무런 유의미한 차이가 없
는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탐구해 보고자한다.
이러한 연구는 거짓말에 대한 학문적 이해와 더불어 공공분야와 민간분
야 차이에 대해 보다 폭넓은 이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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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선순환을 위하여 공직자의 거짓말에 대해 어떠한 정책적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II. 선행연구
1. 거짓말에 관한 연구
1) 거짓말이란
거짓말은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표현된다. 그리고 거짓말은 언어
라는 형태로 구체화될 수 있는 반면에 비언어적으로 구성될 수도 있다. 이
처럼 다양한 양태의 거짓말 속에서 거짓말이라는 의미의 범주 안에 동일하
게 구성되는 개념은 다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잘못된 정보를 주기 위함 또
는 진실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으려는 의향이 담긴 태도를 뜻한다고 볼 수
있다(Smith, 2007:29). 한편 사전적으로 거짓말은 “언어를 말하는 자가 듣
는 자에게 사실이나 믿음을 진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도록 우기거나 오해하
도록 하는 것”이라 정의한다(두산백과).
거짓말에 대한 학자들의 관심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다. 플라톤(Plato)
과 도스토옙스키(Dostoevsky)는 거짓말은 지배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
려 피지배계층의 문제라 지적한 바 있다. 왜냐하면 피지배계층인 백성들을
대상으로 진리를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은 부작용이 더 클 것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Dostoevsky 1958, 297; Plato
1982, 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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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마키아벨리와(Machiavelli)와 홉스(Hobbes)의 정치사상이 또한 위
의 학자들과 유사한 이야기를 한 바 있다. 마키아벨리(Machiavelli 1981,
56)는 도덕과 정치를 분리할 필요가 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홉스
(Hobbes 1962, 229)는 정치가 도덕의 우위에 있기 때문에 통치자가 도덕
에 얽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니콜라스 루만(Niklas Luhmann 1994, 32-33)은 정당제와 연관 지어 흥
미로운 주장을 내놓고 있는데, 양당제 양상을 보이는 민주주의에서 두 당의
차이가 크지 않을 때 정치인의 거짓말이 빈번해진다고 지적한다. 정강·정책
의 한계분화는 한편으로 과장·과시의 필요성을 높이고 인물 위주의 게임이
되면서 경쟁 상대에 대한 인격적 흠집 내기가 만연되기 때문이다(Ginsberg
et al. 1990; Anslabehere et al. 1997).
펠드만(R. Feldman, 2009)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거짓말이 빈번히 일어
나는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실험을 하였다. 100여명의 처음만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2명씩 짝을 맞추어 서로 자신을 소개하도록 지시하였다. 그 이후
자신의 동영상을 재확인 하면서 자신에 대하여 거짓말을 한 부분을 지적하
여 달라고 부탁하였는데 그 결과 평균적으로 10분에 3번 정도 거짓말을 하
는 것으로 측정되었으며, 최댓값은 12회에 달할 정도로 빈번히 거짓말을
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렇듯 우리는 일상적인 거짓말에 소속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거짓말은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누어 질 수 있다. 첫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한 자기중심적인 거짓말이다. 다른 하나는 타인의 이익을 배려한 이타적
거짓말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찰스포드는 이러한 분류를 구체화 하여 7가지
의 거짓말 유형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는 선의의 거짓말이다. 의식하지 못
하고 자연스레 나오는 것이며 사회적인 거짓말이라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유머를 위한 거짓말이다. 상대방을 즐겁게 해주기 위한 것이며 이는 악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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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지 않다. 세 번째는 남을 위한 거짓말인데,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이용되는 것으로 타인의 다양한 이익을 위해 활용된다. 네 번째
는 방어적인 거짓말이라 볼 수 있다. 이는 자신뿐만 아니라 남을 보호하기
위해 하는 거짓말이라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방어적인 거짓말을 벌이나
다른 사람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나 자신의 자존심 등을 지키기 위해 사
용하는 거짓말이다. 다섯 번째는 공격적인 거짓말이다. 다른 사람을 해치거
나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하는 거짓말이라 볼 수 있다. 여섯 번째는
병적인 거짓말이라 볼 수 있다. 병적 거짓말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에게 어
떠한 이익도 돌아가지 않는다. 언어 그대로 병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며 충동적으로 나타난다. 일곱 번째는 공상 허언증이라 볼 수 있는데 과거
와 현재에 대해 거짓말을 하며 자신을 환상속의 존재로 인식하는 유형이라
볼 수 있다.
한편 국내학자 가운데 송재범(1999) 또한 거짓말을 크게 12가지로 분류
한 바 있다. 12개의 거짓말 형태가운데 앞의 6가지는 적극적인 형태의 거
짓말, 나머지는 소극적인 형태의 거짓말로 분류하였다. 첫 번째로는 자기학
대적인 거짓말을 들었는데, 이는 자신에 대한 좌절감과 삶의 희망이 부족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임을 말하였다. 두 번째는 오도된 거짓말이다. 이는
듣는 사람을 대상으로 직접 거짓말을 수행함으로써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큰 피해를 입게 만드는 것이다. 세 번째는 즐기는 거짓말이다. 이는 거짓말
을 하는 사람의 의도가 단순히 자신이 즐기기 위하여 하는 것으로 일상화
된 거짓말로 이해할 수 있다. 네 번째는 공멸적인 거짓말이다. 이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거짓말이라 볼 수 있다. 다섯 번째
는 적대적인 거짓말이라 볼 수 있다. 적대적인 3자에게 중상모략이나 음모
등을 통해 듣는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형태라 볼 수 있다. 여섯째는 혹세
(惑世)를 의도한 거짓말이다. 이것은 사회전체를 대상으로 피해를 입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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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이다. 일곱 번째는 거짓말하는 사람 본인이 처한 급박한 상황 하에서
자신의 보호를 위한 본능적인 거짓말이라 볼 수 있는 위기 속의 본능적 거
짓말이라 볼 수 있다. 여덟째는 의도적으로 계획된 거짓말이다. 즉 의도적
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경우라 볼 수 있다. 아홉
번째는 악의 없는 거짓말이다. 흔히 하얀 거짓말이라고도 하는 형태의 거짓
말이다. 열 번째는 정감적 거짓말이다. 일종의 아첨하는 형태의 거짓말이
며, 이를 통해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 자신의 이익이나 관계를 향상
시키기 위한 수단이라 하겠다. 열한 번째는 우호적인 거짓말이다. 이는 우
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을 감싸거나 보호해 주기 위한 거짓말이라 볼 수 있
다. 열두번째는 공공선을 위한 거짓말이라 볼 수 있다. 사회 다수의 이익을
위해 행하는 거짓말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거짓말의 유형에 대하여 김홍근(2011)은 대상관계이론의 관점에서
평가를 하였다. 그는 결국 소극적인 거짓말도 거짓된 자아로부터 나온 파생
물이기에 나쁜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예를 들어 상대방으로부터 환심을 사
기 위한 거짓말은 상대방을 끊임없이 기분 좋게 만들어서 이를 통해 자신
으로 하여금 보상을 기대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결국 거짓표현을 통해 자신
의 존재감과 자신의 필요성을 타인으로부터 확인받고 싶어 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는 것이다(김홍근, 2011:589).

2) 공직자의 거짓말에 대한 정의와 논의-회색부패의 관점에서
공직자의 거짓말은 공직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을 말한다. 공직자의 거짓
말은 공직자라는 점에서 공익을 해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예전 유명환
외교부 장관의 딸이 특혜채용을 받은 사실이 있다(권해수, 2010). 그는 여
러 번의 거짓말을 통해 딸의 특혜채용을 이루었으며 그는 능력과 실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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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춘 다른 사람의 공직자 채용기회를 빼앗았으며, 만인에게 무사 공평 하여
야 할 공직채용의 기회를 뺏어 결과적으로 민간인을 공무원 채용의 시스템
을 후퇴하게 만들었다. 이와 같이 공직자의 거짓말과 거짓행동은 본인과 가
족 뿐 만 아니라 국가 시스템을 형해화 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바라
볼 필요가 있다.
더욱이 고위 공직자의 경우에는 우리사회의 엘리트라고 볼 수 있다. 즉,
우리 사회의 지도자로서 존경을 받고 만인들이 본을 받아 배우는 대상이
된다. 그런데 그런 고위공직자들의 거짓말은 우리 사회의 도덕성과 시민의
식, 문화적 성향의 고양을 저해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더 심각한 문제
라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회색부패(gray corruption)의 문제에서 바라보면 더
심각한 이론적 실천적 문제임을 알 수 있다. 하이덴하이머(1979)는 회색부
패의 존재는 민주주의를 헤치는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한 바가 있다.
민주주의(democracy)는 사회의 구성원들의 합의와 의결로 운영되는 사회
라 볼 수 있다.
그런데 회색부패1)의 존재는 일차적으로는 분열을 의미한다. 즉 회색부패
가 존재하기 위해는 집단과 집단, 개인과 개인 간의 생각의 불일치를 의미
한다. 즉 집단들 간의 소통과 합의의 부재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사회의 분
열을 의미한다. 또한 회색부패의 존재는 차별을 의미한다. 어떤 집단에서는
처벌을 받는 행동이지만 다른 집단에서는 처벌이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
에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결국 분열과 차별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은 결과적으로 개인과 개인 집단
1) 회색부패란 부패인지 아닌지 처벌을 해야 하는지 아닌지 모호한 부패를 말한다. 즉, 회색
부패는 흑색부패(black corruption), 백색부패(white corruption)와 구별된다. 흑색부패
는 모두가 부패라 생각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백색부패는 모두가 부패라
생각하지만 처벌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부패이다(Peters&Welch, 1978; 은종환,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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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집단 간의 지속적인 반목과 갈등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그것은 결과적으
로 응집력 있는 민주주의 사회를 파괴시킬 것이라는 점에서 회색부패는 심
각한 문제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회색부패의 문제에서 공직자들의 거짓말을 회색부패의 문
제를 키우는 연료(fuel)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론적으로 실증적으로 자
세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 서두에서 잠시 밝힌 바와 같이 공직자의 거짓말
은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사회의 공적 질서와 법치주의에
기반을 둔 사회시스템을 위협하는 큰 문제라 볼 수 있다. 이러한 공직자의
거짓말은 부패의 문제와 관련되면 심각한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
최근 우리사회는 검찰과 법무부와의 관계에서 현금 부조를 김영란 법을
위배하는 부패가 아니라 관례화된 격려금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2). 즉, 이는 회색부패의 문제라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검찰과
법무부 사이의 내부거래는 검찰, 법무부 간의 유착관계를 의심하게 하고 국
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며, 나아가서는 사법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게
한다. 결국 이는 민주주의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라 볼 수 있
다. 그러한 과정에서 검찰과 법무부는 개인적, 조직적으로 거짓을 믿고 거
짓된 문화 아래서 상호작용하며 민주주의와는 괴리된 특권화 될 질서를 구
축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즉 이와 같이 거짓말과 거짓 문화는 회색부패의 문제와 연관되어 민주주
의 질서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론적으로 그 구
조를 명확히 밝히고 실질적인 정책 대응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이를 이론적으로 실증적으로 탐구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구체적으로 이를 이론적, 실증적으로 탐구해 보고자 한다.

2) 조선일보.17.6.7.“대검, '돈봉투 만찬' 이영렬·안태근 면직 청구…법무부, "이영렬은 형사
처분 대상" '김영란법' 위반 혐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6/07/201706070172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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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수준 거짓말에 대한 도덕 심리학의 이론
거짓말에 관한 근본적인 의문과 가장 깊게 관련되어 있는 학문분야는 도
덕 심리학이라 볼 수 있다. 거짓말은 도덕의 문제와 깊이 관련되어 있으면
서 또한 그것을 행하고 판단하는 인간의 마음의 문제와 깊이 관련되어 있
기 때문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도덕 심리학의 주요한 이론들은 거짓말을 어
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에 관한 일반이론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
는 도덕 심리학 이론들의 주요한 관점을 소개하고 이러한 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거짓말이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
다.
전통적으로 도덕성에 관한 견해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선천론 자와 후천
론자로 나뉜다. 즉, 전자는 인간의 도덕성을 애초에 타고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났다는 관점이며, 후자는 학습에 의해 배우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구체적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과학적 답을 가지기 어렵다.
이후 도덕성에 대한 입장은 합리주의적 입장으로 연결된다. 합리주의적
입장은 아이들이 피해와 연결된 경험을 통해 스스로 도덕성을 구축하여 나
간다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어린 아이들을 해를 입기 싫다는 구체적
경험을 통해 이러한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알게 되고 타인의 입장을 이해
공유함으로서 도덕성을 구축해 나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합리주의적 입장은
여러 경로로 반박되었다. 하이트(J.Haidt,2014:69)는 합리주의적 입장에 관
하여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다.

“도덕성의 범위는 문화에 따라 달라진다. 서양적이고, 교육 수준이 높고,
개인주의적인 문화에서는 도덕성의 범위가 몹시 좁다. 반면 사회 중심적 문
화에서는 도덕성의 범위를 넓히는 경향이 있는데, 이로써 삶의 더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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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을 아우르고 통제한다.
사람들이 가지는 직감은 때때로 도덕적 추록을 진행시키는 동력이 되기
도 한다. 즉 도덕적 추론은 때로 사후 조작과 다름없는 양상을 보인다.
도덕성은 아이들이 피해의 개념을 잘 이해하게 되었을 때 스스로 채워나
가는 것이라고만은 할 수 없다. 틀림없이 문화를 통한 학습이나 문화적인
유도가 합리주의 이론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역할을 할 것이다. “
(Haidt, 2014:69).
결국 하이트(2014)가 주장하는 도덕적 입장은 합리주의 경우처럼 도덕성
이 합리적으로 도덕적 추론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선천성과 사회적
학습이 병합되어 형성된다는 것이다. 즉 그의 관점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직
관과 사회적 학습이 혼합되어 구체적으로 무엇이 도덕적이고 무엇이 아닌
지를 배우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한

면에서 최근의 도덕 심리학은 이성과 감성 내지는 직관과의 관

계에서 직관의 우세를 점차 인정하는 추세이다. 데카르트(R. Descartes)로
부터 누적되어온 근대 이성의 합리론 자와 흄(D. Hume)이래의 직관론 자
들의 논쟁에서 직관이 이성에 우선하여 도덕적 판단도 내려진다는 것이다.
즉, 무의식적 부분이 도덕적 직관을 지배하고 의식은 도덕적 직관을 보완하
는 역할을 할 뿐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하게 최근의 도덕심라학자들은 사회적 직관주의자 모델을 구
축하였다. 이 모델의 핵심은 흄의 직관적 모델을 기초로 하여 사회성을 부
가한 모형이라 볼 수 있다. 즉 이런 점에서 보면 인간의 도덕성의 근본적인
충동은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인간의 마음이라 볼 수 있다.
하이트(Haidt,2014)는 여러 개의 도덕 심리학과 관련된 실험연구들을 통
해 인간의 도덕 심리에 대해 몇 가지 명제들을 추론하였다. 그의 명제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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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다.
“ 뇌는 무엇에 대해 항상, 그리고 즉시 평가를 내린다.
사회적, 정치적 판단은 순식간의 직관적 인상에 강렬하게 좌우된다.
우리의 신체 상태가 때로는 우리의 도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불쾌한 냄새나 맛은 사람들이 더 엄격한 판단을 내리도록 만드는 경향이
있다.
사이코패스는 추론 능력은 있으나 느끼지 못하며 도덕적 능력도 심각하
게 결핍되어 있다.
아기는 느낄 수 있으나 추론 능력이 없다.
정서 반응은 뇌에서 정해진 장소와 때에 맞추어 일어난다.“
결국 이러한 명제들의 종합은 인간의 도덕적 판단과 행동은 직관적 추론
이 먼저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성적 추론들이 따라 움직인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거짓말’에 대한 태도나 입장 또한 다양하게 이해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자신이 직관적으로 믿고 있는 거짓말에 대한 인상
이 거짓말을 어떻게 이해할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거짓
말은 긍정적,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고 이러한 배경에는 개개인 또는 조
직의 거짓말에 대한 직관적 인식이 스며들어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런 면에서 도덕적 다원주의의 입장은 도덕 심리학의 가장 최신의 이론
으로 귀결되고 있다. 최근의 도덕 심리학의 실증적 연구들은 도덕성을 공평
성, 피해의 차원에서 이해하는 입장을 반박하고 있다. 즉, 이 학자들은 세
계 여러 국가들의 도덕성에 관한 데이터들을 비교하며 서양문화이고 고학
력이고

산업화되고

부유하고

민주주의적인(Western,

Educated,

Industrialized, Rich, Democratic:WEIRD)의 나라들에게서만 나는 아웃라
이어에 가까운 특성일 뿐이라는 것이다(Haidt, 2014:214). 즉 특수한 문화
권의 도덕적 매트릭스로만 이해하여서는 안 되며 종교, 자유주의, 집단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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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문화가 혼재하는 다양한 시각으로 도덕의 문제를 이해하여야 한다는 것
이다.
이제까지의 논의를 갈무리하며, 이러한 도덕 심리학에 관한 이론적 입장
에 따라 거짓말을 바라보는 해석을 하여보면 다음과 같다. 도덕 심리학은
초기의 성선설, 성악설에 기반을 둔 전통주의적 입장에서 이성과 합리성에
기초를 둔 콜버그의 합리주의적 입장으로 주류의 입장이 변화하였다. 이후
인간의 합리성에 대한 비판과 무의식, 문화와 도덕성에 대한 공통점 등은
기존의 합리적 인간이 아닌 비합리적이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 속에서 형성
된 무의식이 우선하는 복잡성을 지닌 이론적 입장으로 서서히 전환되고 있
는 현대이론 대두의 시기라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크게 3개의 도덕 심리학의 이론의 입장에 비추어 볼 때 거짓
말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전통주의적 입장에서 거짓말은 애초에 이기
적 또는 이타적으로 태어나서 인간들 사회 속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나
쁜 짓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거나 반대로 나쁜 짓을 배우게 되는 것으로 이
해할 수 있다. 그리고 합리주의적 입장에 따르면 거짓말은 사회전체의 공공
선을 헤치기 때문에 미성숙한 인간이 저지르는 일이다. 즉, 인간발달이 완
성되지 못한 사람이 행하는 행동으로 해석이 된다. 세 번째 현대의 입장에
서 거짓말은 다양한 사회적 맥락이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이해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관계 지향적 입장을 지닌 사람이나 사회에서 거짓말은 관계를
유지하고 갈등을 유발시키지 않는 긍정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반면에, 이상
주의적 가치관을 지닌 사람이나 법치 주의적 가치가 확산된 사회. 앞서 언
급된

서양문화이고

고학력이고

산업화되고

부유하고

민주주의적인

(Western, Educated, Industrialized, Rich, Democratic:WEIRD)의 나라
들에게서 거짓말은 공공질서를 헤치는 해악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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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직수준 공공조직과 민간 조직의 차이를 중심으로
한편 거짓말은 어떤 집단(Group)의 특성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즉 집단
이 속한 특수한 환경이 어떤 집단을 더욱 거짓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될 동기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거짓말을 회피하게 될 동기가 되기도 한다.
거짓말을 가장 적극적으로 하는 집단으로 유명한 그룹은 아무래도 ‘정치인’
이라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분명해 보인다. 정치인 집단은 앞서 지적
한 바와 같이 설문조사에서 본 것처럼 직업별로 볼 때 정치인은 가장 부정
직한 집단으로 지목된 바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실시되는 기관별 신뢰도
조사에서 정치인들로 구성된 기관이라 볼 수 있는 국회와 청와대가 가장
높은 수치로 불신의 대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유명한 학자들의 시각에서도 정치인은 거짓말을 많이 하는 대상
으로 나타나고 있다. 헤럴드 라스웰(Harold Lasswell)과 막스 베버(Max
Weber)의 저작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라스웰은 심리학적 시각에서 동
서고금의 위대한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문헌 등의 연구를 통해 정치인에 대
한 일반적 이론을 세우고자 하였다. 다른 한편, 막스 베버는 정치사회 그리
고 역사적 관점으로 근대 직업정치인의 등장과 유형을 해석하고자 하였다.
민간조직과 구별되는 공공조직의 특수성이 존재하는 지의 여부는 오래
동안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다. 일반적 조직이론의 관점에서는 공공조직의
특수성 보다 조직 전반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일반이론의 역할이 더 중요하
다고 주장되어져 왔다. 그러나 현대 행정국가의 등장과 정부의 역할확대,
그리고 2008년 전 세계적 금융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서의 정부이
해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면서, 정부조직의 특수한 성격에 관한 연구의 필요
성은 점차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Rainey(2003)는 만일 공공조직과 민간조직 사이에 차이가 없다면 모든

- 13 -

민간 기업을 국유화 하거나 반대로 공공조직의 운영을 민간조직과 동일하
게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두 조직 유형 간에
는 분명한 차이점이 존재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Rainey and Chun(2005)
과 전영한(2005)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것은 사실이
지만 여전히 공공관리와 민간관리 사이에는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강
조한다. 특히 전영한(2005)은 공공조직과 민간 조직 간의 비교한 연구들을
종합하여 공공조직과 민간 조직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기존의 선
행연구들을 종합 비교하여 확인한 바 있다.

(1)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의 공통점
Waldo(1990)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의 분리가 현대 사회의 특징 가
운데 하나이지만 미국에서는 이러한 구별이 점차 모호해지고 있음을 지적
한 바 있다. 이러한 유사성은 혼합된 형태, 관리적 성격과 관리기술의 적용
사이의 복잡한 상호관계, 수행하는 목적 혹은 역할의 유사성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정우일, 2005)
유사성의 첫 번째 근거로 혼합된 형태는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든다. 정부
조직이 많은 부분에서 기업조직과 유사한 조직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조직
의 목표 또한 사회 공익 뿐 아니라 조직 자체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정부조직 또한 민간조직과 유사한 특징을 지닌다고 주장한다.
관리 기능 또한 유사한 근거를 활용한다. 인사관리 기능 회계 관리 기능
등은 모두 공공/민간 조직 가지고 있는 역할이며 민간의 조직관리 기법이
공공부문에 적용되는 사례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다
양한 형태의 아웃소싱(outsourcing)을 통해 정부가 수행하는 역할을 시장
으로 이관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바우쳐 등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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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사회복지 분야에서 시장에 공공서비스 공급의 역할을 분담하는 경우가
있다.
마지막으로 목적과 역할에서도 유사성이 발견된다. 정부는 민간 기업에
대해서도 사회적 역할을 일정정도 수준으로 요구하며, 장애인 고용 등 평등
한 고용정책, 정당성을 고려한 규제, 4대 보험의 필수가입 등 일정한 수준
의 정책에 순응하기를 요구한다.
위와 같은 공통점들로 말미암아 조직 유형에 따른 구분 보다는 일반적인
조직이론의 발전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논리에 더 의미를 부여한다고 볼
수 있다.

(2)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의 차이점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의 차이점에 관한 논의는 다양하다. 그 근거로 시장
의 부재, 공공재와 무임승차의 문제, 개인능력의 한계, 고객에 대한 평등성,
법적 규제, 조직구성원의 신분보장, 정책결정의 공개 등으로 분류하기도 한
다.
이론적으로 보면 Downs(1967)는 정부는 시장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
적인 요소임을 강조했다. 나아가 그는 시장기능에만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맡겨두면 공공재 생산의 문제, 무임승차의 문제, 개인의 무능력으로 인한
문제, 외부효과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은 불가피하다
고 본다.
또한 Bozeman(1987)의 경우에는 조직분류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그는
경제적 권위(economic authority)와 정치적 권위(political authority)를
기준으로 조직들을 구분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이와 같은 논의들은 공공조직의 특수성에 관한 논리적 타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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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하는 것에서 그 한계점이 있다. 즉, 실제로 실증 연구를 통해 공공기관
과 민간기관간에 차이가 있는 것인지 아닌지에 관한 논의가 보충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지적은 공공조직과 민간조직 간의 차이에 관하여 조직 환경
이나 목표 구조 전략 등 세부적인 분야에서 증거(evidence)들을 찾는 것으
로 논의의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공공조직과 민간조직 환경에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시장(market)이 어떠
한 기능을 하는가에 달려 있다. 대표적으로 공공조직은 세금을 통해 수입을
조달하고, 시장은 거래를 통해 수입을 형성한다. 이러한 차이로 말미암아
공공기관에서는 효율성 추구 동기가 떨어진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일반
적으로 시장에서 추구하는 자원배분의 효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본다.
또한 공공조직은 민간조직에 비해 법적인 규제로 인한 제약이 많다. 또한
삼권분립으로 인한 제약은 의사결정의 속도를 늦추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법적 규제의 증가는 공무원들의 자율성을 상대적으로 제약시켜 형식주의
(red tape)의 부작용을 유발하기도 한다.
그리고 공공조직은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받는다. 정권의 교체, 기관장의
빈번한 교체는 조직 운영의 방침이 변화하게 되고 조직 중요사업의 연속성
이 방해받게 된다.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은 조직목표의 관점에서도 차이가 존재한다. 공공조
직의 목표는 민간조직에 비해 더 모호(ambiguity)하고 다양하며 공공조직
의 목표달성 여부를 측정하기가 어렵다(전영한, 2005). 공공조직의 목표의
모호성은 그 목표를 측정할 수단이 명확하지 않고 측정지표 또한 적절하지
않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목표의 다양성 또한 공공조직의 특징 중 하나이다. 다시 말해 공공조직은
효율성뿐만 아니라 민주성, 책임성, 형평성, 공정성 등 다양한 목표를 추구
하며 이들 가치는 때로는 상충되기도 한다. 따라서 목표간 갈등이 발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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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한다.
공공조직은 민간조직에 비해 더 많은 절차와 규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공공기관은 외부의 이해관계 집단과 협력 조정을 민간기관에 비해
더욱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이상의 논의에서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이 구별되는 주요한 특징들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민간조직에서 사용하는 관리기법이나 운
영방식이 그대로 공공조직에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이 그것이다. 둘째, 시장
메커니즘의 부재와 외부의 정치적 영향력, 운영상의 법적 제약이 크다는
점, 셋째, 공공조직은 민간기업과 달리 공익이나 공정성, 책임성의 확보 요
구를 받는다는 점이다.(정광호, 김태일;2003) 이러한 조직특성의 차이점은
각 조직 종사자들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끼치며 따라서 공공조직과 민간
조직의 직무만족도의 구성에서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4. 관련된 실증연구
김호정(2005)의 연구에서는 공무원들의 윤리수준이 어디에 영향을 받는지
를 부산시 구청 공무원 3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하였다. 그는 윤리수준
을 효율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개인적 요인과 조직적 요인에서
찾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통한 실증연구를 시도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조직
차원에서 사회분위기와 정치･경제 여건 등 외부 환경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이해하고, 통제가 가능한 ‘개인적 요인’과 ‘조직적 요인’으로 한정하
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김호정(2005)은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윤리적 판단수준은 개인의 성
격과 이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외재론 자보다 내재론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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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수준이 높고, 마케아벨리언이즘과 상대주의는 강할수록 윤리수준이 낮
은
반면 이상주의는 강할수록 윤리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왔다. 이 중에서 영향
력은 이상주의가 가장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최고관리자가 윤리적이
고, 비윤리적인 행동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질수록 개인의 윤리수준
은 향상될 수 있지만, 윤리적 행위에 대한 보상은 윤리적 판단수준을 낮게
만든다는 점에서 기존의 합리적 이론과는 다른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개인적 요인과 조직적 요인의 비교에서는 개인적 요인이 윤
리수준에 더 큰 영향을 미침으로써 개인적 요인의 중요성을 부각시켜 주었
다. 네 번째는 영향요인과 윤리수준의 인과관계에 대해 연령이 주요한 조절
변수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호정(2005)은 39세 이하 연령층
보다 4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 개인적 요인의 영향이 더욱 크게 나타남으로
써, 연령이 높아질수록 윤리적 판단을 할 경우 자신의 가치관이나 이념에
의존하는 정도가 많아진다고 하겠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지만 연구구조상의 몇 가지 문
제점이 존재한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 표본의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일반
화하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한다. 즉, 부산시 구청공무원들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이기 때문에 관계들에 대한 개연성은 제공해 줄 수 있지만 연구결
과가 강건(Robust)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두 번째는 개인의 가치관이라고 지칭하고 있지만 이것이 조직의 가치관
등을 내재화해서 생긴 것인지 아니면 개인의 과거부터 형성된 고유한 가치
관인지에 대한 이론적 해명이 부족하다. 그러하기 때문에 개인적 요인이 더
중요하다고 결론내린 이 연구의 설득력이 부족해 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
세 번째는 두 번째 한계의 연장선상에서 40대 이상이 보다 개인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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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에 의존한다고 하는데 즉 이러한 개인적 가치관이 조직 생활을 오래하면
서 조직수준의 문화나 가치정향을 내재화한 결과일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
히 나이를 조절변수로 순순히 인정하는 데는 보다 설득력 있는 실증연구가
있을 때에야 비로소 보다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의 주관적 가치관은 부패에 대한 인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패에 있어 가치판단은 중요한 요소이며, 특히 부패의 개념상
법, 공공이익, 윤리 도덕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회색부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거라 생각되는 데, 이는 회색부패는 부패
성격을 가지기 때문일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회색부패는 우리 사회에서
관행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가치들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라 기대해
볼 수 있다. 왜냐하면 회색부패는 사회적으로 관용되는 여러 가치들과 결합
되어 나타나는 부패현상이기 때문이다.
Gibbons(1990)는 부패인식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총 29개의 요소들
에 대해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연방 정당 선호, 개인의 소외의 정
도, 지방정당 선호, 과거 부패 사건에 대한 지식이 부패인식에 영향을 끼치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Peters & Welch(1978) 또한 지역별로 정치문화의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
기 때문에 정치성향에 내재한 가치관 성향이 부패인식에 유의미한 차이를
끼친다고 보았다. 이는 Welch & Peters(1977)의 연구에서도 나타나는데,
자유주의자와 적극적 자유주의자인 경우 부패에 비 관용적인 것으로 나타
났다. 이 연구에서는 이념을 보수주의자와 자유주의자를 5점 척도로 측정한
것으로 다양한 이념을 측정하지는 못하였다는 점에서 아직까지 논쟁의 여
지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많은 학자들은 문화와 부패 간의 관계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Husted 1999; Barr & Serra 2010; Serra 2006; Cameron et a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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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Porta et al. 1997; Fisman & Miguel 2007; Uslaner 2004; Lipset&
Lenz 2000; Banuri & Eckel 2012; Treisman 2000; Lambsdorff2006).
부패와 문화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문화(culture)의 의미가 모호한 만큼이
나 다양하게 해석 연구 되었다. 신뢰, 종교, 제도적 특성과 같은 구체적 변
수로 탐구되기도 하는 반면, 가치, 규범, 도덕으로 측정되기도 하였다. 또한
경우에 따라 주요한 변수들을 제외한 나머지의 설명변수들을 통칭하는 말
로도 이해되기도 하였다(Banuri & Eckel, 2012:2).
문화는 일반적으로 사람들 사이에 공유된 가치나 믿음(Huntington,2000)
으로 정의된다. 사회규범 및 제도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으나
사회규범 및 제도는 법이나 규칙, 제도와 같이 공식적인 방식으로 규정되어
하위조직 및 분야에 속한 사람들 사이에 공유되는 형태로도 구현된다는 점
에서 다르다(Harrison & Huntington, 2000). 가치관은 사람들 사이가 아
닌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믿음이라고 볼 수 있다.
문화 변수들은 부패를 포함한 비공식적 거래의 성사여부에 영향을 끼치
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Rose-Ackerman, 1999). 즉 문화변수들은 부패
행위들을 정당화(legitimate)시키는 기능을 가진 것이다. 예를 들어 높은 수
준의 사적 신뢰 문화를 가진 국가들은 부패 수준 또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Rose-Ackerman, 1999:97). 즉 사적 신뢰가 높은 문화권에서는 교환
행위가 경제적 이익을 획득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상호간 신뢰를 증진
시키는 의미로 이해되어 부패의 부정적 성격을 희석시키기 때문이다.
신뢰(Trust)변수는 국가 수준의 부패연구에서 실증적으로 검토 되었다.
Adsera et al.(2000)과 Uslaner(2004)는 World Value Survey 데이터와
TI(Transparency Index)를 활용하여 국가 수준에서 신뢰는 부패감소에 유
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주장하였다. 반대로 부패의 감소는 신뢰를 높여
주는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으며, 이는 부패인식지수의 시계열분석의 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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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한편 Lambsdorf(2002)는 공적 신뢰와 사적 신뢰를 구분할 필요를 역설
하였다. 부패행위는 2명이상의 사람사이에서 나타남을 강조하면서 두 사람
이상 사이에 강한 사적신뢰가 없으면 부패가 발생할 수 없다는 생각에 기
반을 두어 국가 수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적신뢰와 부패의 관계를 연구
하였다. 그는 뇌물공여자가 자신의 청탁이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수준
과 부패수준을 비교하여 둘 사이에 강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 주었다.
Husted(1999)는 Hofstede의 문화연구에 바탕을 두고 문화와 비윤리적
행동의 관계에 관하여 탐구하였다. 해당연구에서 부패수준과 유의미한 관계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변수는 세 가지였다. 첫 번째는 권력거리(Power
distance)이다. 즉 권위에의 순응 정도가 높을수록 부패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는 남성성-여성성(Masculinity-femininity)이다. 이 설문
은 물질적 성공이 삶의 질을 좌우 한다는 설문에 기반을 둔다. 물질적 성공
을 중시하는 성향을 남성성을 측정할 수 있는 설문으로 주장하고 남성성이
높을수록 부패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세속적 가치성향에 대한 긍
정적 태도는 부패가 가져다주는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도 관대하게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불확실성에 위협을 느끼는 정도(threatened
by uncertainty or unknown situations)이다. 불확실성에위협을 느낄수
록 부패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불확실한 상황 하에서 부패로
인한 편익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하는 것이라는 점에
서 지지되었다.
인간행동에 사회적 규범이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다양하게 주장되어져
왔다. Ackerlof(1980)는 이러한 점에서 사회적 규범은 인간 활동의 조건부
협력을 설명하는 데 적절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사회적 규범
은 사회적 정당성을 부여 받은 것이어 그것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였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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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 사회적 비난을 감수하여야 하고 개인은 죄책감을 느끼게 된다.
Lewis(1982)가 언급한 것과 같이 죄책감은 자신이 믿고 있는 사회적 규
범을 위배하고 무책임하게 행동할 때 발생한다. 즉 이러한 죄책감은 비용의
측면에서 보자면 곧 사회적 규범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도덕적 비용
(moral

cost)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Elster,

1989;

Torgler,2006).
Sandholtz & Taagepera(2005)는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s Survey
2007)에서 이 변수는 권력이 없는 구성원이 권력이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정도로 정의되었다(Husted, 1999: p.343)
Lipset & Lenz(2000)는 가족주의(familism)의 개념에 착안하여 부패와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그들은 WVS(World Value Survey)의 “가족들이 어떠
한 결함이 있더라도 서로 사랑하여야 한다”는 설문과 “어떤 이유에서라도
이혼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설문을 활용하였다. 국가수준의 회귀분석의 결
과 가족주의가 강할수록 부패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에 대
한 가치를 우선시할수록 다른 가치들의 중요성이 떨어지며 부패행위가 가
족에게는 이로운 반면 다른 공익이나 사회적 가치를 저해한다면 부패를 져
지를 수 있다는 가설을 지지해준다.
또한 그들은 경제적 성공의 중요성은 강조하면서도 기회를 균등하게 가
지는 것을 제한하는 사회에서는 높은 부패수준이 나타남을 강조하였다
박흥식(2003)은 내부고발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유교윤리 및 집단주의의
문화가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그는 유교윤리 및 집단
주의 문화를 크게 네 가지 차원으로 분류하였다. 그 네 가지는 수직적 집단
주의, 수평적 집단주의, 수직적 개인주의, 수평적 개인주의이다. 그는
Triandis & Gelfand(1998)의 논의에 기초하여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모두
수직적 수평적 성향을 가질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수평적 태도는 조직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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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들 사이의 관계가 동등하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4가지 차
원의 특징에 관하여 Triandis & Gelfand(1998)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1) 수평적 개인주의(Horizontal individualism, HI): 독립성- 구성원은 집
단과 다른 독특한 존재가 되려고 노력한다.
(2) 수직적 개인주의(Vertical individualism, VI): 경쟁과 자기만족-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그것을 통해 지위 획득을 추구한다. (3) 수평적 집단주의
(Horizontal collectivism, HC): 상호의존성- 자신을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생각하고 공동 목표를 강조하지만, 권위에 잘 굴
복하지 않는다.
(4) 수직적 집단주의(Vertical collectivism, VC): 집단적 가족성(family
integrity)― 조직의 목표를 위해 자신의 그것을 희생하며 권위에 기꺼이 복
종한다. 그리고 그들은 각 차원 당 4개의 설문을 개발하여 적용하였다. 이
러한 설문은 Singelis et al.(1995), Kim & Kim(1997)의 연구에서도 사용
한 바 있다. 또한 박흥식은 이러한 설문을 활용하여 개인, 집단, 수직, 수평
적 차원을 측정하였지만 일부문항에 대해서는 한국인 정서와 일치하지 않
아 적절한 신뢰도 도출에 실패한 문항도 존재하였다. 이러한 설문을 바탕으
로 박흥식은 4가지 문화차원과 내부고발에 대한 인식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일반적으로 집단주의는 내부고발에 부정적 인식을 가질 것이라는 예
측과는 달리 수평적 집단주의의 경우에는 내부고발을 지지하는 태도로 나
타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내부고발의 문제는 이시영 등(2016)에 따르면 조직내부의 문제로 볼 것
인지 아니면 국가의 문제로 볼 것인지로 나누어진다. 이런 점에서 수직적
집단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내부고발자 문제를 조직내부의 문제로 이
해하는 반면 수평적집단주의자들은 보다 보편적 집단을 지지하는 형태로
나타나 이를 국가수준의 문제로 이해하고 내부고발을 지지하였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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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Torfason et al.(2013)은 국가수준의 비교연구를 하였다. 그는 팁을 주고
받는 문화권과 그렇지 않은 문화권을 비교하여 팁을 주고받는 문화권일수
록 부패 수준이 높다는 것을 보였다. 또한 개인수준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실제로 팁을 주는 행동과 부패수준이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보완적으로 보
여 주었다. 팁의 문화는 사소한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는 교환행위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이는 뇌물과 같은 맥락에 있기 때문에 부패행위를 더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Ariely(2012)는

부정직에

관한

정직한

진실(Honest

truth

about

dishonesty)이라는 책을 통해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그리고 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거나 부정행위를 하는 지에 관하여 행동경
제학적 관점에서 많은 실험의 결과들을 소개하였다. 그는 사람들이 사소한
부정행위를 하는 이유에 관하여 ‘자신의 양심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라는
단서를 달았다. 즉, 인간은 이기적 동기와 비이기적 동기 사이에서 행동을
선택한다. 이러한 상반된 욕구 사이에서 자신의 자아 이미지를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정행위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 시키는 존재라는
것이다(강은숙, 2014:24). 즉 자신이 정당화 할 수 있는 심리적 범위 안에
서 사소한 거짓말이나 부정행위에 대해 관대하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애리
얼리는 자원봉사활동 단체의 전체 매출액의 일정 부분이 사라지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였다. 즉, 특정한 도둑이나 범죄자가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수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자신의 판매금액 가운데 소수의 금액을 횡령함으로써
매출액의 상당부분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즉 자신의 양심이 허용하
는 범위 내에서 조금씩의 부정행위를 저지른다는 것이다.
강은숙(2014:24-25)은 D.Ariely의 연구결과를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요
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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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사람들의 행위는 경제적 동기에 의해 100% 영향을 받지 않고 도덕
성에 의해 좌우되는 측면이 있다. 둘째, 사람들은 때때로 부정한 행동을 하
지만 그 크기는 이기적이고 합리적 동기에 의해서 예측된 양만큼은 되지
않는다. 셋째, 부정의 크기는 상황변수(매개변수)의 내용-예를 들어, 자아가
고갈된 피곤한 상황, 자신에 대해 자긍심이 손상되어 있는 상황, 종교적 규
범을 떠올리는 상황, 타인이 자신의 행동을 보고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 타
인의 부정한 행동을 목격하는 상황 등-이 어떠한가에 따라 달라진다.”
위와 같은 상황적 맥락을 증명하기 위하여 애리얼리는 다양한 조건들을
부여한 실험 설계를 통해 특정한 조건이 양심의 허용범위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끼침을 증명하였다. 예를 들어 그는 짝퉁 선글라스를 낀 사람과 실
제 진품 선글라스를 낀 사람 사이에 사소한 부정행위의 빈도가 유의미하게
차이가 존재함을 보여주었다. 즉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각기 다른 이해가
양심의 허용범위의 크기에 유의미한 영향을 줌을 보여 준 것이다.
이러한 보통사람의 사소한 부정행위에 대한 관심은 Mars(1982)에 의해서
도 진행되었다. 그는 회사나 조직 내에서의 조작행위(fiddling)를 자신의 지
위를 이용하여 사적으로 회사나 조직의 자원을 유용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이에 관한 민속지학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보통사람들이 빈번이 회사 자금
을 다소 유용하는 행위에 대해 그것은 사소한 것이라는 믿음이 널리 퍼져
있으며, 회사 또한 공식적으로 그것을 인지하고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거의
없다는 것을 보고 하였다. 또한 자신이 회사 안의 직원이냐, 회사 밖의 사
람이냐에 따라 동일한 행동에 대해서도 자신의 낮은 임금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나 특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외부의 사람들이 보기에
는 도덕적으로 부정한 행위라고 보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Horning(1970)은 발전소 직원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그는 발전소 직원
에게 발전소의 자산을 개인자산으로 보는지, 회사의 자산으로 보는지, 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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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자산으로 보는 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발전소의 재산
을 주인 없는 자산으로 보는 집단이 발전소 재산에 대한 탈취에 가장 관대
한 입장을 지니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즉, 재산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도덕
적 판단이 부정행위에 대한 인식의 허용범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는 것이다.
Mancuso(1993) 동일한 집단 내에서도 역할에 따라 부정행위에 대한 허
용범위가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 주장하였다. 그는 집단 내에서 작동하는 인
센티브를 분석하여 양심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없는 집단(Muddlers)과 있는
집단(Entrepreneurs)을 구분 하였다. 이러한 집단 간 차이는 부정행위에대
한 허용범위의 크기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Hollinger와 Clark(1983) 직무에 대한 만족과 부정행위와의 관련성
을 설문조사를 토대로 주장하였다. 즉, 직무에 대한 불만족이 높으면 높을
수록 부정행위나 조직 내 일탈행위에 대해 관대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
을 보여주었다.
또한 Gronbeck(1990)의 연구와 Malec & Gardiner(1987)의 연구는 사
회에서 널리 관행적으로 통용되는 행위들에 대해서 전혀 부패라는 인식을
가지지 않음에 관하여서도 보고 하였다. 특히 말렉과 가드너는 시카고 밖에
서는 부패라고 일컬어지는 행위들은 시카고 내에서는 너무나 만연하기 때
문에 이에 대해서 아무도 문제제기 하지 않으며 심지어 이에 대해 문제제
기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아무런

효과가

없음을

주장하였다(Malec

&Gardiner, 1987:275).
Johnston(2005:7)은 부패참여와 제도의 관계를 탐구하였다. 시장, 엘리
트카르텔, 정치집단, 공식적 권력자의 특성과 같은 그 사회의 제도적 성격
은 부패 참여의 관계에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Pardo(2005)는 부패를 낮은
수준의 부패와 제도적 부패로 구분하여 이탈리아의 공공 헬스 서비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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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분석을 진행하였다. 낮은 수준의 부패는 개인들 간에 발생하는 사소한 행
위임에 비해 제도적 수준의 부패는 고위 공직자들이 국가의 시스템에 부정
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패행위로 다르게 접근해야함을 주장하였다.
Evans(1995)는 제도적 역량과 국가와 사회 간의 관계에 관한 비교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는 콩고와 같은 착취적 국가에는 관료적 제도, 즉 실적주의
에 기반 한 전문성을 추구하는 제도가 없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관료적제
도의 부재는 관료적 독립성을 저해하여 부패가 쉽게 유발될 수 있음을 지
적하였다.
Colombatto(2003) 또한 부패는 어떤 경우에 관행화 되는지에 관하여 제
도적 관점에서 탐색적 연구를 하였다. 그는 부패행동은 제도의 미비 내지는
제도의 실패에서 비롯될 때 관용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는 세 개의 제
도적 유형을 구별하여 부패가 관행화된 경우를 지적하였다. 발전된 국가,
전체주의 국가, 개발도상국 국가 여부에 따라 부패가 관행화된 유형이 지적
되었다.
공통된 결론은 부패라고 일컬어지는 행동의 의미이다. 즉 부패행동이 개
인의 탐욕이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공익이나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에 따라 관용의 범위가 달라진다. 이러한 관용은 언급된 3개 유
형의 정치체제의 특성에 영향을 받으면서 구체적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부패에 대해 역사적ㆍ정치적 맥락을 중시하는 일군의 연구들 또한
존재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부패의 정의에 관하여 부패가 정의되는 사회
적 규범이나 법과 같은 공식적 규율로부터 시작한다. Nye(1967)의 접근이
대표적이다. 그는 부패를 공적의무로부터 이탈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행동이
라고 정의한다.
Hungtington(2006) 또한 동일한 맥락에서 부패에 관하여 공무원이 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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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널리 받아들여지는 사회적 규범으로부터 이탈하는
행동이라고 정의한다. 헌팅턴은 부패의 기능적 측면을 지적하였다. 즉, 개
발도상국은 정부의 효율적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부패는 오히려 경제적
효율적 기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산업가와 기업가
의 욕구에 따른 부패행동은 정부가 할 수 없는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기
능을 가진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헌팅턴은 부패를 “근대화에 따른 공공
복지와 사적이익 사이의 구별에 따른 부산물(Hungtington, 2006:61)”이라
고 보았다.
헌팅턴의 이러한 주장은 주로 근대화의 과정에 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막스베버의 관료제적 국가 모델
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평가가 가능한 것이다. 위와 같은 논의의 근저에는
공공과 민간(public and private)의 엄격한 구별이 있다.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구별은 근대화된 국가모형을 전제할 때 발생하는 것이다. 근대화라
는 외재적으로 삽입된 정부모델을 따르는 많은 개발도상국 가들은 민주주
의와 법치에 기반 한 공공과 민간 구분이라는 외형만을 따르고 그것의 실
질적 의미는 체화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Scott(1969)는 부패에 대해 공식적 법규범의 입장에서 접근 하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그는 부패를 정의하는 데 있어 법에 의한 기준으로만
정의한다면 법에 의해 포함되지 않거나 애매모호한 부패를 포함하지 못하
는 문제가 생긴다고 보았다. 이러한 부패 정의는 부패의 실질에 대한 명확
한 규정을 어렵게 하여 국가 간 비교 연구를 어렵게 함을 지적하였다.
Scott(1969)는 부패를 사회적 규범의 관점에서 접근하지 말고 정치적 영
향력의 관점에서 이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관점에서 부패는 정
치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숨겨진 수단이다. 즉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다양한 정치적 수단과 경로들 가운데 하나인 것이다.

- 28 -

이런 점에서 스코트는 “부패가 과연 경제발전과 국가 통합에 어떤 기능
을 하는가(Nye, 1967)”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부패행동이 하나의 정치적
행위라면 그 행위를 통해 누가 이익을 얻고 누가 손해를 보는지를 살펴보
아야 함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그는 부패행위는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특성
이 있으며 정치적 통합을 가속화하는 행위라고 주장하였다(Scott, 1972).
즉 그는 스피드머니(speed money)와 같은 예를 통해 부패는 자원 배분
을 효율적으로 하게하고 관료적 능률을 증가시켜 공식적 법규범과 실제생
활의 간극을 메워준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다른 부패에 대한 연구들과는 상반되는 주장이라
고 볼 수 있다. Scott의 전제들을 그대로 인정한다고 해도 부패 행위가 사
회적 통합을 가속시킨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한계가 있는 주장이다. 즉 부패
행위를 통해 누가 손해를 받고 이익을 얻는가에 관하여 생각해 보면, 부패
행동을 통해 이익을 얻는 사람은 부(wealth)나 권력(power)이 있는 사람이
많을 것이고 이러한 행동의 누적은 부와 자원, 권력의 불평등을 가속시켜
오히려 사회 통합을 저해할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다. 한편 Rocca(1992)
는 중국에서의 참여관찰 연구를 통해 부패를 착취적 부패와 창조적 부패로
구분하여, 부패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구분하는 것을 시도하였다.
착취적 부패는 불평등을 강화하는 부패임에 비해 창조적 부패는 근대화로
의 사회적 변화를 촉진하는 부패로 분류하였다.
한편 변지은 등(1997)은 부패에 대한 관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집단
주의적인 문화를 지적하고 있다. 조직 중심적 성향을 지적한다. 조직 중심
적 성향은 집단을 마치 가족과 같이 생각하게 요구하며 합리적 사고를 저
해하여 부정부패 행위에 대해서도 관대한 태도를 지니게 한다는 것이다. 그
러나 해당연구에서 변지은 등의 구조방정식 분석의 결과 조직 중심적 경향
이 부패용인도에 양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유의미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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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아 영가설을 기각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그들의 연구 설계에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집
단주의적 성향이 집단의 응집력을 강하게 하기는 하지만 부패 용인에 대하
여 단순히 부패용인의 정도를 강화할 것이라 기대할 수는 없다. 즉 집단의
응집력이 강하더라도 그 집단이 윤리경영 같은 것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
집단의 방향은 오히려 부패용인과는 반대 방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집단주의적 성향을 가진다는 것 그 자체가 부패를 용인할 거라는
생각은 부패의 본질적 특성을 간과한 주장이라 볼 수 있다. 부패는 본질적
으로 공무원이 자신의 사회적 의무나 책임, 윤리적 책임을 도외시하고 개인
의 이기적인 욕구를 선택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그 집단이 도덕적일 경우 오히려 집단에 대한 응집력은 부패를 예방하는
효과를 가질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집단의 문화 정향을 단순히 집단주의적인지 아
닌지로 구별할 것이 아니라 집단의 성향이 집단주의적이라 하더라도 윤리
적 방향성을 가진 것인지 아닌지를 탐구할 필요가 있다.
집단주의적이면서 윤리 경영을 하는 지 여부는 그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몇몇 연구들에서 윤리 경영과 비윤리적 행동의 관계를 탐색하
는 것은 경영학의 오랜 연구주제라 볼 수 있다. Posner & Schmidt(1984)
는 미국의 관리자 14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비윤리적 행위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였다. 그 결과 비윤리적 행동은 특히 조직
의 문화에 영향을 받으며, 그 가운데서도 직속 상사와 동료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윤대혁(2005) 민간조직을 대상으로 윤리경영이 조직원의 행동에 어
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탐구한 결과 분석결과 윤리경영은 조직원의 비윤리
적 행동을 억제하는 결과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책임형과 규범형의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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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경영을 할 경우 유의미하게 비윤리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낮게 나타났
으며 반대로 성과형으로 조직을 운영할 경우 오히려 비윤리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결과중심의 운영이 부패행동을 촉구할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연구들은 조직이 윤리경영을 할 경우 그러한 문화가 조직 구성원
에도 영향을 끼쳐 비윤리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개연성
을 보여준다. 또한 만약 조직이 집단주의적 성향이 강하다 하더라도 조직이
윤리적으로 경영된다면 오히려 부패에 엄격한 문화를 구성 할 수도 있으리
라 생각된다.
한편 윤견수(2015)는 한국 공직문화의 원형을 자리문화로 정의하였다. 그
는 기존의 관료 문화, 행정문화와 관련된 연구들이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통
제 관리해야 할 것이라 전제하는 연구들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즉 관료 행
정문화는 필연적으로 통합적이고 맥락적 의미가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절된 설문조사 연구를 통해 그 의미를 충분히 살리고 있지 못하다는 것
이다. 따라서 이를 대체할 한국 행정문화의 본질적인 특성을 찾기 위해 언
어의 은유와 상징을 활용하여 ‘공직’이라는 단어에서부터 한국 관료문화의
특성을 찾으려 시도한다.
그는 공직문화를 자리문화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공직체계
의 유형을 공직과 사회의 관계를 중심으로 폐쇄적인지 개방적인지로 구별
하고 공직과 공직의 관계를 개인적인지 아니면 업무 중심의 비개인적인지
를 구별하였다(윤견수, 2015:10). 그리고 한국 공직문화의 역사성과 맥락성
을 고려하여 한국의 공직 체계는 폐쇄적이면서 높은 진입 장벽을 가진 특
성이 있고, 또한 관료제의 공식적 규율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여, 실적주
의적 성격 또 한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학연, 혈연, 지연의 문화가 존
재하는 개인적 특성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권력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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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주의적 특성을 상위 관료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한편 윤견수는 국가수준의 문화 연구와 조직이나 개인수준의 문화연구에
서 문화의 양상은 다르게 나타남을 지적하였다. Hofstede et al.(1990)의
연구 성과를 인용하면서 국가 수준의 문화 연구는 그 국가의 가치가 나타
나는 것임에 비해, 조직이나 개인 수준의 문화는 ‘관행’이 문화로 나타남을
지적하였다.
한편 부패행동은 주변의 다른 사람들의 부패 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을 보여준다. 즉 인간은 그의 주변에 어느 정도 충분한 부패한 인간이 있을
경우 쉽게 부패할 수 있다는 것이다(Dong et al., 2012).
첫 번째 이론적 주장은 주변에 부패한 사람들이 많을 경우 부패의 비용
을 감소시키고 편익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자신 또한 부패행동이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Andvig

&

Moene;1990,

Murphy

et

al.:1991,

Acemoglu:1995, Sah:2007). 주변에 부패한 사람으로 알려진 이와의 거래
는 적발에 따른 위험부담을 감소시키고 거래비용을 감소시킨다. 또한 주변
에 부패한 사람들과의 지속적인 거래 또한 적발에 따른 비용이나 거래 중
에 발생하는 예상하지 못하는 비용을 감소시킨다. 이러한 부패행위의 안정
적 교환은 부패행동을 통해 발생하는 편익에 대한 기대치를 높인다.
또한 Tirole(1996)은 자신이 속한 조직에 부패한 사람들이 많을 경우 부
패하지 않은 사람은 오히려 자신이 속한 조직으로부터 배제당할 수 있는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Dong et al.(2012)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
에서는 국가수준의 데이터와 개인수준의 데이터를 분석하며 부패의향은 주
변 동료들 뿐 아니라 타인들의 부패에 대한 인식에 크게 의존함을 밝혔다.
또한 부패의향은 과거 부패수준과 강한 연관이 있음을 보여 주었다.
한편, 행동경제학의 연구에서도 조건부 협력(conditional cooperation)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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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는 구조를 연구하였다(Rabin, 1998; Falk & Fehr, 2002). Rabin과
Falk & Fehr 연구에서의 조건부 협력의 핵심은 상호호혜성(reciprocity)이
성립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였다. 이러한 관점은 부패의 협력에서도 마찬가지
이다. 즉 부패가 만연한 사회나 조직에서는 죄책감을 덜 느끼기 때문에 부
패 행위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을 적게 주저하게 되는 것이다.
Spichtig & Traxler(2011)의 연구에 따르면 규칙이나 규율의 위배로부터
자신을 통제하는 강력한 방법은 자신이 아닌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규율이
나 규정을 잘 준수하는 것임을 보여 주었다. 즉 주변에 사람들이 규율을 얼
마나 잘 지키는지 아닌지에 따라 규율 위배에 대한 비용의 크기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예인들에 비해 정치인들은 부정부패 행동 이후에도
다시금 정치 활동을 재개하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지위와 권력을 획득하는
경우도 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과 관련하여 Brass et
al.(1998)은 행동의 코드(code of conduct)를 강조한다. 즉, 속한 조직이나
단체에서 허용하는 행동코드들이 있다는 것이다. 즉 집단 문화나 상위 관리
자층에서 허용하는 행동들은 외부의 시선으로 볼 때는 비윤리적이더라도
조직 내에서는 관행화된 행위들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특정행
동이 외부의 시선으로는 비윤리적이더라도 내부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윤리적 행동의 비용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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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행연구의 한계
거짓말에 대해서는 윤리적 문제 또는 옳고 그름의 문제로 접근했지 이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연구를 시도한 국내 연구는 드물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비윤리적 행동이라는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을 대상으로 연구
하였기에 연구결과를 정확히 해석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볼 수 있
다.
공공조직만을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존재하지만 본격적으로
공공조직과 민간조직 사이에 어떠한 구체적 차이와 공통점이 존재하는지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조직 내 직위나 근속연수 등 구체적 변수들이 거짓말에 대한 성향
을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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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설계 및 분석모형
1. 연구문제 및 연구가설
1) 연구문제의 설정
이제까지의 논의 및 선행연구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주제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탐구해보고자 한다. 첫 번째 연구문제는 바로
“거짓말에 대한 태도가 공공집단과 민간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
는가?”이다. 선행연구들은 이론적으로는 공공집단과 민간집단 간의 유의미
한 차이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다. 공사집단의 차이에 관한 이론은 차이
가 있다는 입장도 있는 반면에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 또한 존재
하기 때문이다. 또한 도덕 심리학적 관점에서도 이론의 입장에 따라 유의미
한 차이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그리고 각종 실증연
구들이 유사한 시도를 하였지만 직접적으로 이를 구체적으로 탐구한 사례
는 부족하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문제는 공공/민간의 차이에 관한 하나
의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또한 최근 드러난 공직자들의 거
짓말들에 대한 정책적 처방에 유의미한 시사점 또한 제공 할 수 있을 것이
라 생각된다.
두 번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거짓말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이다. 이러한 연구문제는 앞선 선행연구들이
완벽히 해결하지 못한 실증연구의 시사점으로부터 도출된 것이다. 앞선 연
구들은 개인변수와 조직변수를 고려하였지만 개인가치관 변수와 조직변수
들을 명확히 구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것이 개인의 특성인지 아니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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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의 특성인지에 관하여 구체적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거짓말에 대한 태도를 결정짓는 변수들은 크게 세 가지 갈래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탐구하고자 한다. 공공집단의 거짓말에 대한 태도를 사
회경제적 변수, 개인가치관, 조직특성으로 나누어 이러한 속성들이 거짓말
에 대한 태도와는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탐구해 보고자 한다.

2) 연구가설의 설정
위와 같은 연구문제를 바탕으로 구체적 연구가설을 세워 보고자 한다. 첫
번째 연구문제인 “거짓말에 대한 태도가 공공집단과 민간집단 간의 유의미
한 차이가 존재하는가?”에 관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워 보고자 한
다. 앞선 선행연구들을 비추어 볼 때 이론적으로 부정직한 행위, 거짓말 등
은 개인의 인격이 형성되는 어린 시절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보인다.
즉 개개인의 인격과 가치관이 자신이 속한 환경에 상호작용을 하며, 형성이
되어 개개인의 도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또한 공공분야, 민간
분야를 분리하여 연구한 실증 연구들에서도 마찬가지로 조직 변수 보다는
개인변수에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여러 사회과학의 연구들은 공공봉사동기(PSM: Public Service
Motivation)라는 것을 근거로 공직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민간에 종사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공익에 봉사하려는 사람들의 특별한 태도라 할 수 있다.
공공봉사동기(PSM : public service motivation)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다.
일반적으로는 국가와 국민 그리고 사회를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이타적 동
기를 중시한다. 이타적 동기는 공익 및 공공목표를 위해 기꺼이 기여하고자
하는 공무원들의 고유한 동기라 말할 수 있다(Perry & Wise, 1990). 높은
PSM은 높은 윤리의식과 연결되어 있을 거라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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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적이지 않을 수 없다. 즉, 거짓말에 대한 태도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윤
리수준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존의 PSM에 관한 일련의 연구들
이 공무원들의 높은 윤리수준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면 거짓말에 대한 태
도가 민간근무자들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게 나타났다는 점은 PSM이 전제
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높은 윤리의식 수준에 대한 생각의 근거를 희석시킨
다.
하지만 거짓말에 대한 태도는 윤리적 문제와 관련이 낮을 수도 있다. 즉,
거짓말을 한 사회의 특정한 문화라고 생각하거나, 합리적 인간이 자신의 목
적을 달성하기 위한미덕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거짓말
에 대한 태도는 개인이 거짓말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윤리적 문제일
수도 개인의 성향이나 집단의 문화일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연령이 높아질
수록 윤리 감정이 희석되어진다는 점에서 성인사회에서 거짓말은 윤리적
문제라기보다는 개인의 또는 집단의 특성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가설은 “거짓말에 대한 태도는 공공집단과 민간집
단 사이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을 것이다.”라고 설정하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 연구문제로부터 몇 가지 가설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두 번째 연구문제는 “거짓말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이다. 이로부터 본 연구에서는 크게 세 분야로부터 개인의 거
짓말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끼치는 그룹을 설정하고자 한다. 이는 첫 번째
는 인구사회학적 변수, 두 번째는 개인가치관 및 과거경험이며 세 번째로는
자신이 속한 조직의 특성이다.
인구사회학적 변수는 다양한 사회현상을 설명하는데 있어 중요한 설명변
수로 작용한다. 이는 인간의 생물학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지위와 같은 특징
이 사회적 관점이나 경험을 부여하기 때문에 중요한 변수라 볼 수 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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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으로 성별, 나이, 교육수준, 소득수준, 직업, 직급, 근속기간, 종교 등에
따라 동일한 사회현상에 대하여서도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바 이에 대
한 통제를 통해 거짓말에 대한 태도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사회 경제적 변수에서 특히 주목하고자 하는 변수는 바로
나이이다. 사람들의 일반적인 삶의 경로를 보면, 청소년, 청년기에는 이상
적인 사고 성향이 강한 반면, 중장년 기에는 현실적인 판단을 하는 성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어릴 적 교육기간에는 이상적 사회나 자아에게
관심이 많은 반면 직장 생활 등으로 이상적 자아가 좌절을 겪고 현실적 대
안과 타협을 이루어 가는 과정인 중장년에는 현실적으로 판단할 성향이 강
할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두 번째 가설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거짓말에 대
한 태도도 관대할 것이다.”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주목한 개인변수는 개인의 가치관 및 과거 경험이
다. 선행연구들에서 가치관과 비정직한 행동에 관한 연구들은 상당 수 있지
만 과거 경험이 현재 태도와 어떻게 관련되는지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가치관 변수를 탐구하는데 있어서도 문화 연구적
경향을 반영하여 홉스테드(Hofstede)유의 변수를 활용한 연구들이 상당 수
존재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비판점을 수용한 연구는 드물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과거 경험과 박흥식이 비판적으로 계승하여 부패인식과 가치관의
연구에 활용한 가치관 변수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워 보고자
한다.
“거짓말에 대한 태도는 과거 사회적 정의감이 강했던 사람일수록 완고한
성향을 보일 것이다.”
“거짓말에 대한 태도는 과거 직간접적 부패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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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성향을 보일 것이다.”
“수평적 평등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은 거짓말에 완고한 성향을 가질 것
이다.”
“수직적 평등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은 거짓말에 완고한 성향을 가질 것
이다.”
“수직적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은 거짓말에 관대한 성향을 가질 것
이다.”
“수평적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은 거짓말에 관대한 성향을 가질 것
이다.”
다음으로는 조직특성에 따라 거짓말에 대해 다른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
윤리적, 합리적, 합법적 운영, 체계화된 조직 문화를 강조하는 조직에서는
거짓말은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기 때문에 거짓말에 엄격한 태도
를 보이는 반면, 공사구분이 모호하고 개인적 친밀감이 강하며, 윤리경영을
무시하거나 연고주의 문화가 만연한 조직에서는 거짓말이 관계 지향적 문
화에 적절한 윤활유가 된다고 믿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관대한 성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조직특성들을 변수화
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워 보고자 한다.
“사적친밀감이 강한 조직문화에 속한 개인은 거짓말에 관대한 태도를 보
일 것이다.”
“공사구분이 모호한 조직문화에 속한 개인은 거짓말에 관대한 태도를 보
일 것이다.”
“연고주의 문화가 강한 조직문화에 속한 개인은 거짓말에 관대한 태도를
보일 것이다.”
“조직충성도 성향이 강한 조직문화에 속한 개인은 거짓말에 관대한 태도
를 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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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을 중시하는 조직문화에 속한 개인은 거짓말에 엄격한 태도를
보일 것이다.”
이제까지 확립된 연구문제로부터 연구가설을 도출해 보았다. 도출된 연구
가설을 종합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2> 연구가설들
분류

번호

내용

핵심가설

1

거짓말에 대한 태도는 공공집단과 민간집단 사이의 유
의미한 차이가 없을 것이다.

사회경제적
특성

2

연령이 증가할수록 거짓말에 대한 태도도 관대할 것이다.

3-1

거짓말에 대한 태도는 과거 사회적 정의감이 강했던
사람일수록 완고한 성향을 보일 것이다.”

3-2

거짓말에 대한 태도는 과거 직간접적 부패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관대한 성향을 보일 것이다.”

4-1

수평적 평등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은 거짓말에 완고한
성향을 가질 것이다.”

4-2

수직적 평등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은 거짓말에 완고한
성향을 가질 것이다.”

4-3

수직적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은 거짓말에 관대한
성향을 가질 것이다.”

4-4

수평적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은 거짓말에 관대한
성향을 가질 것이다.”

5-1

공사구분이 모호한 조직문화에 속한 개인은 거짓말에
관대한 태도를 보일 것이다.”

5-2

연고주의 문화가 강한 조직문화에 속한 개인은 거짓말
에 관대한 태도를 보일 것이다.”

5-3

조직충성도 성향이 강한 조직문화에 속한 개인은 거짓
말에 관대한 태도를 보일 것이다.”

5-4

윤리경영을 중시하는 조직문화에 속한 개인은 거짓말
에 엄격한 태도를 보일 것이다.”

5-5

사적친밀감이 강한 조직문화에 속한 개인은 거짓말에
관대한 태도를 보일 것이다.”

개인가치관

조직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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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위의 연구가설을 증명하기 위한 분석자료 및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어떤 종속변수 및 설명변수(explain variables)를 활용하였는지 설
명하고자 한다.

2. 분석 자료3) 및 변수의 설정
1) 분석 자료
(1) 자료수집 방식: 설문조사
위와 같은 변수를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자기응답식 설문조사를 실
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설문조사는 여러 가지 데이터 상의 문제를 지니고 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활용되는데 이는 인간의 생각이나 의도를 측정
할 수 있는 유효한 방법이며, 또한 실험 등의 방법은 비용 등의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실험의 방법은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하기에는 비용
과 시간의 한계가 있으며, 양적 자료는 주관적 응답을 측정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
물론 설문조사 방식은 그 자체로 한계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 조사하고자
하는 여러 변수들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설문조
사의 방식을 태하였다(김태일&서주현, 1998).

3) 본 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은종환(2016)의 연구데이터를 바탕으로 연구문제에 필요한 데
이터들을 활용하였다. 데이터 활용을 허가해준 은종환박사에게 감사를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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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표의 타당성과 신뢰도

지표의 타당성과 신뢰도는 연구 결과가 타당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를 판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본 연구는 설문지를 토
대로 이를 측정하기 때문에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정확히 측정해 낼
수 있는지에 관한 신뢰도와 타당성 검증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신뢰도는 측정도구 즉 설문지가 측정하고자 하는 현상을 일관되게
측정하는지에 관한 문제이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활용
할 수 있다. 재조사법은 동일한 사람에게 재조사를 통해 신뢰도를 측
정하는 방법이다. 복수양식법, 반분법, 크론바흐 알파값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크론바흐 알파값으로 그 결과값을 확인
한 바 그 값은 각각 모두 0.6의 값을 넘어 신뢰도의 문제는 없는 것
으로 판단된다.
타당도 검증의 경우에는 측정도구가 측정하고자 의도한 것을 정확
히 측정하는 지를 확인하는 문제이다. 내용타당도와 관련하여 아래에
서 측정된 변수들은 대부분 선행연구들에 의해 지지되는 것으로 파악
되고 있다. 다만 종속변수인 ‘거짓말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의 경우에는 이론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지만, 은종환(2016)의 연
구를 제외하고 이용된 바가 없기 때문에 향후 내용적 타당도에 관한
검증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2) 조사대상 및 표본 선정
조사대상은 전국 만19세 이상의 성인 남녀이며, 연구의 목적상 공공분야
종사자와 민간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조사되었다. 표본의 대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전국을 권역별로 나누어 해당 지역 내에서 최대한 무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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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표본을 수집하려 시도 하였다. 표본의 수집상황을 계속 확인하면서 성별
과 연령을 중심으로 균형 있는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경제적, 시간적 비용의 한계로 인하여 실제로는 각 권역별 다양한
기관의 지인들에게 부탁을 하는 형태로 이루어 졌다. 그리고 구글 설문지
서비스를 활용하여 온라인 설문조사4)를 만들었다. 그러한 다음 각 권역의
지인들에게 그들의 지인들에게 무작위로 온라인 SNS 서비스를 활용하여
재전송하여 확산시켜 주기를 부탁하였다. 그 결과 총1430개의 설문지를 수
거할 수 있었다. 그 중 응답이 절반이하인 23개의 설문지를 제외하고 본
연구의 주된 연구대상인 공공분야 종사자와 민간회사 종사자만을 선정하여
데이터를 확정하였다. 결과적으로 총1407개의 응답설문 가운데, 975개만을
활용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자가 접촉한 설문응답기관은 아래의 표와
같으며 권역별 인구를 고려하여 기관별로 30-50부 가량의 응답을 요청하였
다.

4) 온라인 설문조사 링크는 다음과 같다. http://goo.gl/forms/3OVsE0XG3J 이 링크를 따
라 설문 응답을 하면 자동으로 응답 값이 설문 조사자에게 전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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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설문조사 협조기관-공공분야
권역

설문응답기관-행정부

서울, 경기, 인천

해양수산부 인천지청
서울지방병무청
경기지방병무청
인천지방병무청
경기도청

강원

강원지방병무청

대전, 세종, 충청

병무청본청
대전지방병무청
교육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대구, 경북

대구지방병무청

전북

전북지방병무청

광주, 전남

광주지방병무청

부산, 울산, 경남

부산지방병무청

제주

제주사법연수원

3) 조사기간
조사기간은 서울대학교 연구윤리 심의 상 심의면제를 통보받은 2016년 3
월 25일부터 설문조사를 시작하여 최종 데이터가 수집된 날짜는 2016년 4
월 1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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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수의 설정
(1) 종속변수

종속변수는 거짓말에 대한 태도이다. 선행연구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거
짓말은 커다란 범죄라기보다는 일상 생활 속에서 사소하게 이루어지는 행
동이다. 그리고 이론적, 문화적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고 이해된다.
D.Ariely(2012)가 사람들이 사소한 부정행동을 하는 이유로 지적한 ‘양심의
허용범위’를 지적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애리얼리의 주장에
따르면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계산해서 부정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의 양심 안에서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다는 것이
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사소한 거짓말에
대한 태도를 통해 거짓말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사소한 거짓말
은 사람들에 따라 다양한 입장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 민감한 응답은 사
람들의 거짓말에 대한 태도를 보다 더 잘 드러내 줄 것이기 때문이다. 부가
적으로 설문응답에 도덕적, 윤리적 책임감을 덜 가지기 때문에 솔직한 응답
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이는 ‘적당한 거짓말은 때때로 필요하다’라는 설문으로 측정되었다. 거짓
말은 부정직하고 비양심적 비윤리적인 행동의 대표적인 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거짓말은 흔하게 행해지고 하얀 거짓말이라는 표
현으로 합리화 되는 전형적인 예이다. 즉 적당한 거짓말에 대한 수용범위에
따라 거짓말에 대한 태도를 측정해 보고자 한다.5).

5) 은종환(2016) 연구 설문의 본래의 목적은 회색부패의 현상에 관하여 측정 분석하는 것이
었다. 따라서 거짓말에 관한 설문은 부족한 실정이다. 설문에서 거짓말을 측정한 설문은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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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종속변수의 측정
적당한 거짓말은 때때로 필요하다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2) 설명변수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와 설명변수를 구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앞선
연구문제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밝혔듯이, 본 연구에서 통제되는 모든 변수
들은 모두 종속변수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주요한 관심의 대상이기 때문
이다. 설명변수는 크게 세 가지 부류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사회경제적 변
수, 둘째는 개인변수, 셋째는 조직변수이다. 이하에서는 위 순서에 따라 변
수들을 설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활용되는 사회경제적 변수는 다음과 같다. 성별, 나이, 학력,
소득, 종교, 직업, 직급이 사회경제적 변수로 측정 포함되었다. 성별은 남자
/여자 학력은 선행연구에서는 고졸이하 인지 여부가 결정적인 변수라는 것
에 기반을 두어 고졸미만/고졸이하/대졸이상으로 구분 측정하였다. 다음으
로 소득은 구간을 설정하여 측정하였고, 종교도 한국인들이 주로 믿는 종교
를 중심으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종교유무에 따라 변수를 구분하였
다.
조직 내에서의 위치는 비윤리적 행동이나 부패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준
다. S. Milgram의 실험에서도 확인하였듯이 관리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는 양심의 비용이 커져 부정한 행동을 할 가
능성이 낮지만 자신이 직접 수행할 필요가 없는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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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에 대한 양심의 비용이 낮아져 이를 묵과하거나 관대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관리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아닌 사람들에 비해 규정이나 절
차의 준수를 더 엄격히 강조하는 입장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관리자는 거짓말에 대해서 더 관대할 수도 반대로 엄격할 수도 있는 입장
이라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자신의 업무나 직급에 따라 거짓말에 상이한 태도를 지닐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설문을 구성하였
다. 여기서의 설문 대상이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에도 해당된다는 점을 고
려하였고, 일선직원, 중간관리자, 고급관리자 층을 구분하여 설문을 구성하
였다. 이제까지 통제변수에 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면 아래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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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통제변수의 측정
성별 : 1. 남자 2. 여자
나이: 실례지만, 귀하의 나이(연세)는 올해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

) 세
문1-3)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고졸미만

고졸

대졸이상

①

②

③

문1-4) 귀하의 월 가계 소득 평균은 대략 어떻게 되십니까?
월200-300만원 월300-500만원 월500-800만원
월800만원 이상
월200만원 미만
미만
미만
미만
①
②
③
④
⑤
문1-5) 귀하의 종교는 어떻게 되십니까?
불교

천주교

기독교

기타종교

무교

①

②

③

④

⑤

현재 주로 근무하고 있는 곳에서의 직급은 어떻게 되십니까?
사원, 대리이하

계장, 팀장

과장급이상

7급이하

6,5급

4급이상

①

②

③

해당없음
④

현재 주로 근무하고 있는 곳(직장, 학교)의 유형은 다음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공기업,
행정부

입법부

교육기관,

공무원

공무원

기타 공공기

사기업

대학, 대학원
생

해당없음

관
①

②

③

④

⑤

⑥

두 번째는 설명변수는 개인 과거 경험 및 가치관과 관련된 것이다. 윤리
적 가치관은 부패에 대한 인식과 판단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은 주지
의 사실이다(조진호, 2014). 윤리적 가치관은 오랜 기간 형성되며 과거의
경험이나 생각은 현재의 가치관과 태도를 형성하는 데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거의 윤리적 태도나 소외된 이웃에 대한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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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동기, 사회 정의에 대한 인식이 현재의 윤리적 가치판단과 밀접한 관련
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이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왜냐하면 문화이론적 관점에서 가치관이나 이념은 어릴 적부터 사회화
과정을 겪으면서 신뢰에 기반을 둔 의사소통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장된 결
과라고 본기 때문이다(Almond & Verba 1963). 그러하기 때문에 과거의
부패 경험이나 윤리적 의식은 현재의 부패인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
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과거의 부정부패와 관련된 경험, 그리고
과거 윤리나 공공선, 사회정의에 대한 생각들이 현재의 부패인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라 가정하고자 한다.
Malgar et al.(2010)은 부패인식의 수준이 개인의 특성과 국가의 문화권
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세계사회인식조사(ISSP)의 데이터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과거의 부패한 경험이 많은 구 공산권 국가에서 부패에 대한 인식 수
준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과거 공공선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였을수록 현실의 거짓말에 대한 상황
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또한 과거에 부패를 많이
목격하거나 우리사회가 부패했다고 생각을 하였을 경우에는 거짓말에 대한
윤리적 판단 또한 엄격하게 형성될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이의 측정은 크
게 세 가지 측면으로 구성되었다. 하나는 과거 도덕, 윤리 교육에 대한 공
감, 두 번째는 소외된 이웃이나 공동체에 대한 관심사와 참여의사, 세 번째
는 사회정의와 관련되어 불의에 대한 저항의지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러
한 세 가지 변수를 과거-공공선(公共善)에 대한 변수로 명명하고자 한다.
이는 리커트 5점척도로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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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과거-공공선
질문
초중등학교에서 도덕이나 윤리교과서를 공부하면서 그 내용에 공감을 한 적이
있는지요?
중고등학교 시절 어른이 되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회봉사를 꼭 해보고 싶다
는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셨는지요?
중고등학교 시절 어른이 되면 사회정의를 위한 활동 꼭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셨는지요?

과거 부패에 대한 경험이다. 과거에 부패에 대한 경험은 현재의 거짓말에
대한 태도에도 일정한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패행위는 공공이
나 타인에게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꺼리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거짓말이 수
반될 수밖에 없다. 그러하기에 부패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거짓말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깊은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과거에 부패
를 많이 경험하거나 부패가 만연했다는 생각을 하였을 경우 현재의 경우에
도 거짓말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
다. 이와의 관련성을 탐구하기 위해 과거에 우리사회가 부패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는지와 과거 부정부패를 직접 목격한 적이 있는지를 측정하였다.

<표 7> 과거 - 부패경험
질문
중고등학교 시절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는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셨는지요?
중고등학교 시절 주변의 어른들이 저지른 각종 부패한 행동을 본 적이 있었는
지요?

다음으로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수직적, 수평적, 집단주의, 개인주
의)과의 관련성이다. 가치관과 문화적 태도는 거짓말에 대한 태도와 밀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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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검토한 가치관
변수를 활용하고자 한다. 우선 첫 번째로 활용할 변수는 수직적 집단주의,
수평적 집단주의, 수직적 개인주의, 수평적 개인주의의 척도를 우선 사용하
고자 한다. 애초에 박흥식(2002)은 19개의 설문항을 바탕으로 확인적 요인
분석을 통해 4가지 문화적 태도 성향을 확정지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설문문항이 너무 많아져 응답의 정확성이 감소하는 것을 방지 하고자 요인
적재량 값이 가장 높은 2가지 문항들을 대상으로 각각의 문화적 태도를 측
정하였다. 본 설문항은 집단주의나 개인주의 내에서도 수직적인지 수평적인
지에 따라 부패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좋은
변수이며,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의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검증가능성이 높아 선정되었다. 본 설문에서 활용된 척도는 5점척도이다.

<표 8> 수직적, 수평적, 집단적, 개인적 문화 태도
측정내용

질문
나는 혼자일 때 보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더 즐겁

수평적 집단주의

다
다른 사람들과 어떤 일을 함께 할 때 기분이 좋다
내가 원하는 것을 희생해서라도 나의 가족을 부양해야 한

수직적 집단주의

다
나는 내가 속한 집단의 다수의 의견을 존중한다

수평적 개인주의
수직적 개인주의

나는 다른 사람들에 의존하기 보다는 내 자신에 의존한다
나는 자주 내 방식대로 한다
경쟁 없이는 좋은 사회를 이룩할 수 없다
어느 경쟁에서나 이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끝으로 조직과 관련된 변수이다. 조직은 개인의 생각과 판단에 영향을 미
치는 주요한 특성이다. 자신이 어떤 조직 환경과 조직문화에 처하였는지에
따라 다양한 입장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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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거짓말과 관련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조직의 크게 다섯
가지 특성에 주목하였다. 그것은 조직이 공과 사를 얼마나 잘 구별하는지에
따라 거짓말에 대한 태도도 달라질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왜냐하면 조직을
위해서는 정직한 게 최선의 답이지만 개인의 욕심과 관계들 때문에 거짓말
에 대한 관대한 태도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동일한 맥락에서 두 번째는
조직 내 동료들끼리 얼마나 사적으로 친밀한지도 측정하였다. 마찬가지로
동료들끼리 개인적으로 친밀하다면 동료의 거짓말에 대해 서로 관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조직의 운영과 문화가 어떠한지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막스베
버의 관료제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전통문화나 관계지
향적인 문화가 지배적이라면 거짓말에 대한 관대한 태도를 보일 것이다. 왜
냐하면 과거 사회는 보다 관계 지향적이고 그러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부정
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윤활유로 이해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
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고주의가 작동하고 있는지, 두 번째는 조직
이 조직의 목표를 추구하는지 아니면 각자의 이익을 보다 우선시하는지, 그
리고 끝으로는 윤리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특
히 윤리경영은 2가지 설문으로 측정되었는데 각각 5점의 리커트 척도로 측
정되었다. 분석에서는 이를 단순 합산하여 최소2점, 최대10점의 척도로 분
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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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조직특성에 대한 질문
측정내용
조직_사적친밀감

조직_공사구분

조직_연고주의

조직_목표동질성

질문
나는 주로 일하는 곳(직장, 학교 등)의 동료들과 개인적인
일로 자주 만난다.
나의 주로 일하는 곳(직장, 학교 등)의 동료들은 회사가 제
공하는 전기, 커피 등을 내 것처럼 아껴쓴다.
학연, 혈연, 지연 등 인맥은 내가 속한 조직에서 승진 등
인사에 큰 영향을 미친다.
내가 속한 조직의 구성원들은 조직 목표보다 자신의 이익
을 추구한다.
내가 속한 조직의 윤리 강령을 어기면서도 실제 불이익을

조직_윤리경영

받지 않는 경우를 많이 봤다.
내가 속한 조직은 윤리적, 도덕적으로 운영된다.

3. 연구 분석 모형 및 분석방법
연구 분석 모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는 공공조직과 민
간조직에 거짓말에 대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모형이
다. 이를 검증하기 위한 방법은 t-검증을 통해 시도해 보고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t-검정은 치명적인 문제점을 가진다. t-검정이 방법론적으로 타당성
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실험과 유사한 상황에 직면해야 한다. 즉, 하나의 독
립사건을 제외하고 다른 나머지 조건들이 동일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
므로 본 연구에서 t-검정이 설득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공공분야나 민간분야
냐를 제외한 다른 모든 조건들(예를 들어, 성별, 나이, 가치관, 조직특성
등)이 동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검증 상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활

- 53 -

용하여 연구 분석을 보다 타당성 있게 진행해 보고자 한다. 다중회귀분석은
다른 조건이 똑 같다면 이라는 조건을 충족시켜주기 위해 다양한 통제변수
들을 설정하여 다른 변수들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는데 적절
한 방법이다. 또한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최소자승법(Ordinary Least
Square)을 활용하여 계수 및 그 유의미성을 검증해 보고자 한다. 이때 다
중회귀분석에서 활용되는 연구 모형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연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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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분석결과
1. 기초통계분석
본 연구의 주요한 변수들의 기초통계 분석은 아래 표와 같다. 가장 주요
한 변수라고 볼 수 있는 거짓말에 대한 태도는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그 평균이 3.23으로 거짓말에 대한 관대한 태도가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 표준편차는 0.8이다.
성별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약8%p 더 높게 표집 되었다. 이는 주요한 설
문대상인 병무청의 공무원 집단이 남성이 여성에 비해 더 많은 집단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연령은 최소 21세에서 61세까지 골고루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
교는 종교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46%, 54%로 비교적 균등하게 측정
되었다.
요인분석을 바탕으로 요인별 가중치를 통해 합산되어 도출된 개인과거에
관한 변수와 개인 가치관에 대한 변수는, 변수 생성 방법의 특성상 평균이
0에 가깝게 표준화 된다. 따라서 평균 및 표준편차가 가지는 의미는 크지
않다6).
다만 조직 특성 변수는 그 값을 그대로 살려 측정하였다. 그 결과 설문
대상자들이 응답한 자신이 속한 조직의 특성은 사적친밀감의 경우에는 평
균이 2.91로 중간 값인 3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며, 공사구분의 경우에는
평균값이 3.22로 공공기물을 아껴 쓰는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6) 이러한 표준화의 이유는 하나의 설문만으로 대상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2개 이상의 설
문으로 측정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단순 합산 등의 방법으로 설문을 합할 수 있으나 요
인분석을 통해 각 문항별 가중치를 할당하여 변수를 통합하는 것이 보다 타당한 방법이
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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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연고주의의 경우에는 그 평균값이 3.11로 나타나 연고주의 성향이
아직 상당수 잔존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조직 충성도의 경우에는 2.72로 3
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끝으로 윤리경영에 관한 설문은 평균값이 6.87로
점차 윤리 경영을 강조하고 있는 최근 경영환경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표 10> 기초통계 분석
변수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거짓말

972

3.23

0.80

1.00

5.00

성별

975

0.44

0.50

0.00

1.00

연령

973

40.66

8.55

21.00

61.00

학력

972

2.89

0.32

1.00

3.00

소득

972

2.89

0.95

1.00

5.00

근속기간

973

3.90

1.36

0.00

5.00

직급

972

1.47

0.64

1.00

3.00

종교유무

976

0.56

0.50

0.00

1.00

공무원여부

976

0.82

0.39

0.00

1.00

과거정의감

967

0.01

0.85

-2.91

1.93

과거부패인식

967

-0.05

0.70

-1.96

2.04

수평집단주의

966

-0.03

0.77

-2.97

1.99

수직집단주의

966

0.01

0.67

-2.39

1.99

수직개인주의

966

-0.03

0.66

-1.96

2.24

수평개인주의

966

-0.02

0.68

-2.57

1.95

조직_사적친밀감

972

2.91

0.83

1.00

5.00

조직_공사구분

972

3.22

0.80

1.00

5.00

조직_연고주의

975

3.19

0.84

1.00

5.00

조직_충성도

975

2.72

0.76

1.00

5.00

조직_윤리경영

975

6.87

1.31

2.0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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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관관계 분석
상관관계는 변수들 사이의 관련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는 인과관계를
지시하는 것이 아니며 변수들 사이의 공변성 분석을 통해 변수들의 특징을
나타내는 지표라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상관관계 분석은 크게 2가지 의
미를 가진다. 첫 번째는 주요한 변수들 사이의 관련성을 살피는 데 의미가
있다. 즉, 이를 통해 변수들 사이에 공변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는 것이
다.
두 번째는 다중 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다중회귀분석에 있어 두
변수들 사이의 관련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다중공선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다중회귀분석에서 각 변수들은 독립성을 전제로 하는데, 변
수들 사이의 관련성이 높으면 설명변수가 또 다른 설명변수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중회귀분석의 계수 값이 왜곡(bias)되어 나타날 가
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2가지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변수들과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분석결과, 상관관계의 절대 값이 0.6
을 넘는 경우는 2가지 경우가 있었다. 첫 번째는 연령과 근속기간이다. 이
둘 사이의 상관관계 값은 0.6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
견 자연스러운 결과로 보인다. 왜냐하면 근속기간은 연령에 비례하여 늘어
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두 번째 경우는 수평적 집단주의와 수직적 집단주의의 관계이다. 이 둘
사이의 상관관계의 값은 0.77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의 집단
문화의 특성인 것으로 보인다. 수평적 집단주의의 개념은 일견 수직적 집단
주의의 개념을 포괄하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수평적 집단주의는 집단
에 대한 소속감과 공동체 우선에 대한 가치를 나타내는 것이다. 한편 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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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집단주의는 집단을 위한 희생과 헌신, 그리고 복종을 강조하는 가치관이
다. 즉, 수직적 집단주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수평적 집단주의에도 얼마
든지 동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수평적 집단주의는 수직적 집단주의
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더욱이 한국의 집단주의 문
화에서는 이러한 가치관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둘 사이의 관련성
이 아주 높은 값으로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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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상관관계 분석

상관관계
분석표
거짓말
성별
연령
학력
소득
근속기간
직급
종교유무
공무원여부
과거정의감
과거부패인식
수평집단주의
수직집단주의
수직개인주의
수평개인주의
조직_사적친밀감
조직_공사구분
조직_연고주의
조직_목표동질성
조직_윤리경영

거
짓
말
1
-.02
-.14
-.01
-.04
-.06
-.03
.04
-.06
-.08
.11
-.04
.01
.12
.05
.05
-.03
.11
.02
-.08

근

종

성

연

학

소

속

직

교

별

령

력

득

기

급

유

간
1
-.18
.00
-.03
.00
-.24
-.03
.10
-.05
-.03
-.12
-.22
-.16
-.04
-.07
-.02
.07
-.03
-.01

1
-.20
.36
.62
.34
-.10
.39
.13
-.14
.17
.25
.11
.03
.16
.25
.06
.03
.08

1
-.01
-.08
.00
.04
-.02
.01
-.01
-.05
-.08
-.10
-.06
-.01
-.05
.02
-.04
-.04

1
.29
.35
-.05
-.02
.03
-.05
.05
.08
.02
.06
.05
.04
.07
.03
.02

1
.08
-.01
.46
.07
-.12
.03
.13
.03
.00
.16
.20
.15
.04
.02

무

1
-.03
-.25
.07
.01
.11
.12
.10
.10
.07
.02
-.05
.02
.03

1
.00
-.07
-.06
-.05
-.03
-.02
.02
.02
-.07
-.04
-.02
.05

공

과

무

거

과거

수평

수직

수직

수평

원

정

부패

집단

집단

개인

개인

여

의

인식

주의

주의

주의

주의

부

감

1
.12
-.07
-.06
.00
-.07
-.08
.05
.22
.15
-.04
.01

1
.31
.26
.26
.07
.06
.18
.20
.01
-.01
.14

1
-.01
-.05
.03
.10
.00
-.07
.06
.05
-.16

1
.77
.32
.16
.34
.15
-.05
-.09
.19

1
.50
.17
.26
.20
-.04
-.08
.24

1
.46
.13
.06
-.03
-.02
.07

1
.02
.00
-.01
.01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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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조직

조직

조직

조직

_사

_공

_연

_목

_윤

적친

사구

고주

표동

리경

밀감

분

의

질성

영

1
.15
-.01
-.03
.09

1
-.09
-.07
.22

1
.21
-.35

1
-.33

1

3. t검정
다음으로는 가설1의 검정과 관련하여 민간분야 종사자와 공공분야 종사
자 간에 거짓말에 대한 태도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해보고자 한
다. 이때 활용한 방법은 t-검정이다. t-검정은 평균값과 표준편차, 그리고
샘플 숫자를 활용하여 집단 간 평균값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
는 통계적 기법이다. 본 연구에서도 종속변수인 거짓말에 대한 태도가 공무
원과 민간분야 종사자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아래의 표와 같이 유의수준 5%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유의수준 90%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자세히 살피면 민간분야 종사자들의 평균값은 3.33, 공공분야
종사자들의 평균값은 3.21로 민간분야 종사자가 공공분야에 비해 평균값이
0.12 높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분석의 결과만으로는 공공분야 종사자나 민간분야 종사자 모두 유사하게
거짓말에 대한 태도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표 12> t-검정의 결과
집단

관측값

평균값

민간

175.00

3.33

표준
오차
0.06

공무원

797.00

3.21

0.03

합산

972

3.231

0.026

Ha: diff < 0
Pr(T <t) = 0.9656

Ha: diff != 0
Pr(T >t) = 0.0687

Ha: diff > 0
Pr(T >t) = 0.0344

그러나 이러한 분석결과는 분석방법으로 말미암아 여러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t-검정은 실험에 가까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t-검정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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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이 값을 신뢰도 있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왜냐하면 민간인과 공무원
이라는 차이점을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결과 값이 동일하여야 하는데 그렇
다고 말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설1을 검증하였다
고 말하기 전에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보다 설득력 있는 검증과정을 거치고
자 한다.

4. 다중회귀분석 결과
다중 회귀분석의 분석결과 설명력은 약 6.7%로 나타났으며, 공무원여부
에 따라서 거짓말에 대한 태도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사회경제적 변
수 가운데는 연령이, 개인변수 가운데는 과거 정의감과 과거 부패인식, 그
리고 수직적 개인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 그리고 조직 특성 변수가운데는
조직 구성원들이 사적 침밀감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 조직 내부에 연고주
의 성향이 강한지 아닌지 여부가 거짓말에 대한 태도와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다중회귀분석 결과
계수값
(표준오차)

종속변수: 거짓말

사회경제적
변수

성별

-0.04
(0.05)

연령

-0.02***
(0.00)

학력

-0.08
(0.08)

소득

0.01
(0.03)

근속기간

0.01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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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0.04
(0.05)

종교유무

0.04
(0.05)
0.03
(0.09)

공무원여부
과거정의감

-0.11***
(0.03)

과거부패인식

0.13***
(0.04)

수평집단주의

-0.11
(0.05)

수직집단주의

0.10
(0.07)

수직개인주의

0.16***
(0.05)

수평개인주의

-0.02
(0.04)

조직_사적친밀감

0.09***
(0.03)

조직_공사구분

0.04
(0.03)

조직_연고주의

0.11***
(0.03)

조직_목표동질성

-0.02
(0.04)

조직_윤리경영

-0.02
(0.02)

개인변수

조직변수

3.52
(0.40)

상수

***:P<0.01, **:P<0.05, *:P<0.1, 수정된 R^2=0.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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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세부적으로 다루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
된 관심사였던 공무원과 민간회사원 간에 거짓말에 대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에 관하여서는 다중회귀분석결과도 t-검정과 마찬가지로 유의미한 차
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공공분야 종사자
여서 또는 민간분야 종사자여서 거짓말에 대해 더 관대하거나 엄격하다거
나 하는 성향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여러

사회과학의

연구들은

공공봉사동기(PSM:

Public

Service

Motivation)라는 것을 근거로 공직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민간에 종사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공익에 봉사하려는 사람들의 특별한 태도라 할 수 있다.
공공봉사동기(PSM : public service motivation)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다.
일반적으로는 국가와 국민 그리고 사회를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이타적 동
기를 중시한다. 이타적 동기는 공익 및 공공목표를 위해 기꺼이 기여하고자
하는 공무원들의 고유한 동기라 말할 수 있다(Perry & Wise, 1990). 높은
PSM은 높은 윤리의식과 연결되어 있을 거라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논쟁적이지 않을 수 없다. 즉, 거짓말에 대한 태도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윤
리수준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존의 PSM에 관한 일련의 연구들
이 공무원들의 높은 윤리수준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면 거짓말에 대한 태
도가 민간근무자들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게 나타났다는 점은 PSM이 전제
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높은 윤리의식 수준에 대한 생각의 근거를 희석시킨
다는 점에서 향후 연구에서 학술적으로 좀 더 심층 있게 다룰 필요가 있다.
물론 거짓말에 대한 태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해서 PSM의 전체가
근거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즉 본 연구에서도 조직특성에 의해서는 차이
가 존재하는 바 그 조직특성이 공무조직과 회사조직의 본질적인 특성일 경
우에는 공공분야와 민간 분야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공공분야에 만연한 거짓말과 위증으로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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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접근 보다는 우리 사회에 확산되어 있는 거짓말과 그리고 사회전
체에 해악이 되는 거짓말을 통제할 수 있는 정책적 대응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연령의 경우에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생물학적 나이가 들면 자
신의 생각에 관하여 더 확고하게 믿는 성향을 가지게 되고 따라서 주변의
관계나 상황을 고려하기 보다는 자신의 가치나 의향대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에서도 나이가 증가할수록 거짓말에 대해서 엄격
한 성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왜냐하면 거짓말은 자신의 의사와 反하
기 때문이다.
또한 권력관계 측면에서 연령의 결과를 해석할 수 있다. 나이가 많을수록
사람들을 관리 통제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나이가 적을수록 하위직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관리직 입장에서는 거짓말할 필요성이 감소하고, 또한 자신
이 관리하는 대상 또한 거짓말을 하지 않기를 바랄 것이다. 반대로 나이가
어린 사람은 권력상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거짓말을 할 경우7)가 많기 때문
에 더 관대해질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성별, 학력, 소득, 근속기간, 직급, 종교유무 등은 거짓말에 대한 태
도와 통계적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직급은 직급이 올
라갈수록 거짓말을 통제할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측정한 거짓말에 대한 태도는 적당한
거짓말이기 때문에 공적 업무와의 직접적 관련성이 떨어져 보인다. 그러하
기 때문에 통계적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개인과 관련된 변수 가운데는 과거정의감, 과거부패인식, 수직적 개인주
의 성향이 거짓말에 대한 태도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정
의감이 설문 응답자가 과거 성장기 시절 우리사회를 위하여 정의나 봉사
7) 예를 들어 하급자가 지각해서 상급자에게 ‘늦잠을 자서’늦었다는 사실보다는, ‘지하철이
고장 나서’ 늦었다는 거짓말을 할 동기가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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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하려는 생각이 있었는지를 묻는 설문이다. 이러한 설문과 거짓말에 대
한 태도와의 관련성은 1%미만의 유의도로 과거에 정의감이 높았을수록 현
재 거짓말에 대한 태도도 엄격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정의감이 높은 사람
은 거짓말을 윤리 도덕의 문제로 이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짓말에
대해서도 엄격한 성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우
리 사회를 전반적으로 거짓말에 대한 엄격한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유
년기부터 교육과정이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즉, 윤리 도덕 교육 그리고 사
회에 대한 공공선에 대한 의식을 고양시키는 교육과정이 중요하다고 하겠
다.
반면 과거에 주변에서 부패 등이 발생하는 것을 목도 하였는지를 측정하
는 설문은 현재 거짓말에 대한 관대한 인식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즉, 과거 성장기에 만연한 부패에 대한 인식은 현실사회에 대한 적응과 인
정의 범위를 키우고 비도덕한 가치관을 수용하거나 인정하게 유도할 가능
성이 높다. 그러하기 때문에 비도덕한 행동이라 볼 수 있는 거짓말에 대해
서도 관대한 인식을 지니게 만들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분
석결과에서 과거에 부패가 만연하다고 느낀 사람일수록 거짓말에도 관대한
성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다음으로 개인변수 가운데 거짓말에 대한 태도와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난 변수는 수직적 개인주의 변수이다. 수직적 개인주의 변수
는 경쟁적, 배타적, 개인주의 가치관을 강조하는 변수이다. 이러한 가치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변수이다. 분석결
과 수직적 개인주의 가치관을 긍정할수록 거짓말에 대한 태도도 관대한 성
향을 드러내는 것으로 유의미하게 도출되었다. 즉,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는
타인에게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것
은 거짓말의 주요한 동기를 드러내는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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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일상에서 행하는 거짓말들은 결국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하는 것이라
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최순실 등 사태에서 고위 공직자들이 거짓말
을 행하는 것은 공직자여서 라기 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주장이 보다 더 설득력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수직적 개
인주의 성향을 가진다는 것은 개인의 가치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타인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거나 전체의 이익을 헤치더라도 거짓말을 이용해 개
인적 성취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수직적 개인주의
는 유의한 변수들 가운데 그 계수값이 가장 크다는 점에서 가장 강력한 영
향을 미치는 변수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책적 대응에서는 공무원들이
개인의 이익보다는 사회적 정의감 강한 사람들을 채용하거나 그런 마음을
고양할 수 있는 정책적 처방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조직특성변수가 거짓말에 대한 태도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
지에 관한 분석결과이다. 총5개의 변수 가운데 거짓말에 대한 태도와 관련
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변수는 조직의 연고주의 변수와, 조직 내 사적 친
밀감 변수이다. 연고주의는 관계지향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공사구분
을 형해화 시키며 부조리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윤견수,
2012). 이러한 연고주의 성향이 강한 조직에서는 거짓말에 대해서도 관대한
성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연고주의가 강
한 조직은 조직 내부의 사적 관계를 중시해 거짓말에 대해서도 관대한 성
향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즉, 내부의 인사나 승진 등이 연고주의에 영향
을 받는 다면 이러한 관계를 통해 승진 인사의 혜택을 받게 되기 때문에
적당한 거짓말은 서로의 관계를 우호적이게 하며, 외부의 인사나 국민들에
게 거짓말 하는 것 또한 큰 비난의 대상이 아닐 수 있게 된다. 오히려 연고
주의가 만연한 조직에서는 사적 관계에서 형성된 신뢰나 의리를 저버리는
것이 보다 큰 비도덕한 행동으로 해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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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맥락에서 사적 친밀감 또한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친분이 강하면 강할수록 동료의 거짓말에 대해 비난하기 보다는 포용할 가
능성이 높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적 친밀감이 강하기 때문에 거짓말 보다는
사적 관계가 앞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제까지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연구가설들의 설정이 기각 또는 채택되
었는지를 살피면 다음 표와 같다.

<표 14> 연구가설들과 분석결과
분류

번호

내용

연구결과

핵심
가설

1

거짓말에 대한 태도는 공공집단과 민간집단
사이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을 것이다.

채택

사회
경제
적
특성

2

연령이 증가할수록 거짓말에 대한 태도도 관
대할 것이다.

기각

3-1

거짓말에 대한 태도는 과거 사회적 정의감이
강했던 사람일수록 완고한 성향을 보일 것이
다.

채택

3-2

거짓말에 대한 태도는 과거 직간접적 부패경
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관대한 성향을 보일
것이다.

채택

4-1

수평적 평등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은 거짓말
에 완고한 성향을 가질 것이다.

기각

4-2

수직적 평등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은 거짓말
에 완고한 성향을 가질 것이다.

기각

4-3

수직적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은 거짓말
에 관대한 성향을 가질 것이다.”

채택

4-4

수평적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은 거짓말
에 관대한 성향을 가질 것이다.

기각

개인
가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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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특성

5-1

공사구분이 모호한 조직문화에 속한 개인은
거짓말에 관대한 태도를 보일 것이다.

기각

5-2

연고주의 문화가 강한 조직문화에 속한 개인
은 거짓말에 관대한 태도를 보일 것이다.

채택

5-3

조직충성도 성향이 강한 조직문화에 속한 개
인은 거짓말에 관대한 태도를 보일 것이다.

기각

5-4

윤리경영을 중시하는 조직문화에 속한 개인
은 거짓말에 엄격한 태도를 보일 것이다.

기각

5-5

사적친밀감이 강한 조직문화에 속한 개인은
거짓말에 관대한 태도를 보일 것이다.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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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
이제까지 본 연구에서는 거짓말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특히 초점을
맞춘 것은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
있었다. 특히 초점을 맞춘 것은 공공분야와 민간분야 종사자 사이에 거짓말
에 관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PSM(공직봉
사동기)에 관한 이론들은 둘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거라 주장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인 반면, 거짓말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 것인가 특히 윤
리적 관점, 실용적 관점, 문화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에 따라 거짓말은 공공
분야 종사자와 민간분야 종사자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을 것으로 주장
할 수도 있을 것으로 가정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분석 자료는 은종환(2016)의 박사논문에 1차적으로 이용
하였던 설문조사 결과이다. 그 설문조사 1216개의 자료 가운데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공무원과 민간기업 종사자만을 추려내어 총 976개의 설문자료
를 바탕으로 분석되었다.
분석결과를 정리하자면 공공분야와 민간분야 종사자들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배경에는 거짓말에 관한 문
제는 윤리적인 문제라 생각하는 경향의 사람보다는 개인의 이익이나 사회
생활, 사회문화의 문제라 이해하는 경향이 강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PSM의 문제와 관련하여 공무원과 민간인 사이의 질적 차이가 없다는 것은
기존의 PSM이론과는 맞지 않다. 또한 본 연구에서도 수직적 개인주의 성
향이 강할수록 그리고 조직문화가 연고 주의적 성향을 강하게 지닐수록 거
짓말에 대해 관대한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과거에 개인
이 부패 경험을 많이 할수록 거짓말에 관대한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거짓말을 개인의 윤리관이나 부패의 문제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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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시켜서 이해하는 경향보다는 개인의 가치관이나 조직문화, 사회문화와
관련시켜 이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하기에 공무원과 민간인 사이에
거짓말에 대한 유의미한 차이가 없게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결과는 지지되
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거짓말에 대해 관대할수록 부패에 대해서도 관대한 성향
이 있다는 것이다(은종환, 2016). 예를 들어, 촌지(寸志)라고 하면서 은사께
뇌물을 주는 상황을 살펴보자. 우리 사회의 문화가 촌지는 부패뇌물이라기
보다는 마음의 표현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그러한 배경에서 돈봉
투를 따뜻한 마음(촌지)라고 거짓말을 해도 그것이 거짓이라 보다는 우리사
회의 관습으로 이해되고 그러한 행동과 생각이 사회에서 더욱 강화되는 순
환이 벌어지는 것이다. 즉, 이러한 구조적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은 거짓말
에 관해 관대한 생각들이라 볼 수 있다. 돈봉투를 촌지로 거짓으로 부르고
이에 대한 문제의식마저 가지지 못하는 구조적 순환 배경에는 거짓말에 관
대한 우리 사회가 배경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부패행동과 부패확산에 중요
한 원재료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거짓말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의
사회경제적 변수, 개인의 가치관 변수, 그리고 조직문화변수로 구분하여 측
정 분석하였다.
개인의 연령에 따라 그리고 개인의 과거 경험이나 가치관에 따라 거짓말
에 대해 다른 성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인의 연령
이 많을수록 거짓말의 필요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연령은 거짓말에 대해 엄
격하게 만드는 중요한 변수라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일반적으로 상대적 연
령이 높은 관리직의 관점에서 거짓말의 통제는 조직을 운영하는데 중요한
요소라 볼 수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변수는 개인의 가치관 가운데 수직적 개인주의 변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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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개인이 경쟁이나 이기적 성향이 강해질수록 거짓에 관대해진다는
점을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이루사회가 보다 경쟁적이고 개인
적인 사회가 될수록 타인이나 공동체 정신보다는 개인의 성공을 위해 거짓
말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아까 지적하였듯 부패의
구조 속에 거짓에 대해 둔감한 문화를 조장하여 우리 사회의 부패를 조장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조직 또한 거짓말에 대한 태도에 일정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흥미로운 것은 연고주의나 사적 친밀감과 같은 공사구분을
모호하게 만들고, 승진 등 인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특성들이 거짓말에
대해 관대한 성향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위
와 같은 점, 즉 수직적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개인들이 사적친밀감, 연고주
의와 같은 조직문화 안에서 근무하면서 이에 적응 내지는 순응할 경우, 내
부적으로 부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 정책적으로 몇 가지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개인변수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과거
청소년기에 형성된 사회에 대한 헌신이나 공공의식은 현재의 거짓말에 대
한 판단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사회 구성원 개개인이 사회 전체의
이익을 공정하게 고려할 수 있다면 보다 나은 사회를 구성하는 데 큰 의미
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번째 시사점은 공공조직이든 민간조직이든 공적 책임과 사적 관계를
혼동하게 만드는 조직문화를 형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연고주의
와 같은 공적 시스템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인사 관행의 만연은 조직 시스
템을 붕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거짓말에 대해서도 관대하게 하여
저 신뢰 사회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불합리한
관행이나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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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부패의 관점에서 살펴보자면 부패를 줄이거나 예방하기 위해서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옛 교훈을 상기하며 거짓말의 문제를 보다 통
합적이고 심각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특히 앞에서 살핀바와 같이 치열한
경쟁을 통해 들어온 수직적 개인주의의 가치관이 강화된 공무원들이 개인
의 발전을 위해 거짓말을 이용하기 쉽다. 이러한 개인들이 연고주의, 사적
친밀감을 중시하는 조직문화에서 일을 한다면 개인의 영달을 위해 공공권
력을 남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이제까지의 연구결
과를 보면 거짓말에 대한 문제는 개인적 차원에서의 문제, 조직차원에서의
문제에 모두 영향을 받는다. 그러하기에 개인 차원에서는 어릴 적부터 거짓
말을 윤리의 문제로 바라보게 하는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
서도 알 수 있듯 어릴 적 부패행위를 보고 정의감을 느낀 개인들은 자라서
도 거짓말에 대해 엄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8).
또한 조직문화에서는 연고주의 문화를 배격할 수 있는 인사장치들을 보
완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에 연고 기록을 배제 한다든지 인사선발 시 참
고자료로 활용하지 않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수직적 개인주의 가
치관을 강화할 수 있는 시험이나 고시에 의한 공무원 선발을 배제하고 기
존의 경력이나 협력 경험 공적 소양을 중심으로 인력을

선발하는 것도 고

려해볼 만하다9).
또한 무엇보다 공공관련 일을 하는데 있어 거짓말에 대한 문제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거짓말은 부패행동과 관련 있다는 점
에서 그러하다. 그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는
‘거짓말을 하지 못하는 규정이나 법’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거
8) 2017.5월 검찰수뇌부 사퇴를 불러일으킨 소위 ‘격려금’ 사건도 이러한 분석틀로 완벽히
설명될 수 있다. 치열한 경쟁으로 검찰공무원이 된 사람들은 기존의 연고주의 질서로 무
장된 검찰조직에서 적응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만 원이든 돈봉투를 ‘김영란법’을 위배한
부패행동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격려금’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검찰은 법을 수
호해야 함에도 말이다.
9) 실제로 고대 아테네에서는 공무원을 무작위 선발하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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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의 씨앗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면 부패뿐만 아니라 공공분야의 투명성은
물론 효율성이 증가할 수 있으리라는 점에서 적은 비용으로 높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연구결과를 확정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무엇보다 본 연구는 모집단을 대표한다고 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설문을
수집하는데 있어 경제적자본의 한계로 말미암아 표본을 체계적으로 구성하
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하기에 설문의 대표성에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보다 엄밀한 검증을 위해서는 패널조사를 통해서 시계열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나 이러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한
계가 있다.
본 연구는 현 한국사회의 문제점을 거짓말의 만연이라는 시각에서부터
시작하였다. 위와 같은 연구결과에 대해서 거짓말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거짓말이 불러오는 부정적 결과에 대해 더 주목하여 이에 대한 정책적 대
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끝으로 제언하고 싶다. 적당한 거짓말은 관계
에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공적 영역에서의 거짓말은 내부관계(대통령과 수
석의 관계)에서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국가 전체의 관점에서는 심각한 손해
를 끼치고 문제 해결에도 큰 걸림돌이 된다. 그러하기에 국가는 손해를 크
게 발생시키는 공적영역에서의 거짓말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 등을 통해
정책적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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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Lie of Public Officials
- Focus on the difference between public and
private
Hwang, Taeyoung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Master of Public Policy)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his research, the subject of this study is a lies. Recently, the
impeachment situation of President Park, which was a major incident of
Korean society, the censure of national affairs such as Choi Sun-sil, became
bigger due to the lie of public office. If our society was liberal to lies or a
culture that severely prohibits lies, such problems would not have occurred.
From this point, the problem of officials' lies is not only directly related to
public corruption, but also in the administrative policy field, it is closely
related to the government's efficiency, effectiveness, fairness issues . It was
researched based on questionnaire materials.
To summarize the analysis results, it seems that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workers in the public sector and the private sector.
This is because the tendency to understand the problem of lies is not a
person who tends to believe that the problem of lies is an ethical problem
but a problem of individual interest, social life, social culture.
In addition, in this study, factors influencing the attitude of lies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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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d and analyzed by classifying them into individual socioeconomic
variables and individual value variables with organizational culture variables.
According to the age of the individual, It was able to confirm that is
consistent with personal experience and values. As the age of individuals gets
less need for lies, the age can be evaluated as an important variable to make
the lies strict. In particular, control of lies from the viewpoint of a manager
of a relatively older manager can be seen as an important factor in
organizing the organization.
Especially noteworthy variables are vertical individualism variables in
individual values. It was also possible to statistically confirm that individuals
are lying fake liberally as competition and selfish tendencies become stronger.
This indicates that If society becomes more competitive and personal society,
the more likely it is to use lies for personal success than others and
partnership. As pointed out earlier, it can be a serious problem in that we
can encourage cultures like corruption in the structure of corruption and
encourage the corruption of our society It suggests that there is.
The organization was also able to confirm that it could have a certain
influence on the attitude of the lies. Interestingly, we could statistically
confirm that we can make a generous tendency to have ambiguity of the
same construction classification as the neighbors and private intimacy, and
have characteristics that can influence personnel management such as
promotion. That is, individuals with a strong vertical individualism tendency
work in an organizational culture such as private intimacy, inter-racialism,
adapting or adapting to this, internally corrupt It can be said that sex is high.
From that point of view, we can confirm some suggestions from a policy
point of view. Education will be important at first. As we could confirm
with private variables, the commitment to society and public consciousness
formed in the past adolescence has an influence on the judgment of the
current lie. If each member of society is to fairly consider the interests of
society as a whole, it is expected that there will be significant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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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constructing a better society.
The second suggestion is that public organizations and private organizations
should not form an organizational culture that confuses public responsibility
and private relations. Especially the spread of personnel practices that collapse
the public system like ointment attention not only collapses the system of the
organization but also promotes my trusted society by liberalizing the existence
of our society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you can do.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make efforts to improve irrational practices and systems.
keywords : lies, corruption, gray corruption, public corruption,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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