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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고질적인 병폐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부패에 대한 대책으

로서의 전자정부의 부패통제효과를 재확인하고, 부패통제의 효과적인 수

단으로 알려진 부패통제기관과의 상호작용을 확인함으로써 전자정부의

부패통제효과를 재검증하고자 한다. 부패통제수단은 개인적・제도적・환
경적 차원의 수단들이 도입되어왔다. 본 연구는 제반 수단들 가운데서

가장 최근에 도입되기 시작한 전자정부의 반부패효과를 실증적으로 한

번 더 재검증하는데 취지가 있다. 전자정부는 정보통신기술(ICT)를 기반

으로 전산화・정보화된 정부를 통해서 정부업무를 처리하는 가상 정부를

말한다. 전자정부의 등장은 부패통제에 신기원이 될 수도 있다는 기대를

고양시켰다.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전자정부의 반부패효과에 대

한 실증적인 재검증을 재차 시행함으로써 전자정부의 실질적인 효과를

다시금 살펴보고자 함이다. 전자정부의 부패통제효과에 대한 논의는 다

음과 같은 맥락에서 진행된다.

첫째로, 전자정부가 행정의 투명성을 대폭 증진시켜 부패를 크게

감소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전자정부는 정보통신기술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ICT)를 기초로 이루어진 기술

집합체이기 때문에 그 기술의 성질상 개방성・공개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내포된 개방성과 공개성으로 인해 행정상의 투명성이 크게 확보

될 것이라는 기대가 고취되었다. 행정의 투명성 확보는 부패통제의 핵심

적인 기제였기 때문이다. 둘째로, 전자정부가 행정의 민주성을 확보해서

부패를 자연스럽게 통제할 수 있게 도와줄 것이라는 이론이 등장했다.

전자정부는 인터넷의 연결성 때문에 전자정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수준

의 접속성을 가져다주었다. 그 결과로 학자들은 전자정부가 수많은 시민

들의 접속을 도와주면서 행정 자체의 민주성을 확보해서 그동안 비밀과

은폐로 인해 조장되었던 부패를 통제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이론을 내세웠다. 그리고 이러한 이론들에 상응하는 많은 이론

적・실증적 연구결과들이 산출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전자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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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신기술을 고차원으로 통제할 수 있는 관료들에 의해서 새로운 종류의

부패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연구결과들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태

도는 전자정부의 도입 시작부터 제기되었던 문제들인데 전자정부를 악용

해서 전자정부를 활용할 줄 모르는 시민들과 상관들을 피해서 그 전보다

더 큰 부패를 조장할 수도 있다는 연구들이었다. 특히나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들에서는 행정 자체의 비민주성과 불투명성으로 인해서 전자정부

의 내재된 성질과는 달리 부패가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생겨났다. 따

라서 전자정부에 대한 세 번째 태도는, 전자정부가 부패통제수단으로 도

입되지만 기술 자체를 악용하는 관료들에 의해 새로운 부패(전자부패)를

만들어내고 기존 부패세력들을 더욱 강성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는 주

장이다. 우리나라, 이탈리아, 러시아 등의 국가들은 전자정부 도입 이래

로 전자정부 자체는 세계 상위권에 속하지만 부패는 더욱 악화되거나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본 연구는 따라서 전자정부의 부패통제효과에 대해서 재검증을 시도

하고자 한다. 전자정부가 많은 학자들에 의해 지지되어 오고 있는 것처

럼 부패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인지가 핵심 연구문제다. 전

자정부가 부패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수단이라면 다른 대체수단

이 필요하다. 전자정부는 그 성질상 일종의 행정상 제도에 속하기 때문

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과 집행부가 따로 있다. 그러나 집행주체

는 하나로 통합되어 있지는 않고 각 행정부처마다 전자정부를 관리하는

부서들이 따로 독립적으로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청와대 수준에서 전자

정부를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부패통제를 목적으로 할 때 전자정부를

도입・활용할 집행기관으로서 부패만을 전담 통제하는 부패통제기관을

두었다.

부패통제기관은 역사적으로 1950년 이래로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영

국과 홍콩 등지에 설립되면서 현재(2015년 기준)로서는 대략 전세계 97

개국에 설치되어 있다. 부패통제기관의 반부패효과에 대해서 학자들은

전반적으로 지지하는 학설을 내놓았다. 다만 부패통제기관에 대해서 만

병통치약(Panacea)이 될 것이라는 기대는 지나치다는 의견이 있다. 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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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기관은 사법적・재정적인 독립성과 적절한 수준의 수사권을 갖춘다

면 부패통제에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싱가포르나 홍콩의 경우

가 대표적인데 이 국가들은 부패통제기관의 덕을 크게 보았다. 그러나

중국이나 러시아 등의 경우에는 부패통제기관이 권력자의 시녀나 종노릇

을 하게 되는 양상을 보였다. 부패통제라는 명목으로 권력자의 반대세력

들을 척결하는 양상이었다. 최근의 필리핀의 경우도 부패통제기관의 독

립성이 확보되지 않아 권력의 시녀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학자들의 통일된 의견은 부패통제만을 전담하는 독립기관의 중요성은 부

패통제에 결코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설령 권력화된 기관으로 전락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패통제기관은 독립적인 사법・행정기관
으로서 필요하다고 본다. 검찰이나 감사원만으로 부패라는 큰 병폐를 완

전히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패통제 시에 전자정부라는 도구와 부패통제기관이라는 주

체의 상호작용으로 부패통제효과의 증폭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다. 부패통제기관이 행정부패를 통제할 때 전자정부라는 신기술을 사용

한다면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다중회귀분석을 통

해 전자정부의 부패통제효과를 먼저 살펴본 다음에 부패통제기관의 반부

패효과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전자정부를 부패통제기관이 활

용하는 조절효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고찰해보았다. 2014년과 2016년의

자료를 사용했다. 따라서 독립변수는 전자정부로 두었고 종속변수는 부

패인식지수(CPI)로 두었다. 그리고 통제변수는 민주주의 수준, 일인당 국

민소득, 교육수준, 언론의 자유를 두었다. 조절변수는 부패통제기관이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전자정부는 많은 학자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효과적인 부패통제수단인 것으로 재차 확인되었다 부패통제수단

으로서 큰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기대되는 전자정부는 본 연구에서 다시

금 그 효과를 입증했다. 통제변수를 선행연구들과 다르게 배치하여 회귀

모형을 변경했으나 반부패효과는 재차 입증되었다. 부패통제기관이 없는

국가와 비OECD 국가들에서는 전자정부의 반부패효과가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전자정부의 부패통제를 위해서는 제반환경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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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추어져야 하며 필수조건들이 구비되어야 한다는 선행연구들과 비슷한

연구결과다. 따라서 전자정부 자체에 부패악화의 잠재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볼 여지를 발견했다. 이를 조절할 변수의 필요성도 생성되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에 볼 수 있듯이 전자정부의 회귀계수는 CPI를 지속

적으로 상승시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활용하여

전자정부를 효과적으로 조절할 변수로서 부패통제기관을 상정할 수 있었

다. 전자정부가 부패를 통제하는 활동을 할 때 부패통제기관의 외부 조

절효과가 나타났다고 판단하기 충분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둘째, 부패통제기관의 조절효과를 살피기 전에 먼저 부패통

제기관 자체의 반부패효과를 살펴보았다. ACA의 존재유무에 따른 효과

를 살펴보고 ACA가 설치정도에 따러서 효과가 커지는지 여부를 살펴보

았다. 연구결과는 두 가설 모두 다 기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패통제

기관 외의 통제변수들은 모두 다 부패통제효과가 있었다. 부패통제기관

의 경우 독립성과 법치주의와 법치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에는 큰 효과가 없다는 선행연구들과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였다. 민

주주의 수준이 발달되지 않을 경우에도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연구

결과와도 부분적으로 같았다. 부패통제기관이 만병통치약처럼 한 때 여

겨졌던 것이 실제 행정현장에서 무너졌다는 연구들과도 부합했다. 그러

나 독립성과 집행력 등의 적합한 행정환경이 갖추어지면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은 틀린 것으로 드러났다. 부패통제기관은 그 자

체로서는 통제효과가 떨어지고 무언가 부패통제기관의 기능을 발휘하게

해줄 촉매제 같은 변수가 필요했다.

따라서 셋째로, 전자정부와 부패통제기관과의 상호작용을 살펴보았

다. 전자정부는 부패통제기관의 통제력을 되살려줄 촉매제가 될 수도 있

다. 부패통제기관은 전자정부를 도입・활용함으로써 전자정부 자체의 부

패통제효과를 큰 폭으로 상승시킬 수도 있다. ACA의 설치유무와 더불

어 설치정도에 따른 조절효과를 알아보았다. 부패통제기관의 설치된 회

귀모형이라고 하더라도 전자정부는 여전히 부패를 통제했다. 부패통제기

관의 조절효과는 나타났으나 본 연구의 가정과 기대와는 다르게 부패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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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관 자체는 유의미한 변수가 아니었다. 상호작용이 나타나서 부패통

제의 상승적 증진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가정했으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

미하게 도출되지 않았다. 전자정부를 부패통제기관이 활용해서 더욱 효

과적인 부패통제를 담당할 것이라는 문제의식은 기각되었다.

본 연구는 따라서 전자정부에 부패통제효과가 있다는 기존의 선행연

구들을 재차 입증해주는 연구가 되었다. 본 연구의 문제의식은 전자정부

가 부패를 통제하지 못하고 도리어 악화시키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도 있

기 때문에 이를 조절해줄 외부변수가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이를 부패통

제기관이라고 생각했다. 본 연구의 문제의식과 완전히 부합되는 회귀분

석의 결과들은 나타나지 않았다. 부패통제기관 자체의 부패통제 효과도

확인되지 않았으나 부패통제기관의 존재로 인한 조절효과는 나타났다.

다시금 회귀모형을 자세히 분석해본 결과 부패통제기관 미설치 국가들과

OECD 비회원 국가들은 전자정부가 부패를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했

다. 이 점으로 비추어볼 때 전자정부의 부패통제를 위해서는 제반환경들

이 필수적이며 전자정부 자체만으로 부패통제가 있다고 단언하기에는 논

거가 불충분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본 연구의 문제의식

가운데 부패통제기관이 통제․조절변수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가정은

부분적으로 충족되기는 하였다. 전자정부 자체에 부패를 악화시킬 수도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는 점도 시사할 수 있었다. 따라서

부패통제기관에 전자정부의 부패통제를 증강시키는 조절효과가 잠재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주요어: 부패, 행정부패, 전자정부, 부패통제기관(Anti Corruption

Agencies: ACAs), 부패통제효과, 조절효과

학번: 2011-2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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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부패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중요한 논제이자 화제였다(박정훈,

1998; 김병섭・박순애, 2013). 부패 가운데서 유독 행정부패는 동서고금

언제 어디서나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저해하고 궁극적으로는 행정

자체의 행정신뢰를 떨어뜨려서 대국민 서비스 제공 기능 자체를 크게 저

해하는 악영향을 주는 주된 요인이다(Shultz & Harutyunyan, 2015; Liu

et al, 2016; Gandia et al, 2016; D’agostino et al, 2016). 행정부패의 현

실에 대해서 茶山 정약용(1762~1836)은 그의 저서 목민심서에서 당시의

현황에 대해서 개탄을 하고는 했다(최병선・조병훈, 2006; 정희태, 2010).
우드로우 윌슨(Woodrow Wilson)은 행정의 비능률과 행정부패를 몸

소 목도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행정이라는 현상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이며 논리적인 연구를 최초로 시작하였다. 윌슨이 행정학을 연구

하기 시작할 당시의 미국은 뿌리 깊은 엽관제의 비리와 행정부패로 인해

신음하고 있었다(최진욱, 2006; 정정길, 2011; 김병섭・박순애, 2013).
어느 때나 부패는 중요한 과제였고 그런 만큼 행정부패를 해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그동안은 행정부패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직

윤리를 강화하고 공무원들과 관료들의 윤리와 기강을 바로 세우는 일에

많은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엄격한 통제와 법률집행을 통해 기강을

세우려고 했다. 그러나 부패가 행정 내부에서부터 퍼져서 결국에는 내부

의 윤리와 기강 문제와 행정부패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기도 했다(박영

원, 2006; 김병섭・박순애, 2013; 박종득・정재욱, 2004).

제2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부패와 유독 행정부패의 문제를 해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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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도입된 전자정부(e-Government)의 부패통제효과의 재검증이다. 전자

정부가 도입될 시점에서부터 여러 학자들은 전자정부의 기술적으로 내재

된 개방성・공개성・연결성이 행정 자체의 비리와 부패를 해결해줄 효과

적인 수단으로 작동할 것으로 보았다(Shin et al, 2007; Shim & Eom,

2008; Andersen, 2009; Bertot et al, 2010; 김태은・안문석・최용환,
2008; 최진욱, 2014; 최슬기・정광호, 2014; 김구, 2015). 전자정부가 행정

부패 감소에 도움이 되고 있으며 행정부패를 완화시키는데 정보통신기술

(ICT)의 발전에 의한 전자정부의 도입이 통계적・실증적으로 효과를 거

두고 있다고 보았다. 전자정부 자체의 기술적인 개방성은 비밀리에 행해

지던 행정관행과 밀실행정의 병폐를 해소해줄 것으로 큰 기대를 받고 있

다. 전자정부가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종국에는 민주성을 크게 향상

시켜 자동적으로 부패통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았다.

행정부패를 감소시키는데 행정의 투명성이 강조되는 것은 시민들이

행정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많고 행정의 내부 정보를 투명하

게 공개할수록 행정부패가 감소해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행정의 투명성을 진작시켜 행정부패를 감소시키는데 ICT를 통해 개발된

전자정부가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본다(John C. Bertot et al, 2010;

최슬기・정광호, 2014). 행정부패를 완화시키고 최소화시킬수록 행정능률

향상과 행정의 민주성과 형평성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된다(정정길, 2011).

행정부패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행정권력을 향유하는 자들이 자신의 권

력을 이용해서 정보를 비공개시키고 비밀리에 자신과 자신에게 관련된

고위층과 상류층과 관료들에게 불법적인 이익을 향유시키는 것이기 때문

이다(문정욱, 2015).

따라서 이러한 행정부패는 정경유착 같은 대한민국의 사회문제와도

직결되어 있고 작금의 국정농단 사태도 이러한 행정부패와 직결된 문제

이다. 그만큼 행정부패는 고질적으로 굉장히 오래된 문제이고 방치해서

는 안 될 문제이기도 하다. 그래서 전자정부라는 신기술에 대해 수많은

학자들과 관료들이 큰 기대감을 가졌으며 대대적으로 전자정부가 설치되

어왔다(김태은 외 2인, 2008; 김병섭・박순애, 2013; 최슬기・정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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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Bertot et al, 2010). 하지만 전자정부 자체의 부정적인 효과와 전

자부패라는 현상에 대해서도 많은 학자들이 우려를 표했다(최호진, 2011;

Heeks, 1998; Heeks, 2005; 문정욱, 2015; 정충식, 2015). 전자정부라는

신기술이 초반에는 효과를 나타내는 듯 했으나 기술에 익숙해지기 시작

한 공무원들이 신기술을 악용해서 새로운 전자부패를 창출해내기도 했

다. 법치행정과 투명하고 민주적인 행정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전

자정부가 부패에 악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특히 개발도상국과 후진국에

서 문제가 심각했다. 따라서 전자정부의 효과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학

자들은 전자정부를 도입하기 전에 법치행정과 민주주의부터 먼저 구축해

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니면 전자정부는 기존의 부패세력들에 의해 악용

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문제의식은 전자정부에 부패통제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패를 악화시키는 양면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아

직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전자정부라는 신기술이 부패를 해소시켜줄 것

이라는 가정은 신화 내지는 믿음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김병섭・박순
애, 2013). 전자정부가 시작된 지 이제 25년이 되어가고 있지만 전자정부

가 부패통제에 확실하게 실증적인 효과를 거두었다고 확증하기는 섣부르

다고 본다. 사람들은 전자정부가 시작된 이래로 보이는 신기술에 크게

매료되고 있다. 이 전자정부가 실증적으로 부패를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실하게 검증이 된다면 다행이다. 그러나 반대라면 부패통제수

단으로 전자정부에만 행정역량을 집중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전자정부

의 부패통제효과의 입증 여부에 관계없이 전자정부의 반부패를 도와줄

조력자가 필요하다고 본다(최슬기・정광호, 2014). 전자정부가 부패를 통

제한다는 이론이 다시 한 번 더 입증된다고 하더라도 조절변수의 역할이

필요할 것이다. 만약 전자정부의 부패통제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더더욱

이런 외부변수가 필요하다고 본다.

부패통제기관은 전자정부보다 40년 정도 전부터 싱가포르와 홍콩을

시작으로 전세계에 부패통제를 위해 도입되기 시작했다. 행정부패와 더

불어 국가의 전반적인 부패만을 전담하는 기관으로서 검찰과 감사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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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더불어 사법적으로 독립된 기간이다. 기관부패를 통제하는 법치나 행

정역량들의 요소들을 활용하여 부패통제의 직접적인 실행을 담당하고 준

사법적인 기능까지 갖추었다. 부패통제기관(Anti-Corruption Agencies)

는 부패통제라는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법부나 입법부 혹은 행정부

와 독립된 기관을 뜻한다(강성남, 2003; 김병섭・박순애, 2013).
영국, 싱가포르, 홍콩 등지에서는 이 반부패기구 즉 부패통제기관이

부패를 통제・완화・감소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최진

욱, 2005; 심재승, 2007; 박경철, 2016; 조재현, 2016). 반면 우리나라는 국

민권익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부패통제기관이 있는데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시작하여 국가청렴위원회(김병섭, 2002; 강성남, 2003; 김성호, 2005)를

거쳤다. 검찰이 있는데도 부패통제기관을 별도로 두는 것은 부패통제・
방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

고 실제로도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Heilbrunn, 2004; Meagher,

2005; Quah, 2016).

따라서 부패통제기관이라는 독립적인 행정기관이 전자정부라는 신기

술을 도입・활용하는 조절효과와 더불어 전자정부와 부패통제기관과의

상호작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부패통제기관도 전자정부도 모두 전통적인

부패통제수단이라기 보다는 새롭게 도입된 수단들이다. 새로운 부패통제

수단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부패가 더 효과적으로 통제될 수도 있다. 그

리고 전자정부가 만약 부패를 악화시킨다고 나타난다면 전자정부를 적극

적으로 통제할 부패통제기관의 존재는 더욱 더 필요하다고 본다. 영국,

싱가포르, 홍콩 등의 부패통제수준은 세계 최고수준인데 모두 다 부패통

제기관들이 상당히 성공한 국가들이다. 전자정부 수준 역시 모두 다 세

계 최상위권1)이다. 그런데 대한민국과 이탈리아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

고 전자정부도 세계 상위권인데도 불구하고 부패가 만연해 있다. 전자정

부라는 새로운 장치를 도입・활용할 행정주체가 없거나 부족하다. 전자

정부라는 신기술을 도입한 채로 방임했을 경우에는 감시자가 없어서 도

1) 2016년 기준 UN E-Government Survey의 EGDI 순위: 영국 1/193, 대한민국 2/193, 
싱가포르, 4/193. 홍콩은 조사되지 않았지만 홍콩과 싱가포르를 비슷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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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어 전자부패를 만들어내기도 했다(최호진, 2011; 정충식, 201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첫째로, 전자정부의 부패통제효과를 재검증하

고자 한다. 둘째로, 조절변수인 부패통제기관의 부패통제효과를 확인하고

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자정부의 부패통제에 부패통제기관이 미

치는 조절효과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부패통제기관이라는 변인의 존재유

무에 따른 전자정부의 반부패효과를 살피고자 한다. 연구를 시작하기 전

에 부패의 만연과 심각성에 대해 논하고 전자정부의 부패통제효과에 대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기로 한다.

제3절. 연구대상 및 방법

따라서 전자정부 발전도(E-Government Development Index: EGDI)

가 부패통제기관의 존재 유무에 따라 부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Regression Analysis)를 실시하고

자 한다. 각 변수들의 연구 국가들의 수는 변수들마다 달랐다. 하지만 회

귀분석의 일관성・타당성・신뢰성을 위해 해당 국가를 165개로 맞추었

다. 그리고 2012년과 2014년의 연도별 데이터를 활용하여 연도별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종속변수는 독립변수와 통제변수 다음연도인 2013년과

2015년으로 설정하였다. 전자정부 자체의 부패통제효과에 대해서 중점적

으로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부패통제기관의 조절변수로서의 역할도 중

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제2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제1절. 부패

1. 부패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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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사 속의 부패

행정부패는 통시대적이며 고질적인 병리현상으로서 동서고금을 막론

하고 세계 도처에서 기생해왔다. 역사 이래로 고위관료들과 공무원들과

하급관리들의 부패는 큰 지탄의 대상이 되어왔고 사회와 국가를 좀 먹는

암세포 같은 역할을 해왔다. 고대 이집트 왕조에서도 관리들의 부패와

뇌물수수 그리고 뇌물제공 등의 혐의를 파피루스에 기록한 문서가 발견

되기도 했다. 인도의 고대 철학자이자 정치가였던 카우틸랴(Kautilya)는

법치를 좀먹는 가장 큰 해악으로 부패를 꼽았다(박영원, 2006; 김병섭・
박순애, 2013). 정약용은 18세기 말엽 목민심서(牧民心書)를 쓰게 되는데

이 목민심서에 당시 부패와 비리의 참상이 잘 드러나 있다(최병선・조병
훈, 2006; 정희태, 2010; 김병섭・박순애, 2013).

2). 부패의 개념

부패에 대한 개념적 논의들은 무수히 많다.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부패란 개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지위상의 권한을 이용하여 개

인적이나 자기 집단 중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박순애・박
재현, 2009; 정정길, 2011; 최호진, 2011; 고길곤・이보라, 2012; 고길곤・
조수연, 2012; 김병섭・박순애, 2013). 부패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행정

부패는 행정관료가 행정상의 지위를 악용하거나 권한을 이용해서 개인・
자기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부패의 개념적 구성요소로

서는 청렴성, 투명성, 책임성을 들 수 있다. 세 가지 구성요소가 얼마나

훼손되었는지를 판단하여 부패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부패란 형법상으로 횡령・배임 등의 죄를 말한다. 행정부패는 자기나 자

기 친족이나 자기 친구들을 위해서 공공의 세금이나 국고를 가져가는 행

위라고 보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부패 자체가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사회이익을 창출한다는

이론도 있다. 너무 빡빡한 사회구조에 기름 같은 윤활유의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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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그래서 부패와 행정부패가 오히려 권장되었던 시기도 있었다

(정정길, 2011). 하지만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고 하여도 부패를 만연케

할 수는 없다. 행정부패가 줄어드는 편이 행정부패가 만연하는 것보다

사회이익 창출에 더 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김병섭, 2000). 부패는 세

계 도처에 사회 어디에나 만연해 있다. 재벌총수 등이 정치인들과 결탁

하는 것도 대표적인 부패다. 하지만 부패는 행정부패라는 인식이 만연해

있다.

3). 부패의 영향

행정부패가 지탄과 비난을 받게 되는 이유는 행정부패의 본질 속에

공익과 관련된 규범적 정당성이 그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익과 윤리와 도덕에 의해 공공의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의 부패에 대해

대다수의 시민들은 굉장히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정정길, 2011; 고길

곤・이보라, 2012; 고길곤・조수연, 2012). 부패는 정부신뢰를 크게 감소

시키고 정부신뢰의 감소는 행정능률을 크게 저하시킨다. 시민들은 부패

가 심각해질수록 부패한 관료들을 불신하고 업무를 보려고 하지 않고 납

세거부 같은 저항도 일어난다. 부패한 관료에게 먼저 다가가서 뇌물을

제공하면 세금을 대폭 삭감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부패는 정부신뢰를

무너뜨리고 결국에는 행정전반의 무능력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크다. 부

패는 행정의 비효율성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경제 성장의 총체적인

저하와 국가 전체의 비능률을 가져오는 심각한 문제다(강원택, 1999; 김

상헌・김은지, 2011; 김상헌・김은지, 2014; 김병연, 2015; Liu et al,
2016; D’agostino et al, 2016). 부패를 개선하기 위해 복잡한 법률만 대

폭 생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면 부패는 조세법령의 복잡성까지 가져

와 복잡한 법령에 의한 행정 비능률을 초래한다. 그 결과로써 조세저항

이 일어나고 정부 및 민간 생산성도 크게 떨어지며 결과적으로 부패가

심한 국가일수록 경제 성장이 더디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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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패의 원인

부패의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진단이 행하여져 왔다. 과거에는 부

패하고 타락한 인간본성과 마음이라는 의견들이 많았다. 타락한 죄악이

부패의 원인이라고 보기도 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부패의 근본적인 원인

에 대해서 개인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이 아니라 부패하고 타락한 사회에

대한 비판으로 논점이 옮겨졌다. 그러나 지나치게 사회구조적인 원인에

모든 책임을 돌리려던 사고방식은 다시 비판을 받고 개인과 사회와 제도

적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부패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부패라

는 개념 자체가 복잡하고 의견이 상충하는 개념이다 보니 그 원인에 대

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하다(김병섭, 2002; 김병섭, 2005; 최호

진, 2011; 고길곤・이보라, 2012; 고길곤・조수연, 2012). 대체적으로 부패

의 원인들은 사회경제 여건, 정치적 여건, 발전행정의 부작용, 무능한 통

치체제, 부적절한 보수와 편익, 관행, 분권화, 신분불안, 낮은 임금, 직업

윤리의 타락, 행정절차의 비효율성, 번문욕례, 고객의 이기적인 사고방식,

공무원의 도덕과 윤리의식 부재 등 여러 가지로 설명되고 있다(박정훈,

1998; Quah, 2016; An & Kweon, 2017). 번잡하고 복잡하며 너무나 많은

숫자의 법률과 규칙과 명령들 때문에 도리어 부패가 발생하고 있다는 분

석도 있다. 이런 부패의 다양한 원인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형화하

기도 한다. 미시적인 차원과 거시적인 차원으로 나누기도 하고 근본적인

원인에만 집중하는 경우도 있다. 정정길 (2011)은 부패의 원인을 미시적

인 측면에서 관료 개인의 부패욕구에 집중했고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고

도성장에 따른 행정역할의 증가와 법률 및 제도의 비현실성 및 급속한

행정환경의 변화 그리고 체제부패를 들고 있다. 대체적으로는 미시적인

측면을 (1) 개인적 요인으로 거시적인 측면들을 (2) 제도적 요인과 (3)

환경적 요인으로 나누어서 규정한다(Williams, 2000; Quah, 2011).

1). 개인적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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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의 원인에 대한 가장 오래된 분석은 도덕적 해이라는 개인적 차

원의 분석이다. 인간본연의 심리적 측면에 주목하는 입장이다. 한 개인이

뇌물을 받을까 말까를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받고 행정을 굽혀서 부패하

게 만드는 것은 개인의 도덕과 의지의 문제라는 것이다. 관료들은 통상

부패로 인해 자신이 받을 이익이 부패로 인한 처벌보다 더 클수록 부패

를 저지르는 경향이 있다(Williams, 2000; Quah, 2011). 관료 개인이 지

불해야 하는 비용보다 얻을 수 있는 수익이 훨씬 더 클 경우에는 부패를

손쉽게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정길, 2011). 준법정신과 윤리의식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이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분석

이다. 개인적인 타락과 부패가 행정부패로 직결된다는 논지로서 인간의

욕구와 성취욕 등에 의해 부패가 발생한다고 본다(최호진, 2011). 한 개

인의 의지에 따라서 부패가 좌우된다는 뜻인데 이는 수천 년이 지난 지

금도 통용되는 사상이나 비판도 많이 받고 있다.

2). 제도적 요인

부패의 원인들이 개인적인 차원에만 있다고 하던 입장과는 반대로

국가의 제도 및 법률에 의해 부패가 발생한다는 입장도 있어왔다. 개인

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부패한 제도 및 법률을 어길 수는 없기

때문에 개인적인 차원에만 부패의 원인을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다. 규칙이나 법률 등의 제도의 기반이 부패한 구조로 되어 있다면 이러

한 조직 구조적인 차원의 부패는 당연히 개인의 부패로 머물게 된다고

보는 것이다. 최근 들어서 더더욱 각광을 받고 있는 입장으로서 행정의

제도적・법률적 차원의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이런 원인들은 (1) 법 제

도적 장치의 미비와 (2) 관료통제장치의 미비나 형식적 통제 그리고

(3) 법률적 재량행위의 오・남용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3). 환경적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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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차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형성하는 국가나 사회

환경 전반에 부패(행정부패 및 관료부패)의 원인이 있다고 보는 입장이

다. 정경유착이나 정치행정문화의 후진성 등을 들 수 있다. 부패한 관행

도 이러한 환경적 차원에 속하는 부패의 원인이다. 정치체제 자체가 성

숙되어 있지 못하고 민주주의 수준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부패가 발생한

다고 본다. 민주적이고 투명한 행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부패가

발생한다. 언론・출판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도

해당한다. 언론의 자유는 행정의 개방성・투명성과 직결된다. 언론의 자

유가 떨어질수록 부패한 행정관료들의 비리가 공중에 전파되지 않으며

그 결과로 부패세력들의 비리는 더욱 더 강화되는 연쇄구조가 형성이 된

다. 비정상적인 정책추진이나 불안한 정치경제구조 등도 이에 해당한다.

공직기강의 해이나 정부신뢰의 하락도 이러한 환경적 차원의 원인들로서

지금까지의 원인분석에서 가장 폭넓은 개념이다.

그 외에도 행정현장에서 실제로 부패를 직접적으로 발생시키는 몇

가지 원인들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관료들의 과도한 재량권

과 둘째, 이러한 관료들과 민원인들과의 잦은 대면접촉과 셋째, 과도한

재량권에 의해 발생하는 행정관료들과 일반 시민과 민원인들과의 정보

격차 및 정보 비대칭 그리고 넷째, 이러한 행정관료들에 의한 행정 투명

성의 부재로 꼽았다(고길곤・조수연, 2012).

3. 부패통제

1). 개인적 차원

행정부패의 문제에 대한 대책은 인성의 함양과 제도・법률의 개선과

행정환경의 변화로 나누어진다. 인성함양은 옛날부터 사람들에게 도덕과

윤리와 사상 시간에 전해지고 있다. 시민들도 이러한 가르침이 중요하다

는 것은 잘 알고 있다. 이러한 인성의 함양은 구체적으로는 법을 잘 지

키는 준법정신 함양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가르침들을 굉장히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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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킨다면 여러모로 큰 이득이 되며 많은 이익을 거두고 사회적으로도 효

과가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러한 가르침들은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가르침들 자체가 지키기 어렵고 번거롭기 때문이다. 소

크라테스나 공자의 가르침이 인성함양의 대표적인 방법이다. 우리나라의

정약용도 성리학에서 한 걸음 나아가 실학을 설파하면서 윤리의식 및 준

법정신 고취를 주장했다(최병선・조병훈, 2006). 윤리의식 및 준법정신

고취는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기도 하다(김병섭,

1999;). 그러나 교육으로 인성함양을 이룩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효과적인

수단으로 사료되어왔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교육수준 향상은 효과적인

부패통제 수단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2). 제도적 차원

그러나 벤담이나 칼 맑스나 프로이트 등의 철학자들이 등장하면서

제도의 개선이 가져오는 부패방지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게 되

었다. 제도를 개선해서 관료와 공무원들이 부패를 스스로 방지할 수 있

도록 도움을 주는 시스템을 만들면 훨씬 더 효과가 있다는 말이었다. 다

산 또한 윤리의식 고취와 가부장적 윤리의 복구만큼이나 법제도의 전폭

적인 개선을 촉구했다(최병선・조병훈, 2006). 특히나 행정의 경우에는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운동에 의해서 제도와 구조를 개선하면 부패나 비

리 같은 부(-)의 효과를 가져오는 행정현상들은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고 믿게 되었다. 인성함양과 윤리교육에 치중하기 보다는 행정업무환경

과 행정청의 구조나 행정의 제도개선에 힘을 써야 한다는 말이다(김병

섭, 2000). 제도・법률의 집행이 너무 엄격해지면 부정적인 효과가 나온

다(한인섭, 1999; 한인섭, 2004; 배일섭, 2004; 김상헌・김은지, 2014). 그
렇다고 제도나 법률을 느슨하게 바꿀 수는 없다.

행정부패를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행정부패가 금

세 또다시 독버섯처럼 자라나서 행정에 퍼지는 일이 생기기 마련이다.

행정부패를 개선하는 가장 전형적인 방법 중의 하나가 임금제를 개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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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공무원・관료의 임금을 대폭 늘리는 것이다(김상헌・김은지, 2011).
행정부패의 방지는 행정의 대국민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만족

도의 향상으로 이어지고 행정자원의 오남용을 방지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김구, 2015). 결과적으로 제도 및 법률의 질적 수

준을 크게 향상시키는 것으로 효과적인 부패통제를 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서서 법치(法治: the Rule of Law)를 실현

하려는 노력이 있어왔다. 사회 전반이 법률에 의해 통치되는 거버넌스와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이는 법치행정과 심화된 거버넌스로 귀결

된다(김상헌・김은지, 2011; 김상헌・김은지, 2014). 또한 법률은 그 자체

로 국가 청렴도를 상승시키는 기제이기도 하다(박순애・박재현, 2009).
이러한 법률들이 제정되면 법률들에 의거하여 정부기관들과 공공기관들

이 활동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부패통제를 위해 활동하는 기관들은 대

개 검찰・경찰과 법원과 감사원 그리고 독립적인 부패통제기관

(Anti-Corruption Agency: ACA) 등이다.

검찰은 행정을 감시하기는 하나 부패통제와 관련된 업무만을 전담하

는 기관은 아니다(한인섭, 1999). 옷로비 사건을 계기로 특검이 시작되면

서 검찰은 특검을 새로운 무기로 부패를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으

나 큰 성과를 거두고 있지는 못하다(한인섭, 1999; 한인섭, 2004). 검찰보

다 더 직접적으로 부패통제와 많은 연관을 맺고 있는 것은 감사원과 부

패통제기관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부패통제기관으로서 국가청렴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로 발전하여 활동하고 있다(김병섭, 2002; 김성호, 2005).

따라서 부패통제에 대한 한계가 드러나기도 하며 이러한 점이 여러 방면

에서 지적되고 있기도 하다(최호진, 2011). 그러나 싱가포르・홍콩・영국
등지에서는 부패통제기관의 성공적인 사례들이 꾸준히 드러나고 있다.

이는 기본적인 법치와 제도의 개선만큼이나 제도의 효과적인 집행이 중

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실례라고 할 수 있다.

3). 환경적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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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적인 차원에서 국가 전반의 경제적인 수준을 높이는 방법이 반

부패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제시되어왔다. 부패한 관료들은 대개 임

금만으로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부패를 저지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의식주를 해결할 만큼의 경제성장이 이루어진다면 대부분의 사사로운 부

패들(급행료 등)은 사라진다고 본다.

또한 행정부패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자 다양한 수단들이 동원되어

왔고 이 중의 하나로 행정의 투명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제안되었다.

행정의 투명성은 부패의 반대개념으로 상정되고 있고 행정 투명성의 진

작은 여러모로 행정부패를 완화시키고 감소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

다. 우리나라, 싱가포르, 홍콩, 대만 등지에서 그런 효과가 나타났으며 중

국에서도 투명성 진작의 시도는 계속 되고 있다(Iqbal & Seo, 2008; Jun

et al, 2014). 행정 투명성 진작은 부패통제의 핵심적인 개념이다. 행정

투명성 진작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정치적인 권리와 헌법상의 기본적인

자유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래야 여러 사회주체들에 의해 행정의 직간

접적인 감시가 가능해진다. 행정 투명성 진작은 결과적으로 행정의 민주

성 향상과도 직결되어 있다. 이러한 시도들은 결국에는 한 사회의 민주

주의 수준과 연관된다.

투명성이 존재한다면 행정의 과오를 시민들이나 공무원들이 자체적

으로 점검할 수 있다. 부패의 반대개념으로 여겨지는 청렴성도 투명성과

긴밀한 관계에 있다. 투명성 진작은 청렴성 향상을 통해 부패통제로 이

어지는 요긴한 통로라고 할 수 있다(박순애・박재현, 2009). 투명성 향상

을 통한 부패통제를 위해서는 또한 부패행위자의 탐지, 조사, 예방이 중

요하다. 이러한 투명성은 언론・출판의 자유나 집회의 자유 등 헌법상의

기본권의 보장으로 더욱 강화된다. 특히 언론의 자유가 보장될수록 부패

통제가 더욱 원활해진다.

투명성은 결과적으로 민주성 향상을 이뤄낸다. 민주주의 수준이 높

은 곳에서는 부패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민주주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종 제도・법률 등이 완비되어야 하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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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적으로도 보장되어 있는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제도적으

로 투명성을 확보해서 민주성을 향상시키는데 이르면 부패는 자연스레

통제된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투명성과 민주성 확보의 강력한 수단으

로서 전자정부가 도입되기 시작했다.

제2절. 전자정부와 부패

1. 전자정부의 등장

전자정부에 대한 제논의의 출발점은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과

맞물려 있다. 정보통신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시작된 개념이 전자

정부이기 때문이다. 전자정부란 1990년대 초반 클린턴 행정부 때부터 본

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최호진, 2011; 정충식, 2015). 전자정부는 그

자체의 기술적으로 내재된 연결성・공개성・개방성과 잠재적인 민주성

때문에 부패통제의 신기원으로 기대를 모았다(Bertot et al, 2012). 전자

정부는 컴퓨터 기술의 눈부신 발전과 더불어 모바일 네트워크의 기하급

수적인 성장과 더불어 더더욱 활성화되었다(정충식, 2015; 정희정・김준
형・엄석진, 2016).
전자정부는 도입 시점부터 고질적인 부패청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다(Andersen, 2009; Bertot et al, 2010; Bertot et al, 2012;

Gandia, 2016; 정충식, 2015;). 이러한 전자정부의 부패통제 가능성은 정

보화 사회의 발달과 맞물려 더 활발하게 진행되었다(Mahmoodi &

Nojedeh, 2016; 클라우스 슈밥, 2016). 부패란 비밀리에 은밀한 밀실에서

이루어지거나 비밀스러운 관계 속에서 발생한다고 보기 때문에 전자정부

로 정보를 대대적으로 공개하면 부패가 획기적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보

았다. 그리고 이런 판단 하에서 전자정부는 정보를 개방하여 행정의 투

명성을 진작시키고 부패한 관료들 간의 관계를 공개하기 때문에 부패통

제에 어마어마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선험적인 판단이 들기 시작했다

(Heeks, 1998; Shim & Eom, 2008; 김태은 외, 2008). 대부분의 국가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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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과 민주성이라는 행정가치를 손쉽게 충족시켜줄 것이라는 기대에

전자정부를 부패통제에 도입하기 시작했다(김병섭・박순애, 2013).

2. 전자정부의 부패통제

1). 전자정부의 부패통제 방법

(1). 정보 격차 및 비대칭 해소

부패란 정보 격차 및 비대칭에 의해 강화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중론이다(목진휴, 2004; 강성구, 2008; 김태은 외 2인, 2008; 최호진,

2011; 정정길, 2011; 최진욱, 2014; Heeks, 1998; Heeks, 2005; Ojha,

2012; Gandia et al, 2016). 정보 격차 내지 정보 비대칭이란 공무원이 일

방적으로 많은 정보와 지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을 말

한다(Heeks, 1998). 시민들에게 정보가 부족한 것을 기회로 삼아 큰 비

리와 부패를 저지르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전자정부의 경우에는 일단 인터넷과 온라인 네트워크로 이어

지는 첨단 기기들과 기술의 융합체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적극적이라면 정보를 얼마든지 쉽게 얻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정충식,

2015). 대한민국 정부의 경우에도 공공 데이터 포털2)이라는 정부의 지식

과 정보들의 저장소를 공개처리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공개는 법

률로도 보장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에도 인터넷으로 서울시의 행정 자

료들을 무료로 공개하고 있다.3)

(2). 행정 투명성 및 민주성 확보

결과적으로 전자정부로 부패를 통제하는 최종적인 목적이자 수단은

행정의 투명성(Transparency)과 민주성(Democracy)를 확보하는 것이다

2) http://www.data.go.kr 
3) http://data.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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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남, 2003; 강철규, 2003; 최슬기・정광호, 2014; Andersen, 2007;
Andersen, 2009; Bertot et al, 2012; Stefanovic et al, 2016; Gandia et

al, 2016). 전자정부의 부패통제에 관련된 대다수의 논문들이 행정 투명

성을 확보하고 증진시키는 것을 전자정부의 궁극적인 목적이자 가장 효

과적인 부패통제수단으로 판단하고 있다. 투명성 및 민주성 확보는 대면

접촉 기회감소에서부터 시작된다. 대부분의 부정부패와 유독 행정부패들

은 직접적인 대면 접촉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서로 간의 관계가 형성이

되기 시작하면 그 위에 학벌이나 인맥이나 가족 등의 요소가 가미된다.

그리고 가미된 이런 요소들로부터 부패가 시작된다(Bhatnagar, 2003a;

Bhatnagar, 2003b; Ojha et al, 2008; Ojha et al, 2012; 최호진, 2011).

고위직에 오를수록 이러한 비밀과 비리가 생겨나기 쉽다. 그런데 전

자정부는 전자기기와 디지털 디바이스로 온라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직

접적으로 공무원과 접촉하는 기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민원244)나

홈택스5) 등을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간

접적으로라도 공무원과 민원인의 접촉을 사전에 차단시켜줄 수 있다. 완

벽하게 민원인과 공무원과의 접촉을 차단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기회를

대폭 감소시킬 수는 있다. 그리고 민원인과 공무원 사이에 끼어들어 부

패를 저지르는 로비스트들의 접근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된다(Ishak

& Said, 2015).

3. 전자정부의 부패통제 효과

1). 부패통제 효과긍정론

최근 들어 정보통신기술(ICT)가 발전하고 이에 따른 전자정부가 도

입되면서 행정의 투명성과 관료의 자기재량권 축소를 둘 다 동시에 성취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다(목진휴, 2004; 강성구,

2008; 정정길, 2011; 김구・권용민, 2014; 김구, 2015). 전자정부가 행정부

4) http://www.minwon.go.kr 
5) http://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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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를 크게 줄이고 행정의 투명성까지 향상시켜서 행정발전에 크게 기여

할 것이라는 기대가 생겨났다(Lupu & Lazar, 2015). 이에 따라 전자정부

출범 이후 전자정부가 행정부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논의

가 있어왔다. 대부분의 논의는 전자정부가 행정부패를 줄이거나 완화시

키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목진휴, 2004; Shin

et al, 2007; Andersen, 2007; Andersen, 2009; 김태은・안문석・최용환,
2008; Shim & Eom, 2008; Shim & Eom, 2009; Bertot et al, 2010;

Bertot et al, 2012; Mistry & Jalal, 2012; Elbahnasawy, 2013; 최슬기・
정광호, 2014; 최진욱, 2014; 김구, 2015; 정충식, 2015;). 전자정부가 부패

통제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연구들도 있다(Mistry & Jalal,

2012; Lupu & Lazar, 2015). 전자정부의 가장 확실한 부패 통제 방법은

관료나 공무원과 시민들의 직접 접촉을 막아준다는 데 있다. 부패 통제

의 효과적인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력과 투명성과 행정의 책임성

등이 확보된 선진국보다는 후진국에서 오히려 전자정부 도입 자체의 영

향이 큰 것으로도 나타났다. 전자정부가 행정부패 감소에 실증적인 효과

가 있다고 주장하는 논문들을 소개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최진욱 (2014)는 전자정부가 부패에 어떠한 효과를 가져오는지에 대

해서 분석하는 논문이다. 이 논문은 국가 단위 수준의 실증 분석을 통해

전자정부와 부패 간의 관계에 관한 일반적 추론을 이끌어냈다. 경제적

수준, 정부 규모, 정부 규제와 같은 전통적 요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실

증 분석한 결과는 전자정부 자체가 정부부패 감소에 효과적이라는 것이

었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결론부터 내리자면 반부패와 부패통제 전략으

로서 전자정부가 다른 전략들보다 더 현실적합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최슬기・정광호 (2014)는 전자정부의 발전이 행정의 투명성과 부패

방지와 통제에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들을 통해서 볼 때 전자정부의 부패통제효과가 있다는 것은 점점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런데 기존의 연구들은 모두 전자정

부가 부패통제에 효과가 있다는 선형적인 가정에 근거하여 연구를 진행

하고 있다. 이 선형적인 가정에 대한 논문과 연구는 많다. 하지만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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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형적인 관계가 있다고 하여 전자정부의 반부패 효과가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전자정부와 부패 사이를 조절하는 변수가 필요하다. 정책결정의

투명성(transparency)같은 경우에는 전자정부의 반부패 효과를 강화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조절변수로 나타났다.

즉 정보화나 정보통신기술(ICT)의 도입이나 국가의 경제발전 등의

외부 요소들이 전자정부 발전과 상호작용을 일으켜야 전자정부의 부패통

제효과가 더 커진다(배일섭, 2004; Andersen, 2009; Bertot et al, 2010;

Gandia, 2016). 전자정부나 정보통신기술의 도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동시에 이런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활용하는 문화도 중요하

다. 이런 문화 및 환경이 구비될 수록 전자정부의 부패통제는 더욱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다(최영훈・김석곤, 2006; E. Bonson et al, 2012).
전자정부는 SNS 등을 도입해서 정부를 새롭게 구축하는 방식으로도 진

화하고 있다.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부패

통제에 이용하는 정부도 늘어나고 있다. 새롭게 발전하는 전자정부로 인

해서 부패통제가 더더욱 용이해지고 있다(Bertot et al, 2012).

또한 전자정부 도입의 효과적인 행정부패 감소는 재정통합정보시스

템의 구축에 달려 있다는 것도 중요한 시사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전현

철, 2005; 박영원, 2006; 이철주 외 3인, 2010). 재정을 전산화하지 못하면

가장 부패가 많이 발생하는 영역을 놓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철주

외 3인 (2010)은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의 확충과 도입이 재정 투명성을 증

진시키는데 실효를 거두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이

도입은 전자정부특별위원회(위원장: 안문석)의 사업 중 하나였다. 이러한

사업의 주된 목표는 재정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증진

시키는 것이었다. 정부의 조달 업무를 전산화할수록 행정조달의 부패 통

제 효과가 나타났으며 정부 조달 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진작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Neupane et al, 2012). 대한민국의 경우 싱가포르,

일본, 덴마크 등 선진국이나 베트남, 인도 등 개발도상국들의 전자조달

시스템들을 상위하는 우월한 전자조달 시스템을 도입・설치해서 큰 효과
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정부가 발전할수록 지방자치단체의 청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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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선되었다는 연구도 있다(임상규, 2008). 또한 전자정부의 추진 과정

에서 재정의 투명성과 행정부패를 줄이기 위해서 조달시스템을 전자조달

과 전자입찰로 바꾸는 노력은 여러모로 실효를 거두었다(권해수, 2002).

전자정부가 초기 단계에서는 부패를 감소시키거나 완화시키는 효과

가 떨어지기는 하나 전자정부가 발달할수록 전자정부 자체의 반부패효과

가 증진되어 행정부패가 감소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Shin et al, 2007).

전자정부가 처음에 도입되고 시범 단계일 때는 전자정부 자체의 반부패

효과가 분명하지 않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 하

지만 전자정부 자체가 발전할수록 반부패효과는 점점 커져서 높은(high)

단계의 전자정부일 경우에는 행정부패를 완화시키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전자정부가 도입되고 나서 부패를 더욱 악화시킬 수

도 있다는 이론에 대한 반론으로서 전자정부가 처음에는 부패를 악화시

킬 수 있으나 전자정부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면 부패통제가 서서히 이

루어진다고 본다.

전자정부가 행정부패를 감소시킬 것이라는 학설은 그 인과관계가 완

전히 검증된 것은 아니어도 지속적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고 있으며 상

당한 정도의 실효를 거두고 있다(목진휴, 2004; 김구・권용민, 2014). 위
에 살펴본 최진욱 (2014)의 연구도 140개국의 전자정부 요소와 부패인식

지수를 회귀분석한 것으로서 대한민국 전자정부 자체의 반부패 효과에

대한 효과적인 인과관계 분석은 아니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박종득・
정재욱 (2004)의 연구는 청주시 공무원 201명을 대상으로 2004년 6월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전자정부가 행정부패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

는지 설문해본 결과 평균적으로 140여명이 그렇다고 대답한 것으로 드러

났다.

OPEN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전자정부 자체가 전자부패를 촉

발시키고 행정부패를 증가시킬 것이라고만 볼 수도 없다. OPEN은 국내

에서도 인정받은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전자정부 프로그램이고 세계적으로

도 널리 찬사를 받았다(Kim & Cho, 2005; Kim et al, 2009).6) OPEN은

6) OPEN이라는 시스템 자체의 우수성도 있지만 이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도입 당
신의 문화도 중요한 몫을 했다. 기술 도입과 규범 제정 및 제도개선과 더불어 정권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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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의 기술을 잘 활용하여 투명성을 증진시키는 문화를 만들어내었

더니 행정부패와 전자부패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던 것이다(최영훈 외

2인, 2003; Kim & Cho, 2005; 최진욱, 2006; Kim et al, 2009; C-K.

Kim, 2013). 전자정부로 인한 부작용들이 생긴다 하더라도 전자정부와

ICT가 가지는 잠재력으로 볼 때 법령이나 제도 혹은 인사 등의 외부 요

인들을 적절히 통제하고 상호작용을 가져다 줄 매개・조절변수들을 적절

하게 찾는다면 전자정부는 부패를 통제할 수 있는 요인으로서 충분히 가

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Bhatnagar, 2003).

2) 부패통제 효과부정 및 유보론

그러나 전자정부가 부패감소에 거의 효과가 없으며 사실상 역(-)효

과를 미치기도 한다는 논의들도 있다(Heeks, 1998; Wong & Welch,

2000; 최영훈 외 2인, 2003; 명승환, 2006; 이태영・최영훈, 2008; 최호진,
2011; 문정욱, 2015; Aladwani, 2017). 이들은 전자정부가 자동적으로 행

정 투명성과 행정 책임성을 증진시키고 발전시켜서 부패를 감소시킬 것

이라는 이론은 실증적・통계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신화에 가깝다고 본

다. 공무원들이 전자정부를 처음 접했을 때는 신기술에 압도되어 움츠러

들어서 부패할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다가 전자정부에 익숙해지고 신기

술을 습득하게 될 때는 사정이 달라지게 된다.

정보인프라가 구축이 되면 될수록 처음에는 신기술에 압도되었던 공

무원들의 재량권이 오히려 커지게 된다는 말이다. 처음에는 간단하게 도

입되었던 신기술과 민원처리 장치들이 점점 더 전자정부가 발전할수록

복잡해져서 이러한 기술을 사용할 줄 아는 공무원과 이를 위탁받은 민간

기업체들이 서로 결탁하여 사리를 취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였다. 관리

감독의 투명성을 위해서 전자정부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이것이 도리어

전자업무처리능력이 있는 공무원과 이런 능력이 부족한 상급자 간의 정

보격차와 괴리를 만들어내었고 그 결과로 전자결재를 악용하여 8급의 사

의지도 필수적이다. 고건 시장의 리더십은 OPEN이 서울시에 성공적으로 도입되는 데 
크게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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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지과 공무원이 장애인들에게 지급되는 공금 수십 억 원을 횡령하기

도 했다(최호진, 2011).

김병섭・박순애 (2013)에서 정광호는 “전자정부와 부패”라는 제목의

연구논문에서 전자정부는 확실하게 말해서 부패통제의 신기원이라고 할

만 하지만 부정적인 영향도 상당하며 전자부패의 가능성도 크다고 말하

고 있다. 긍정적인 연구들은 후진국과 개발도상국에서 전자정부의 효과

가 더 크다고 하는데 이는 잘못된 가정일 수도 있다. 전자정부라는 기술

만 받아들인다고 부패가 해결된다는 가정은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Heeks (1998)은 공공 영역 즉 행정과 정부의 운영에 있어서 부패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에 대해서 논하면서 전자정부와 ICT가 부패를

감소시킬 것이라는 관점을 ‘the Panoptic Vision’이라고 소개한다. 이 관

점과는 달리 전자정부라는 기술 자체는 부패를 감소시킨 다기 보다는 부

패에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칠 가능성이 더 높고 아니면 도리어 신종 행정

부패를 양산해낼 수도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전자정부 자체가 가지는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새로운 부패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부패통제에 아

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가능성도 크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

Pina et al (2010)은 행정의 재정건전성과 투명성에 초점을 맞추어서

Internet Financial Reporting(IFR)이 세간의 믿음처럼 행정 투명성과 책

임성을 제고시키는 효과적인 기술인가에 대해서 논했다. 결과는 북유럽

과 영국 등 원래부터 재정건전성과 행정 투명성이 잘 갖추어진 나라는

IFR과 상관없이 투명성이 높았으며 상대적으로 행정이 후진적인 남유럽

국가들 역시 IFR의 도입 여부와는 상관없이 투명성이 낮은 것으로 드러

났다. ICT와 전자정부만으로는 투명성이 제고된다고 보기 힘들다는 말

이다.

문정욱 (2015)도 기존의 전자정부와 부패의 연구들이 전자정부 기술

과 인프라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전자정부 활용도에 대해서는 연구

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연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전

자정부 자체는 부패와 인과관계가 없으며 전자정부 인프라는 반부패효과

에 도리어 부(-)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활용도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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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부패에 정(+)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자정부 인

프라 자체는 잠재적으로 부패에 악용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본다.

명승환 (2006)은 전자정부가 도입되기만 하면 투명성이 제고되어 부

패가 감소할 것이라는 결정론적 시각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전자정부라는 신기술은 투명성 증진과 부패통제에 굉장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은 매력적인 기술이지만 실제로 전자정부 자체만으로 부패

가 통제될 정도의 투명성 확보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은 속단이라고 본

다. 이런 기술결정론적 시각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논문은 전자

정부와 ICT 도입이 전자정부의 투명성 제고와 부패 감소에 효과가 있다

는 주장(Bertot et al, 2010)들은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현실에 부합하는

행정 투명성 증진 방안을 개척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정보화 수준과 정보 인프라의 정도에 비해서 행

정의 부패와 투명성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윤상오, 2015). 온라인

서비스 제공도와 온라인 시민참여는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부패인식지수

는 여전히 중위권에 머물고 있으며 OECD 국가 중에서는 최하위권을 기

록하고 있다. 또한 전자정부의 효과를 참여, 정부효과성, 법의 지배, 부패

방지로 나누어서 측정한 결과 전자정부준비지수나 전자정부 참여지수나

모두 다 부패방지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왕재선, 2013). 전자정부가 정부에 대한 참여도와 정부의 효

과성이나 법의 지배를 증진시키는 데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성과를 보

였으나 부패방지에 있어서는 유의미하지 못했다. 전자정부가 부패를 통

제하고 투명성을 진작시켜서 반부패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생각을 철

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Proskuryakova et al (2013)의 결론이

다. 전자정부는 곧 반부패라고 속단할 수 없다는 말이다.

정보격차를 해소하지 못하고 투명성을 향상시키지 못한다면 전자정

부라는 신기술은 고도의 기술력과 정보력을 가진 새로운 권력의 도구로

변용될 여지가 크다. 정보통신기술과 전자정부의 도입으로 인해서 발생

하는 신종 부패를 전자부패라고 이름 한다. 전자부패란 “공공정보에 접

근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한 자가 공공의 목적으로 생성된 정보를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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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조작 또는 생성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훼손하거나 사익을 추구하

는 행위”(이태영・최영훈, 2008에서 재인용)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 전자

정부가 기존의 행정부패를 줄이고 완화시키기 위해서 도입되었는데도 불

구하고 역으로 전자정부 자체에서 전자부패라는 신종 부패가 발생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부패한 환경에서는 전자정부의 본래 목적을 퇴색시키고

전자정부를 부패에 악용하는 현상까지도 발생한다(Aladwani, 2017). 전

자정부와 ICT라는 신기술을 이용해서 전자낙찰과 전자거래에서 부당이

득을 챙기고 부패를 저지른 일당이 구속되기도 했다(최호진, 2011).

전자부패는 최근에 전자정부가 도입되고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생겨나기 시작했다. 가장 염려가 되는 것은 전자정부를 다루는 공무원들

이 기술공무원이나 기술관료(technocrat)으로서 전자정부의 기술을 악용

하는 것이다. 이미 기술력으로 전자정부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추월했

을 것으로 사료되는 사기업의 기술전문가들과 합세하여 전자정부의 정보

등을 빼돌리거나 아니면 보안시스템을 강화하여 자신들만의 전용통로나

백도어를 만들어서 정보를 빼돌리거나 뇌물을 전자거래로 주고받는 일도

있었다.

투명성을 증진시켜 정부의 부패를 줄여주고 부패통제를 더욱 강화시

켜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도입된 전자정부가 도리어 전자부패라는 신종

부패를 악화시키는데 이바지 하고 있다면 공무원들의 기대와 사기도 크

게 저하될 것이고 사람들의 정부에 대한 냉소주의(cynicism)도 더욱 강

화되어 정부신뢰가 더 크게 하락하게 될 것이다. 전자부패는 구체적으로

(1) 직접적인 면대면 접촉은 줄어든 대신에 인터넷으로 비밀리에 만나서

뇌물을 주고받는 경우나 (2) 상관이 전자정부를 잘 모르는 것을 틈타 비

밀리에 공금횡령을 시도한 경우나 (3) 인터넷에 정통한 기업들과 비밀리

에 납품계약을 전자정부로 처리하는 등의 신종 부패를 말한다.

3). 효과정리 및 소결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전자정부가 투명성을 진작시키고 정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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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연구방법과 연구내용
전자정부의 

부패통제효과

최슬기・정광호
(2014)

다국가를 대상으로 한 국가 간 비교
연구를 통해 전자정부의 반부패효과
를 검증하기 위하여 경제력과 정치력 
등의 통제변수를 둔 상태에서 정책결
정의 투명성이라는 조절변수를 두고 
회귀분석 실시

정책결정의 투명성이라는 
조절변수가 전자정부의 반
부패효과에 긍정적인 조절
효과 발휘.

김태은 외 2인 
(2008)

다국가를 대상으로 횡단면 자료 및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횡단면자료분석 
및 패널분석을 실시하여 전자정부의 
부패통제효과 검증 시도. 법적 안정
성, 신용시장규제, 사업규제, 정부규
모, 민주주의 등의 변수를 함께 고려
함. OECD 집단군과 비 OECD 집단
군으로 나누어서 연구. 

다른 변수들과의 관계 속에
서 전자정부의 부패통제효
과 검증. OECD 국가군이 
더 부패통제효과가 큰 것으
로 나타남.

김 구 ・ 권 용 민 
(2014)

부패를 감소하고 통제하는 효과를 얻
기 위하여 전자정부 등의 전략과제를 
탐색하는 연구. 행정부패를 통제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라도 ICT와 전자
시민참여등이 보장될 수 있는 전략과
제를 탐색.

전자정부 등의 정보화는 부
패통제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김구 (2015) 국가정보화의 추진의 공공부문의 투 정보화가 초기에 얼마나 잘 

대칭을 해소하여줄 것이라는 이론에 대한 지지가 더 많았다. 그리고 이

러한 전제 하에서 부정부패를 줄여줄 것이라는 기대가 크며 이를 뒷받침

하는 연구들이 더 많았다. 그러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는 연구들도 다수 있었으며 개별 연구들에 따라서는 전자정부

와 부패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기까지 했다. 그리고 전자부패라는 신종 부

패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전자정

부가 부패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것인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니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패통제기관 같은 조절변수가

필요한 것인지도 살펴보고자 한다. 선행연구 검토의 결과를 표로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표1> 선행연구 검토(전자정부의 부패통제효과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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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 증진영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
여 165개 국가를 대상으로 2008년부
터 2013년까지 수집・정리된 종단적 
2차 자료를 통해 잠재성장모형을 분
석. 분석모형은 전자정부발전지수
(EGDI), 온라인참여지수(EPI), ICT 
발전지수(IDI)와 부패인식지수(CPI)로 
구성함.

되는지는 투명성에 영향을 
미치지만 투명성의 종단적 
변화율에는 영향이 없음. 
정보화 투입 초기에 투자 
집중이 필요하고 지속적인 
투자와 활용 필요.

최진욱 (2014)

국가 단위 수준의 실증 분석을 통해 
전자정부와 부패 간의 관계에 관한 
일반적 추론을 이끌어내고자 함. 경
제적 수준, 정부규모, 정부 규제 등
과 같은 전통적 요인을 통제한 상태
에서 실증 분석. 전자정부를 통신 인
프라, 온라인 서비스, 온라인 참여 3
개의 하위요인으로 분류하여 회귀분
석 실시.

전자정부가 정부부패 감소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임상규 (2008)

지방자치단체의 전자정부 구축의 투
명성 증진을 통한 부패통제효과를 검
증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청
렴도 평가 점수를 활용하고 지방자치
단체 정보화 평가 지표와 공무원수, 
인구수 등의 통제변수를 활용하여 회
귀분석 실시.

지방자치단체의 전자정부 
성숙도는 해당 단체의 청렴
도 증가에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남.

박종득・정재욱 
(2004)

전자정부가 갖는 부패통제 효과를 검
증하기 위하여 공무원들의 부패인식
조사를 실시함. 전자정부의 추진이 
구체적으로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의 
부패인식도에 실제적으로 얼마나 영
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기 위해 청주시 
201명의 공무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

전자정부 추진은 정보공유
확대와 투명성 증진으로 부
패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남.

목진휴 (2004)

전자정부가 어떻게 투명성을 증진시
키며 투명성 증진의 단계를 넘어서서 
부패통제 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는지
에 대해 연구한 바를 논의.

전자정부의 부패통제효과 
긍정.

Bertot et al 
(2010)

전자정부와 더불어 소셜미디어(SNS)
의 투명성 증진과 부패통제효과를 검
증하기 위하여 ICT의 활용과 인프라 

ICT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
만 있다면 전자정부가 가지
는 투명성 증진 효과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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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충에 대한 전략적 과제를 연구하여 
논의.

패통제효과는 더욱 커질 것
으로 기대됨.

Bertot et al 
(2012)

ICT와 소셜미디어(SNS)를 전자정부 
등과 함께 협력적으로 사업하여 투명
성을 증진시키고 부패를 통제하는 효
과를 거두기 위한 연구들에 대한 논
의.

전자정부 추진에서 협력과 
통합의 노력이 선행된다면 
투명성 증진 효과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됨. 

Neupane et 
al(2012)

전자정부에 있어서 투명성 증진과 부
패통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필
요한 요소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요
소로서 전자조달개혁을 제시하고 전
자조달의 개혁이 반부패에 가지는 효
과에 대해서 실증분석.

전자조달은 전자정부의 한 
가지로서 정부조달 전체를 
투명하게 만듦으로써 전반
적인 부패통제의 효과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남.

Elbahnasawy 
(2013)

전자정부와 인터넷 도입의 부패통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실증연구분
석을 실시함. Dynamic Panel data 
model과 panel Granger causality 
test를 각각 실시하여 회귀분석함. 

전자정부는 정보통신 인프
라나 인터넷 도입 등에 의
해 부패통제효과가 훨씬 더 
촉진되는 것으로 연구결과
가 나타남. 

A n d e r s e n 
(2009)

전자정부의 부패통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1996년과 2006년 두 번의 시
기에 걸쳐 기록된 149개국의 자료를 
분석함. 부패인식지수(CPI)가 아닌 
부패통제지수(CCI)를 토대로 연구. 

전자정부는 부패통제전략으
로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
는 것으로 나타남.

Cho & Choi 
(2004)

서울시 OPEN 시스템의 사례를 통해
서 전자정부가 실제적으로 부패통제
효과가 있는 전략인지를 입증하기 위
해 연구를 실시. 서울시 OPEN에 대
해서 구체적으로 사례분석을 실시한 
연구.

시민들이나 공무원들 모두 
고건 시장에 의해 도입된 
서울시 OPEN의 투명성 증
진과 부패통제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Shim & Eom 
(2008)

국가 수준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전자
정부의 부패통제효과에 대해서 연구
함. 관료전문성, 관료제의 질, 법집행
력 등 전통적으로 행정연구들에 의해 
제시되었던 통제변수들도 포함하여 
통계분석을 실시.

전자정부는 전통적으로 부
패통제효과가 있다는 요소
들처럼 부패통제효과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남. 

<표2> 선행연구 검토(전자정부의 부패통제효과 부정 내지는 유보)



- 27 -

논문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
전자정부의 

부패통제효과

김병섭・박순애 
(2013)

저술 가운데 정광호 교수의 논문으로서 
전자정부의 긍정적인 부패통제효과와 
부정적인 부패통제 사례와 미흡한 점을 
지적하고 있음.

확실하게 실증적으로 긍
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단
언하기는 어려움. 

왕재선 (2013)

20년 동안 정부의 핵심과제였던 전자
정부가 실제로 거버넌스에 얼마나 영향
을 미쳤는지 알아보기 위해 국가수준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 전
체적으로 전자정부가 정부의 효과성, 
참여, 법의 지배, 부패방지 등에 영향
을 미치는지 알아봄.

다른 종속변수들과는 다
르게 전자정부준비지수와 
전자적 시민참여지수 모
두 부패방지에 영향을 미
치지 않고 있음.

윤상오 (2015)

전자정부가 정부신뢰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으나 우리나라
의 경우 반대인 것에 대해 분석을 실시
한 연구. 전자정부와 정부신뢰간의 관
계를 규명하는 UN, OECD, TI, 
Edelman, 행자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의 각종 조사와 평가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

우리나라의 전자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이나 정부 
투명성과 부패수준은 
OECD 최하위로 나타남.

명승환 (2006)

전자정부 구현의 투명성 제고 인식에 
대한 결정론적 시각에 대한 비판연구. 
전자정부와 행정투명성과의 관계에 대
해 이념적 배경과 ICT 속성의 관계로 
분석. 행정투명성의 다면적 개념을 행
정가치와 기타 조건과의 관계 속에서 
분석한 다음, 행정투명성에서 결정론적 
사고의 극복방안 제시.

ICT와 전자정부가 도입되
면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
라는 가정은 설득력이 없
음.

이태영・최영훈 
(2008)

전자정부 도입으로 인해 새로이 형성되
는 전자부패에 대해서 분류법적 시각으
로 전자부패에 대한 유형화를 시도한 
연구. 2 x 2 행렬을 만들어 전자부패의 
유형을 나누고 그 연구적 함의를 드러
냄.

전자정부로 인해 전자부
패가 양성화되는 만큼 호
주의 ICAC 같은 전담기
관이 필요한 실정.

최영훈 외 2인 
(2003)

전자정부의 도입자체가 정부화가 추구
하는 장밋빛 현실을 보장하는 것이 아
니고 도리어 전자정부와 ICT 도입 그 

국가기관들의 적극적인 
전자부패 방지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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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가 새로운 부패의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는 연구. 호주에서 연구가 활발히 
시작된 전자부패라는 개념에 대한 정의
와 전자부패 발생가능성 등을 연구하고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부패취약요인들을 
개념적으로 제시.

Heeks (1998)

정보통신기술(ICT)와 전자정부의 도입
이 투명성을 증진시키고 부패를 감소시
킬 것이라는 가정에 대한 회의에서 출
발한 연구. 영국의 5가지 사례를 연구
하여 각 사례들에서 드러나는 전자정부
와 부패의 연관성에 대해서 분석한 연
구.

5가지 사례들 모두 다 전
자정부가 도리어 전자부
패를 유발하거나 부패에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
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남.

Bannister &
C o n n o l l y 
(2011)

투명성이 도리어 양질의 정부와 양질의 
거버넌스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드러내고자 한 연구. 전자정부와 ICT가 
투명성을 증진시켜서 양질의 행정과 양
질의 거버넌스를 이룩할 것이라는 믿음
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연구.

전자정부를 과도하게 활
성화하여 정보를 과도하
게 공개하는 것은 도리어 
거버넌스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결론내림.

Ojha & Palvia 
(2012)

전자정부의 도입으로 부패를 통제하려
는 전략에 대해 인도의 5가지 사례를 
연구하여 그 상관성과 효과에 대해서 
분석한 연구. 5가지 사례들 가운데서 3
개는 확실히 전자정부의 부패통제효과
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1개는 부분
적으로 성공적이었고, 1개는 완전히 실
패한 것으로 나타남. 

5가지 사례의 성공적인 
요소들에도 불구하고 아
직 확실하게 전자정부가 
부패를 통제한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음.

Wong 
& Welch(2004)

전자정부를 도입하면 무조건적으로 투
명성이 증진되고 거버넌스가 향상되고 
개방적이면서 동시에 책임성이 있는 정
부가 될 것이라는 가정에 대해서 논의
한 연구. 행정변화에 대한 Global 
Pressure Effects의 분석틀을 활용하
여 14개 국가의 웹사이트 개방성과 책
임성에 대해 실증연구를 실시.

전자정부가 자동적으로 
급격하게 정부와 공공기
관의 책임성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것은 신화와 다
를 바 없음. 어떤 형태의 
행정을 취하고 있는지부
터 살펴봐야 함. 

실제로 국가별로 전자정부의 부패통제효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표3>을 정리했다. <표3>은 전체 국가들 가운데 전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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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연도 전자정부 발전도 부패인식지수(CPI)

에스토니아

2016 0.8334 70
2014 0.818 69
2012 0.7987 64
2010 0.6965 65
2008 0.76 66
2005 0.7347 64
2004 0.7029 60
2003 0.6968 55

일본

2016 0.844 72
2014 0.8874 76
2012 0.8019 74
2010 0.7152 78
2008 0.7703 73
2005 0.7801 73
2004 0.726 69
2003 0.6934 70

한국

2016 0.8915 53
2014 0.9462 55
2012 0.9283 56
2010 0.8785 54
2008 0.8317 56

500.87272005
450.85752004
430.74412003

부가 발달한 세 국가 에스토니아, 일본, 한국의 전자정부 발전도와 부패

인식지수(CPI)의 점수를 비교했다. 점수가 높을수록 발전된 수치다.

<표3> 국가별 부패통제효과 비교분석7)

통계적인 수치로만 본다면 전자정부의 부패통제효과를 검증하거나

긍정하는 논문들이 더 많다. 그리고 국가별 비교분석을 통해서 보았을

때도 전자정부 발전도는 부패인식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에

7) 음영과 굵은 글씨로 처리한 지점들이 특이점이다. 에스토니아는 2012년도 이후 지속적
으로 전자정부와 부패지수가 함께 상승했다. 일본도 2014년도 이후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2012년과 2014년도에 전자정부 세계 1위를 기록했는데 부패지수는 상승
하기는 했으나 미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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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분석방법 및 논리구조
해당 
논문

긍정론

주된 
분석
방법

다중회귀분석을 주로 사용하였다. 분석단위는 165개국 
내지 200여 개의 개별국가들. OECD 유무에 따라서 나
누기도 했다. 독립변수는 주로 전자정부 발전도(WEF의 
정보화준비지수나 ITU의 IDI 등을 사용하기도 함)를 사
용했고 종속변수는 거의 CPI를 사용하고 예외적으로 
CCI를 사용했다. 

김태은 외 
2인(2008) 
김 구
(2014) 
최 슬 기 ・
정 광 호 
(2014)
김 구 ・ 권
용 민
(2015)
Anderse
n (2007)
Anderse
n (2008) 
Bertot et 
a l (2010) 
Bertot et 
al (2012)

논리
구조

전자정부의 기술적 특성상 행정에 도입될 경우 개방성・
공개성을 담보하여 행정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해서 부
패통제를 용이하게 해준다.

분석
특징

10개 이상의 통제변수들이 사용되었다. 1)전자정부 참여
도, 2)활용도, 3)정보화수준, 4) 경제규모, 5) 경제규제, 
6) 정부규모, 7) 규제수준, 8) 법치수준, 9) 정치적 안정, 
10) 부패수준, 11) 정부 효과성, 12) 책임성, 13) 문화적 
차이 14) 민주주의 수준, 15) 교육수준, 16) 언론의 자유 
등의 많은 통제변수들이 사용되었다. 조절변수로는 1) 
OECD 여부, 2) 정책결정의 투명성, 3) 전자정부 발전도 
등이 사용되었다. 
 - 분석특징은 대규모의 통제변수가 사용되어 전자정부
의 부패통제효과가 독립적인 것은 아니라는 결론을 도출
해내게 만들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조절변수(매개
변수)’ 등에 관심이 많아졌다. 전자정부 자체의 부패통제
효과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하다. 
 - 외려 전자정부를 사용하는 환경이 중요하므로 이런 
환경을 갖춘 국가군별로 전자정부 효과의 차이가 나타난
다고 보는 경향이 생성되고 있는 듯 하다(OECD 여부 
등).

스토니아의 경우에는 전자정부 강국이라는 말답게 부패지수도 지속적으

로 상승했고 일본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자정부 발전도는

앞선 두 나라에 비해 높은데 비해 부패지수는 세계 52위권이다. 전자정

부는 세계 1위를 달리는데 반해서 부패지수는 낮다. 다음은 긍정론과 유

보・부정론의 분석방법과 논리구조의 차이를 분석한 표다.

<표4> 긍정론과 유보・부정론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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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 
및 

부정론

주된 
분석
방법

주된 분석방법은 사례연구들이 많다. Heeks (1998)의 경
우에도 영국의 초창기 전자정부 모델에서 발생했던 전자
부패들을 다루고 있다. Ojha & Palvia의 경우에도 인도
의 전자부패 사례들을 다루고 있다. 전자부패 사례들은 
주로 철도공사나 도로공사들의 부패 혹은 전자낙찰 및 
조달의 부패를 다룬다.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독립
변수는 긍정론의 연구와 같은 경우와 아주 다르게 전자
정부 인프라로 놓은 경우가 있었다. 종속변수는 CCI나 
CPI를 똑같이 사용했다.통제변수를 5개 이상 투입한 연
구들은 거의 없었다. 
분석단위는 긍정론의 연구들과 같이 전 세계 국가들을 
사용했다. 사례연구의 경우에는 개별 국가의 상황을 다루
었다. 

H e e k s 
(1998)
Wong & 
W e l c h 
(2004)
H e e k s 
(2005)
Ojha & 
Palvia
(2012)
Aladwani 
(2017)
명 승 환 
(2006)
이 태 영 ・
최 영 훈 
(2008)
최호진
(2011)
왕재선
(2013)
문정욱 
(2015)

논리
구조

논리구조는 전자정부란 정보통신기술(ICT)과 유독 컴퓨터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이를 악용할 소지가 충분하다
는 것이다. 투명성을 확보해줄 것 같지만 비밀스러운 전
자거래가 증가하고 전자낙찰시에 비밀리에 백도어를 만
들어서 뇌물을 주고 받는 경향 등에 대해서 논한다. 러
시아나 이탈리아처럼 전자정부 발전도가 높은데도 부패
수준이 크게 낮은 국가들도 있고 우리나라처럼 전자정부 
발전도에 비해 부패수준이 너무 낮은 국가들도 있다. 

분석
특징

주로 사례연구가 많고 이론적인 논의에 그치는 경우도 
더러 있다. 확실하게 Empirical Study가 나오지 않은 
것이 부족한 점이다. 이론적 배경에 따른 사례연구가 많
은데 행정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전자정부는 부패통
제를 이루기 어렵다는 논리가 강하다. 이 논리에 비추어
서 전자부패를 조명한다. 

결론

긍정론이나 부정론이나 모두 전자정부를 둘러싼 환경과 
조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긍정론은 전자정부는 효과가 
있으니 제반 조건들을 조금만 더 구축하면 된다는 논리
고 유보・부정론은 제반 환경이나 조건들을 갖추지 않으
면 전자정부는 효과가 없거나 부패창출의 역효과가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다고 본다. 따라서 두 논리 모두 
다 전자정부의 부패통제효과를 이끌어낼 조건들을 충족
시킨다면 충분히 전자정부의 통제효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조건들과 더불어 부패
통제기관(ACAs)을 중요한 환경변인으로 두고자 한다.



- 32 -

<표3>과 <표4>에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인 선행연구들에 입

각해서 과연 전자정부라는 신기술이 직접적으로 부패를 통제하는 효과적

인 변수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해보았다. 전자정부가 선행연구의 통제변수

들과 국가 환경 등에 의해 부패통제에 효과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반대

로 나타날 수도 있다고 본다. 전자정부라는 복잡한 신기술을 악용해서

투명성을 더욱 악화시키고 정보 비대칭을 더 크게 확산시키는 부패가 발

생하기도 했다(최호진, 2011; 문정욱, 2015; Heeks, 1998). 선행연구들의

결론은 국가의 제반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이므로 국가군에 따라서도 부

패통제효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본다. 이 국가군으로 OECD 회원여부

를 놓고자 한다. 전자정부가 부패에 대해 양면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면 이를 외부에서 통제하며 전자정부를 도입・활용하여 부패통제에 이용

할 수 있는 통제변수들과 조절변수가 필요하다고 본다. 혹은 기존 통설

처럼 전자정부의 반부패효과가 확인된다면 전자정부를 도와줄 변수가 필

요할 것이다. 전자정부와 부패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논문이 많은데 실제

로 행정현장에서 전자정부가 부패를 통제하는 과정에서는 정책결정의 투

명성이라는 조절변수가 유의미한 역할을 했다(최슬기・정광호, 2014). 이
조절변수로 부패통제만을 독점적으로 전담하는 부패통제기관(Anti

Corruption Agencies: ACAs)를 두고자 한다. 그러므로 전자정부의 부패

통제효과를 검증하는데 있어서 부패통제기관 설치여부와 국가군별

(OECD) 반부패효과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제3절. 부패통제기관

1. 부패통제기관의 개념과 역할

법률에 의한다면 검찰이 부패통제의 주된 업무를 담당한다(한인섭,

1999; 한인섭, 2004). 그러나 우리나라를 비롯해 대다수 국가에서 별도의

독립적인 부패통제기관을 두는 것은 검찰이 부패통제를 충실하게 수행하

지 못하기 때문이다. 물론 일본, 스위스처럼 검찰과 감사원만 둔 국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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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많다. 그러나 부패는 고질적인 병폐이기 때문에 부패통제만을 전담하

는 기구로서 부패통제기관을 별도로 둔 것이다. 부패통제기관을 제대로

운영한다면 가시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고 더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부

패통제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최진욱, 2005;

심재승, 2007; 조재현, 2016; Sargiacomo et al, 2015; Ishak & Said,

2015; Quah, 2017). 부패통제기관을 제대로 운영하려면 법치와 함께 기

관의 집행력이 보장되어야 한다. UN에서는 2003년부터 UNCAC8)로 회

원 국가들로 하여금 이 조약을 인준하여 별도의 부패통제기관(ACA)를

두도록 유도하고 있다(Quah, 2015). 그만큼 부패통제기관의 역할・가능
성・효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전자정부 자체의 부패가

능성에 대해서 부패통제기관이 감시・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

다. 그리고 이 부패통제기관이 부패통제의 또 다른 새로운 가능성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전자정부의 부패통제를 어떤 식으로 조절할 수 있을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전자정부와 부패통제기관의 상호작용으로

부패통제의 더 큰 상승작용이 나타날 것이라는 가정을 세워보았다.

1). 부패통제기관의 개념

부패통제기관이란 반부패기구(Anti-Corruption Agency)라는 이름으

로 전 세계 95개국에 걸쳐 설치되어 있다. 홍콩의 염정공서(ICAC:

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 영국의 중대비리청(SFO:

Serious Fraud Office), 싱가포르의 부패행위조사국(CPIB: Corrupt

Practices Investigation Bureau)이 유명하다(심재승, 2007; 박경철, 2016;

조재현, 2016). 우리나라는 2001년에 처음으로 검찰과 감사원과는 별도로

독립적으로 부패통제만을 전담하는 ‘부패방지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었다.

그러다가 노무현 정권이 들어선 뒤에 2005년도에 국가청렴위원회로 개편

되었다(김병섭, 2002; 김성호, 2005). 그 뒤 2008년도에 국민고충처리위원

회와 합쳐지면서 국민권익위원회로 재개편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로 바

8) United Nations Convetion Against Corruption(http://www.unod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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뀌면서 부패만을 전담한다는 의미가 퇴색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김

용철, 2012).

대부분 부패통제기관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는 부패방지

법(Anti-Corruption Act)가 있다. 이의 시행여부를 감시・감독하고 법률

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이를 조사할 권한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독

립적인 조사권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있다. 부패통제기관이란 행정부패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부패에 대해서 검찰・법원・입법부 등과는 별

도로 독립적으로 부패를 조사・감찰・기소할 수 있는 기관을 말한다

(Heilbrunn, 2004; Meagher, 2004; Sousa, 2010; Quah, 2015; 김병섭,

2002; 김성호, 2005; 최진욱, 2005; 심재승, 2007; 박경철, 2016; 조재현,

2016). 국가마다 조금씩 그 권한이 다른 경우가 많다. 가령 영국의 SFO

는 기소권이 있으나 싱가포르의 CPIB는 기소권은 없고 체포권과 압수수

색권까지 갖추고 있다.

부패통제기관은 그 무엇보다도 1) 독립성이 전제되어야 한다(Quah,

2011; Quah, 2015; Quah, 2016; Quah, 2017). 법률로서 부패통제기관의

반부패행위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부패통

제기관에 독립성이 없고 적절한 자원이 공급되지 않으면 정적들을 처리

하는 ‘권력화’된 기관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크다(김병섭, 2002; Quah,

2015; Quah, 2016). 그리고 2) 기관 간 협동과 연계망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 행정・사법・입법의 제 기관들을 모두 다 감찰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3) 부패와 청렴도에 적합하게 전문화되어야 하며, 4) 포괄적인

조사능력과 특수한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5) 연구용역도 주어져야 하며,

6)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부패를 조사하다보면 각종 비판과 비난이 쇄

도하기 때문이다.

이런 개념 규정들을 통해서 산출되는 부패통제기관의 모형은 싱가포

르의 CPIB가 전형적이다. 그러나 전 세계의 절반은 이런 형태의 부패통

제기관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일본은 싱가포르의 CPIB나 홍콩의 염정

공서나 호주 NSW의 ICAC 같은 형태의 별도의 특별부패통제기관이 없

다. 부패통제기관의 전형적인 개념 정의는 앞선 설명들과 같으나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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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개념정의 해당국가

기존 
행정 
기관 

소속형

검찰이나 감사원 혹은 국회의 비상임 혹은 상
임위원회로 설치되어 부패통제를 실시하는 경
우로서 검찰의 특수부서로 설치된 경우가 많
고 감사원만 둔 경우도 있다. 의회의 감사권이 
강할 경우에는 부패통제기관을 두지 않는 경
우가 많다. SFO가 설립되기 전까지 영국의 경
우가 그러했다. 
이 경우에는 검찰・감사원・의회가 부패통제
기관의 역할을 한다.

일본, 스위스, 룩셈부르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UAE, 보츠와나 등

독립형

싱가포르의 CPIB나 홍콩의 염정공서처럼 기관 
자체의 독립성이 사법적으로 거의 완전하게 
보장되는 기관들로서 정권자의 의지가 강력하
게 반영된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의회나 사법부
의 지원을 받아 수사권과 체포권을 넘어 기소
권까지 갖춘 경우도 있다. 효과적인 부패통제
수단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자자하다. 

싱가포르, 홍콩, 영국, 호
주, 스웨덴, 노르웨이 등

미완성 
독립형

우리나라의 국민권익위원회나 러시아의 ICRF 
등이 해당한다. 기관 자체의 독립성은 인정받
으나 수사권 및 체포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 
미완성의 독립성이 특징인데 대다수의 부패통
제기관 보유 국가들의 특징이다. 

러시아, 한국, 이탈리아, 중
국 등

따라서는 일본처럼 검찰의 특수부서로만 설치된 경우들도 있다. 스위스

나 일본 등은 검찰과 의회에서 이러한 기능을 담당한다. 이를 표로 나타

내면 다음과 같다.

<표5> 부패통제기관의 개념 정의에 따른 유형 분류

2). 부패통제기관의 역할

부패라는 현상은 사회 어디서나 발생한다. 사소한 민사상의 거래에

있어서도 부패가 발생할 수 있다. 횡령과 배임・사기가 이런 것들이다.

그러하기에 부패통제기관에서는 이러한 것들도 감시한다. 그러나 정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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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걸쳐서 뿌리 깊게 발생하고 있는 부패들이 가장 중요한 대상이다. 이

것들보다 더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신고제를 활용해서 신고까지 받고 있

는 것은 공직부패다. 부정부패로 명명되는 행정부패・공직부패가 바로

부패통제기관의 주된 대상이다(Heilbrunn, 2004; Meagher, 2004; Sousa,

2010). 그러나 사회 전반의 부패에 대해서도 감시하고 감찰한다. 사회 전

반에 이루어지는 각종 부패들 가운데서 가장 빈번한 것은 정재계를 아우

르는 기업부패다. 정치인들은 재벌총수들에게서 막대한 자금을 받고 그

들의 요구를 들어준다. 이런 부패들에 대해서도 역시나 광범위한 수사권

과 조사권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광범위한 권한을 갖추고 있는 부패통제기관이 그래도 전담하

는 분야라고 한다면 행정부패다(Sousa, 2010).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와 공

무원들의 비리를 전문적으로 감시・조사・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대부분

의 부패통제기관들이 갖추고 있다(Heilbrunn, 2004; Meagher, 2004). 부

패통제기관이 행정부패를 직접적으로 통제할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는 부패통제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Quah, 2015;

Quah, 2016). 모든 부패들 가운데서 주로 공직자들과 공무원과 정치인들

의 부정부패를 담당하게 된 것은 부패의 주된 근원지가 행정이기 때문이

다. 따라서 여러 국가들에서도 부패방지법을 두고 부패한 공직자들을 잡

아내기 위해 애쓰고 있다. 대부분의 부패통제기관들은 집중적으로 행정

부패에 대해서 감시하거나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2. 부패통제기관의 반부패 효용성

1). 성공사례

영국은 전통적으로 나름의 부패감시체계들이 세워져 있었는데 옴부

즈맨이나 국가회계감사청, 검찰 등으로 부패를 감시해왔다. 그러나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금융업과 국제무역이 크게 성장하고 금융거래가 급

증하면서 행정부패 빈도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IMF를 겪고 나서부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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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더욱 부정부패를 잡아내어 국가 청렴도에 기여하자는 논의가 커졌다.

그래서 1988년도에 중대비리청/중대비리조사청(SFO: Serious Fraud

Office)가 설립되었다(심재승, 2007; 박경철, 2017). 중대비리청의 청장은

법무부장관에 의해 임명된다. 정보자료요구권과 기소권, 조사권 등의 권

한이 있다. 근거법률인 형사재판법에 의해 조직 운영상의 독립성이 엄격

하게 보장된다. 독립성은 누누이 말한 대로 부패통제기관의 부패척결 활

동을 보장하는 필수요소다. 뇌물법과 부정행위방지법이 있으며 국제적

부패행위도 규율대상으로 보고 있다. 중대비리청 설립 이후 영국의 청렴

도는 크게 상승되었고 부패행위도 줄어들었다.(심재승, 2007; 박경철,

2016)9)

싱가포르의 부패통제기관인 부패행위조사국(CPIB: Corruption

Practices Investiagtion Bureau)는 1952년에 설립되었다. 초창기에는 경

찰청 산하의 반부패기구라는 부서에서 부패척결을 담당했었다(조재현,

2016; Quah, 2017). 그러나 경찰청만으로는 해외무역 요충지로서 발생하

는 부패행위들을 모두 다 척결하기 힘들었다. 1952년 이후 부패방지법이

설립되었고 점점 더 부패행위조사국의 권한은 커져갔다. 조사권, 압수수

색권, 체포권이 있다. 기소권은 없으나 부패행위조사국은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CPI와 CCI에서 모두 다 최근까지 10위권 바깥을 넘어간 적

이 거의 없다.10) 싱가포르의 부패행위조사국은 강력하고 효과적인 부패

척결로서 그 역량이 널리 알려져 있다(Quah, 2017). 싱가포르의 부패행

위조사국은 독립성과 함께 철저한 준법정신과 함께 압수수색과 체포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하자면, CPIB는 조사권, 압수수색권, 체포권

을 발휘하는데 그 기능들을 세분해서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1) 부패

한 관행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하여 신고 받은 사항들에 대한 수사를 실

시한다. 모든 부패관행들을 수사하는 기능을 구비한 것으로서 기업・민
간 가릴 것 없이 부패한 관행들을 조사한다. 2) 관료나 공무원들의 부패

를 일일이 조사한다. 관료나 공무원들의 부패는 행정부패인데 행정부패

9) 2016년도 CPI 순위 10위 2012 ~ 2016년까지 10위권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10) CCI의 경우 1996년과 2015년 모두 부패통제순위 6위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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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수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해서 부패를 막고자 한다. 3) 예방책을

실시한다. 부패예방 정책을 실시하고 입안해서 정부와 협조하여 부패예

방을 실시한다. 전자정부를 활용하여 더욱 효과적인 부패방지를 추구하

기도 한다. 4) 우리나라의 인사청문회처럼 공직에 임명될 후보들에 대한

부패청렴조사를 실시해서 부패한 관료들이나 후보들은 제외시킨다. 일종

의 청문회 역할을 한다.

2012년 기준으로 2천만 달러의 예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10만 명의

인구 당 3.31건의 부패사례를 조사했다. 인구 당 4달러의 지출이고 직원

한 명당 37,681명의 사람들을 상대한다. 이는 같은 동남아권의 필리핀이

나 대만보다 최고 4배 내지 2배가량 적은 인구를 상대하는 것이다. 그러

나 이는 싱가포르의 인구가 520만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있

다(Quah, 2015). 같은 동남아권의 필리핀의 경우에는 4개의 반부패기관

이 있는데 싱가포르에 비해서 비효율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싱가폴의 CPIB는 동남아권에서 가장 탁월한 부패통제기관이라는 평

가를 얻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패통제기관이다.

그러나 이미 언급한대로 부패통제가 수월한 환경 때문에 부패통제가 쉽

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 대체적으로 인구가 많고 국토가 넓

은 나라에서는 부패통제기관의 역량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홍콩의 염정공서(廉政公署: ICAC: Independent Commissions

Against Corruption)은 우리나라에서 부패방지위원회를 설립할 당시 정

책실무자들이 주목했던 기관이다. 1974년에 설립되었는데 홍콩은 당시

영화나 드라마에도 잘 등장하듯이 삼합회・야쿠자・중국내륙 범죄조직

들과 경찰이 심각하게 엮어져서 광범위한 부패로 유명한 도시국가였다.

그러나 40년이 지난 지금은 홍콩은 CPI나 CCI에서 모두 10년 내내 16위

권을 유지하고 있을 만큼 깨끗해졌다. 많은 홍콩 시민들이 염정공서의

역할을 칭찬하고 있다(최진욱, 2005). 대략 70%의 시민들이 염정공서의

활동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50 – 60%의 홍콩 시민들이 염정공서로

인해 부패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고 대답했다. 염정공서는 법률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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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립된 세계 최초의 부패수사 전담독립기구다. 부패통제기관으로서

최초로 얼굴을 드러낸 기관이다. 염정공서의 눈부신 성과는 제도 – 법

집행 – 시민 참여라는 고리를 형성해낸 성과다. 이 연결고리를 형성할

때 부패통제기관의 가치가 드러나게 된다.

2). 실패사례 및 한계

부패통제기관은 독립성이 유지되지 못하면 권력화 된 기관으로 전락

할 위험이 크다. 대표적으로 이탈리아와 우리 대한민국을 들 수 있겠다.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1999년도의 스트라스부르그에서 맺어진 the

Criminal Law Convention on Corruption에도 늦게 참석했다. 그리고

2002년도에 이르러서야 부패통제기관인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을 만들었다. 그러나 부패한 의회와 행정부의 손아귀에서 벗

어나지 못하였고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Sargiacomo et al, 2015). 법

치가 선행되어 독립성이 전제되어야 할 중대한 요구가 있다.

이탈리아의 부패통제기관을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이탈리아의 경

우에는 마피아와 관료와 사업가들의 연계가 굉장히 끈끈하다. 이탈리아

의 부패는 세계적으로 유명하며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의 경우에도 온갖

부정부패로 악명을 떨쳤다. 이탈리아는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간 OECD

회원국임에도 불구하고 마피아와 부패한 사업가들에 의해 관료들이 움직

이는 국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부패한 의회와 행정부가 마피아와 개인

사업가들과 복잡하게 연계되어 있는 연결망들 때문에 이탈리아는 빈부격

차도 심한 편이고 사회복지도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제대로 이루어지

지 못한 편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UN의 합의문을 끝까지 거부하다가

뒤늦게야 2002년에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CAC)를 만들기는

하였으나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비능률적인 것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우

리나라의 국민권익위원회의 경우처럼 반부패를 위해 발휘되어야 할 기능

과 권한이 제대로 탑재되지 못하였다. 설령 제대로 된 수사를 실시하려

고 한다고 해도 부패한 공무원들과 의회로 인해서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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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패통제기관은 검찰과 감사원과도 일맥상통하는 기관인데 이러한

부패통제기관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은 국가 전체의 행정환경의

발전도에 비례한다고 볼 수 있다. 부패를 척결하려면 정권자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말도 쉽게 동의할 수 있다(Quah, 2017). 이탈리아의 부패통

제기관은 국민들의 불만을 잠재우려는 입막음용 위장정책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부패통제기관은 러시아에도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국민권익위원회의 독립성이 크게 보장되지 못

하고 있다(Quah, 2017). 김용철 (2012)에서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반부

패기구의 효용가치가 크게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홍콩의 염정공서나 싱가포르의 CPIB 등은 독립성이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고 수사권・체포권 역시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부패통제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의 경우에는 기관명칭에서부터 독립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있다(Quah, 2017). 성공적인 부패통제기관들의 경우

와는 다르게 국민권익위원회라는 이름에서부터 부패만을 전담하는 사법

적으로 독립된 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탈리아와 마찬가지로 부패통제를 이뤄낸 성공사례들이 드물다. 청렴성

조사를 시행하고 있기는 하나 직접적인 수사권이나 체포권이 없다. 공정

거래위원회나 검찰이라든지 다른 수사기관들과의 협조를 구하는 것도 어

렵다. 권력화된 기관이라고 볼 수도 없을만큼 실질적인 권한이 부족하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부패통제기관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이 존재한다. 이는 독립성이다. 행정・사법・정치적으로 온전하게

독립된 기관이어야 부패통제가 가능하다(Quah, 2015). 이러한 요소들은

부패통제 방법들과도 일맥상통한다. (1) 제도・법률의 질적 개선과 (2)

법치행정의 구비 그리고 (3) 민주주의 수준의 향상 (4) 언론의 자유 등

헌법적인 기본권 보장 등이 부패통제기관과 수반되어야 한다. 이탈리아

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더 타락해서 부패통제기관이 권력의 시녀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였다. 후진국으로 갈수록 이러한 권력화된 부패통제기

관들이 많다.11) 그러나 싱가포르의 경우 후진적인 행정・고질적인 부패

11) 러시아의 Investigative Committee of Russian Federation의 경우에도 설립된 취지
와는 전혀 다르게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정적 제거용 권력기관이라는 비판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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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부패통제기관을 강화하면서 해소해나갔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도쿄와 오사카 검찰에 부패전담 특별부서가 설

치되어 있다. 일본도 부패한 관료들과 야쿠자들의 연계가 유명하기는 하

지만 우리나라에 비해서 부패순위는 상당히 높다. 우리나라는 2016년도

에 CPI 순위 52위, 일본은 20위다. 우리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정

청탁금지법 등을 시행하여 부패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일본은

전형적인 개념의 부패통제기관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오로지 검찰과 감

사원과 의회의 연계로 부패가 통제되는데 여기서 추론할 수 있는 점은

부패통제가 이루어지려면 부패통제기관을 설치했다고 만족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일본이나 스위스처럼 검찰만으로도 충분히 부패통제를 이루어낼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부패통제기관 자체의 부패

통제효과가 역설적으로 완전히 부정된다고 판단하는 것은 속단에 가깝

다.

3). 그 외 사례들

(1).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 –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

보통의 부패통제기관들은 의회의 입법안에 의해 권한을 분배 받고

사법부의 도움을 받아 권한을 집행한다. 행정기관으로서 독립성을 얼마

나 부여 받느냐에 따라서 그 유형이 달라진다. 행정기관에 아주 소속되

어 독립성이 불투명한 곳도 상당수다. 부패통제기관들의 독립성은 그 자

체의 권한집행보다는 의회의 법률에 의해서 보장되는 경우가 상당수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부패통제기관은 독립적인 법률안을 입안하여 국회의

통과를 받아 이를 집행하는 독립적인 권한을 스스로 확보한 경우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전 대법관 김영

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012년부터 제안해온 법률안이다. 이 법률

있다. 기관의 사법적인 독립성이 쉽게 훼손되는 환경 때문이다. 사법적인 권한은 강한
데 비해 독립성이 떨어지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개인의 야망을 위해서 움직인다는 
비판을 받는다. 러시아 검찰이 받는 비판과 같은 종류의 비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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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은 2015년 1월 8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여 같은 해 3월 3일 통과

되었다. 그리고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내수부진이니 인맥

훼손이니 관계파괴를 불러온다든지 하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선진적인 법

률안으로 꼽히고 있다. 제안자인 김영란 전 대법관의 이름을 따서 ‘김영

란법’으로 불린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각 임직원 등이 식사비 3만원, 선물

5만 원 이상을 받을 경우에는 직무관련성과 상관없이 신고대상이자 처벌

대상이다.

영국의 SFO 같은 경우에는 체포권과 수사권을 넘어서서 기소권까

지 있는 강력한 부패통제기관인데 SFO 자체가 스스로 법률안을 고안해

내서 추진한 적은 없다. 부패통제기관의 독립성은 기관의 생명줄과도 같

은데 이러한 독립성을 스스로 확보해서 집행하고 있는 기관은 드물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2년부터 부패방지위원회를 시작으로 부패통제기관이

시작되었는데 국민권익위원회로 바뀐 후에도 독립성과 존재가치에 대해

서 비판이 많았다. 그런데 ‘김영란법’으로 인해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상

이 높아질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김영란법’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검찰과 같은 수사권이 보장되

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이 신고할 경우에는 적발할 수 있는 권한은 보유

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국민권익위원회가 기존의 청렴도 검사 등과 같

은 역할만 하지 않게 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한이

독립적으로 보장되는 일환이 되었으며 이 법률안으로 부패통제가 유용해

졌다고도 볼 수 있다. 그리고 신고제의 활용으로 전자정부를 활용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 범법사례를 신고하

는 통로를 전자정부로 마련해두고 있다.

대한민국의 부패통제기관의 연혁에 따른 부패통제효과를 시계열 그

래프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1>과 같다. 학술적인 개념에 따른 전형적인

부패통제기관은 2001년 추진되어 2002년부터 설치된 부패방지원회가 대

표적이다. 그리고 2005년도에 다시 국가청렴위원회로 재편성되었다. 그리

고 2008년도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그리고 전형적인

부패통제기관(ACAs) 이전부터 부패통제기능을 수행하던 국무총리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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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위원회가 통합편성되어 ‘국민권익위원회’가 성립되었다.

<그림1> 대한민국 부패통제기관의 시계열적 효과

1995년부터 2016년까지의 대한민국의 부패인식지수(CPI) 점수를 시

계열 그래프로 나타냈다. 처음 세로선은 2002년도에 부패방지위원회가

설립되었을 때고 두 번째 세로선은 국가청렴위원회가 설립된 2005년도이

다. 세 번째 세로선은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되었을 때다. 처음 부패방지

위원회가 설립될 당시에는 우리나라의 부패수준이 상당히 나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형적인 형태의 독립된 부패통제기관이 설립되고

나서 점진적으로 부패수준이 향상되어 국민권익위원회가 설립되고 나서

는 53점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2002년부터

부패통제기관으로 인한 부패통제기관의 효과가 단계적으로 시계열적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 증거다.

부패통제기관의 효과에 대해서 부정적인 대한민국에서 부패통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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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의 시계열 효과를 살펴본 결과, 부패통제기관 자체의 반부패효과가

점진적으로 나타난다는 증거를 발견했다. 부패통제기관이 단계적으로 도

입된 우리나라에서 부패통제기관의 독립성과 권한이 강화될수록 부패통

제효과가 5점에서 최대 11점까지 나타났다. 2002년에 비해 2008년의 부

패인식지수(CPI)가 11점 더 높다. 이는 국가 전체의 부패통제역량이 높

아졌다고 할 수도 있으나 부패통제기관 자체의 효과가 없다고 부정할 수

도 없다. 부패통제기관의 반부패효과에 대한 시계열적 분석을 미약하게

나마 실시해본 결과, 대한민국에서의 부패통제기관은 점진적으로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부패통제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부패통제의 법률을 제안해서

제정하는 성과를 이루어내기도 했다. 김영란법이 지닐 반부패효과는 아

직 검증되기 힘들다. 이는 김영란법이 발효된 지 1년도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영란법을 주관하는 기관으로서의 국민권익위원회가

전반적인 부패통제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산출해낼 수도

있다고 본다. 부패통제기관의 존재가치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중이지만

활발하지는 않다. 부패통제기관이 확실한 반부패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기대 하에 전 세계 국가의 절반가량이 부패통제기관을 설치하고 있다.

다른 절반은 검찰과 감사원으로 부패통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림1>의

시계열 효과는 타 국가들의 부패통제기관들도 반부패효과를 발휘할 가능

성을 암시한다고도 볼 수 있다.

섣불리 부패통제기관 자체의 반부패효과가 시계열적으로 나타난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러나 전자정부가 설치된 환경에서 부패통제기관의 설

치유무에 따라서 부패통제효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본다. 만일 전자정

부의 부패통제효과가 부패통제기관의 설치여부에 의해서 달라진다면 부

패통제기관의 조절효과는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부패통제기관에서 ‘부패방지종합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한다면 효과적인

상호작용도 나타나 반부패 상승작용이 생성될 수도 있다(최호진, 2011).

부패통제기관의 존재로 인해 전자정부의 부패통제가 효과적으로 발휘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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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사례들

대개 부패통제기관의 설치는 단독으로 하나만 설치하는 일원화 방안

과 여러 개를 동시다발적으로 설치하는 다원화 방안으로 나뉜다(Quah,

2015; Quah, 2016; Quah, 2017). 이 가운데서 일원화 방안이 성공적인 부

패통제 수단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다원화 방안이라고 해서 반

드시 실패한다는 것은 아니다. 법치, 민주주의 수준, 기본권 보장 등과

같이 제도적・환경적 요인들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다원화 방안도 큰 성

공을 거둘 여지가 있다. 그러나 다원화 방안은 명목상의 민심 달래기용

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많다. 호주의 경우에도 성공적인 부패통제기관

은 NSW의 ICAC가 전무하다는 비판이 있다. 다원화 방안의 대표적인

사례로써 중국을 들 수 있다.

중국은 총 4개의 부패통제기관이 있다. 첫 번째로 공산주의 중국 이

전부터 부패를 감시・통제했던 부패통제기관인 CCDI(Central

Commission for Discipline Inspection: 中国共产党中央纪律检查委员会[중

국공산당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있다. 의원들의 임기는 5년이고 중국 공

산당 인민대회에서 선출된다. 독립성이 보장되고 후진타오 주석과 시진

핑 주석의 대대적인 부패척결의지 표명 이후 권한이 더욱 강화되고 있

다. 자체적으로 수사권이 있다. 130명의 위원들과 21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며 중국 공산당 헌법에 의해 수사권이 보장된다. 아래 중화인민공

화국감찰부와 수사연계를 주로 하며 중국의 Central Military

Commission과도 연계한다. 주된 기능들은 1) 헌법과 중요 규범들을 지

키게 만들며, 2) 공산당의 규범들을 시행하고 집행하도록 도와주고, 3)

규정, 원칙, 정책 등의 집행여부를 감시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 공산

당 내부의 부정부패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부패한 관료를 적발한다. 적

발된 관료는 Shuanggui라는 절차에 들어가서 반드시 지정된 시간과 장

소에 출석하여 부정부패 여부를 심사 받게 된다.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

면 Shuanggui에서 배제되지만 통과하지 못한다면 체벌과 태형까지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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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 시진핑 주석의 출범 이후로 부패한 관료들을 사형까지 시키는

일도 빈번해졌다. 2013년도에만 155,154건의 부패사례들을 조사했다.

그리고 두 번째로 Ministry of Supervision(中华人民共和国监察部[중

화인민공화국감찰부])가 있다. 이 행정부처는 CCDI 등을 총괄해서 관

리・감독하는 부처이다. 세 번째로는 National Corruption Prevention

Bureau(国家预防腐败局[국가예방부패국])이 있다. 2007년에 신설된 기관

으로서 CCDI보다 더 부패통제에만 집중한 독립적인 기관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카오에 설치된 Commssion Against Corruption이 있다. 이

는 여타 ACA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기능을 수행한다.

중국의 부패통제기관들은 앞선 유형 분류에 따라서도 미완성 독립형

이다. 독립성이 보장된다고 볼 수는 있으나 이는 표면적으로 사법적 독

립성이 보장된다고밖에 볼 수 없다는 비판이 많다. 민주주의 수준이 확

보되지 않은 중국으로서는 늘 직면하는 비판들이나 부패통제기관들의 경

우에는 더더욱 사법적 독립성에 대한 의문이 많은 경향이 짙다. 중국은

시진핑 주석의 부패척결 의지가 강력하기는 하나 이를 악용하고 역이용

해서 뇌물을 착복하는 경우가 많다. 부패통제기관들이 검찰을 넘어서는

확실한 실권을 지니고 있는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부패통제기관들이 2

개 이상 설치된 국가들의 대다수는 영토가 넓은 경우다. 미국도 4개의

부패통제기관이 설치되어 있다. 단 하나의 부패통제기관으로는 부패통제

를 원활하게 시행하기 어려운 난점이 존재한다. 그리고 한 기관에 권한

배분이 집중된 경우에는 부패통제기관 자체의 부패를 예상할 수 있어 권

한배분의 차원에서 부패통제기관을 여럿 두는 경우가 있다.

호주는 지역별로 New South Wales에 Independent Commssion

Against Corruption, Queensland에 Crime and Corruption Commission,

South Austrailia에 Independent Commissioner Against Corruption,

Victoria에 Independent Broad-based Anti-Corruption Commission,

Western Austrailia에 Corruption and Crime Commission 등 총 5개의

부패통제기관들이 설치되어 있다. 다원화를 시도하면 기관들에 권한이

분배되어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부패통제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특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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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의 ICAC는 효과적인 부패통제기관으로서 연구대상으로 물망되기도

했으며 ICAC와 다른 부패통제기관들과의 연계가 잘 이루어져서 광활한

호주 국토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른 지역

의 부패통제기관들과의 연계뿐만 아니라 검찰과의 연계도 능률적으로 이

루어진다. 자체적으로 구류・구속을 실시할 수는 없지만 검찰에 추천서

를 작성해서 구속을 요구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국민권익위원회와 비슷

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훨씬 더 효과적인 기

관으로 알려져 있다. 1989년에 설립되었으며 부패통제과정에서 시행착오

들을 경험하면서 현재로서는 호주에서 가장 유능한 부패통제기관으로 알

려져 있다. 그러나 부패통제기관을 악용해서 정적들을 제거하는데 사용

하는 일이 나타나 비판을 받기도 했다. 부패통제기관이 많다고 해서 반

드시 비효율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5개의 부패통제기관이 있는 호주의

경우 2016년도에 13위의 CPI 순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총괄지휘가 어려워져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중국의 경우

가 대표적이다. 중국의 경우 4개의 부패통제기관 간의 권한배분도 적절

하지 않고 무엇보다 중국 공산당 인민대회의 권력과 Guanxi에 의해 부

패통제가 시행되기도 하고 시행되지 않기도 한다. 정권자의 강력한 의지

에 따라서 부패통제기관이 효율적인 도구로서 부패를 개선해 나가는 것

은 맞다. 그러나 부패통제기관이 중국처럼 정권자의 의지에 따라서 좌지

우지될 경우에는 부패통제기관은 권력의 시녀노릇을 하게 되기도 한다.

부패통제기관의 개수가 많은 것은 독이 될 수도 있고 득이 될 수도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패통제기관의 설치유무와 설치정도를 나누

어서 그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12)

4). 전자정부 활용 가능성

홍콩의 경우는 시민들 모두가 인정할 정도로 부패통제기관의 역량이

12) 설치유무는 부패통제기관의 설치여부를 0(부존재)과1(존재)로 나누어서 코딩한 변수이
고 설치정도는 부패통제기관의 설치개수를 최소 0부터 최대 5까지로 나누어서 코딩한 
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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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발휘되었다. 싱가포르나 영국이나 호주 등도 부패통제기관의 역할

이 두드러졌다(Quah, 2017). 모두 다 독립성이 확실히 보장된 상태에서

법 집행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정보화 시대를 지나서 제4

차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있다. 인공지능・빅데이터・클라우드 컴퓨팅의

시대에는 기존과 다른 형태의 부패가 이루어질 수 있다(클라우스 슈밥,

2016). 홍콩과 싱가포르는 이미 전자정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인터넷

상의 부패를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전자정부 자체의 악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감시하고 있다.

기존에 문서나 전통적인 방법의 인맥으로 맺어지는 비리가 아니라

인터넷 상에서 부패가 쉽게 발생할 수도 있다. 각종 첨단기기와 복잡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손쉽게 해킹 등으로 부패를 저지르고 회피하는 공

무원들이 생기고 있다(최호진, 2011). 이런 경우에 물리적으로 부패를 차

단하려 한다기보다는 정보화에 맞추어서 등장한 전자정부를 활용하여 각

종 부패를 차단할 수 있다(Quah, 2017). 전자정부를 부패만을 전담하는

독립기구인 부패통제기관이 효과적으로 활용할수록 부패통제효과는 커진

다. 이탈리아에서는 2010년도에 전자정부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서 부

패통제에 어려움을 겪고 실패한 사례가 있다(Sargiacomo et al, 2015).13)

또한 전자정부가 유용한 수단으로서 도입되어 부패통제기관의 반부패 행

정을 강화시켜줄 수도 있다.

전자부패를 통제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전자정부로 컴퓨터와 인터넷을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전자부패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전자정부라는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전자정부와

정보화를 계기로 신기술 활용능력을 빌미로 삼아 전자부패를 저지르는

사례가 늘고 있다(정충식, 2015). 굳이 전자부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

반적인 부패 및 행정부패를 감시・통제하는데 있어서 전자정부의 역할은

중요해졌다. 부패통제기관은 이름처럼 부패를 전담하는 독립기관이므로

전자정부와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다고 본다. 전자정부를 적극적으로 도

입・활용한다면 부패통제기관의 능률향상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그

13) 이 경우에는 이탈리아의 부패한 관료들이 전자조달부패를 저지른 것이다. 행정정보체
계가 구비되었다면 전자조달의 부패를 통제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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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결조건

효력
있음

1) 독립성의 전제(Quah, 2011; Quah, 2015; Quah, 2016; Quah, 2017). 법
률로서 부패통제기관의 반부패행위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되
어야 한다. 부패통제기관에 독립성이 없고 적절한 자원이 공급되지 않으면 정
적들을 처리하는 ‘권력화’된 기관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크다(김병섭, 2002; 
Quah, 2015; Quah, 2016). 2) 잘 구축된 기관 간 협동과 연계망. 행정・사
법・입법의 제 기관들을 모두 다 감찰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3) 부패와 
청렴도에 적합한 전문화・전문화된 인력, 4) 포괄적인 조사능력과 특수한 수
사권한 5) 연구용역, 6) 내구성. 부패를 조사하다보면 각종 비판과 비난이 쇄
도하기 때문이다. 

효력
없음

부패통제기관의 경우에는 위의 조건들 가운데서 독립성이 가장 중요하다. 
WGI의 5개 지표(책임성/정치적 안정/정부효과성/규제의질/법치수준) 등이 잘 
갖추어진 나라들일수록 부패통제기관의 역량이 제대로 발휘되었다. 부패통제
기관이 제대로 역할을 할 경우에는 부패억제력이 크게 상승하고 나라 전체의 
청렴도 및 경제력이 상승하는 효과까지 있었다. 그러나 조건들이 잘 맞아떨어
지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거나 대개 정적 제거용 권력기관으로 
격하되는 경우가 많았다(중국과 러시아 등)

전자
정부
와의 
결합

전자정부와의 결합에 대한 논의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그러나 최근 이탈리아
에서 전자조달 부패를 검거하는데 전자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는 점을 발표
했다(Sargiacomo et al, 2015). 전자정부가 부패통제기관의 역량을 강화시켜
줄 수도 있다. 아니면 전자정부의 부패통제과정에 부패통제기관이 개입해서 
전자정부의 역효과를 억제해줄 수도 있고 반대로 전자정부를 적극적으로 도
입・활용해서 부패통제에 큰 상승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다.  

결론

결론적으로 논의하자면, 부패통제기관이란 부패억제를 위한 전담기관인데 부
패통제라는 행정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유효한 변인(통제변수 혹은 조절변
수)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 전자정부 역시 똑같은 기대와 함께 부패통제를
위해 도입되었다. 부패통제기관의 설치여부에 따라서 전자정부의 부패통제효
과가 크게 달라질 수도 있다. 그리고 부패통제기관이 전자정부의 반부패효과
를 조절해줄 변수로서도 작용할 수 있다. 

리고 부패통제기관으로 하여금 전자정부 자체의 문제로 인한 전자부패를

통제・차단하는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 다음 <표5>는 전자정부의 부패

통제과정에서 부패통제기관이 잠재적 통제변수이자 조절변수로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정리한 표다.

<표6> 부패통제기관의 존재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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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행연구 정리 – 유보적 효과긍정

Jon S.T. Quah는 그의 연구들(Quah, 2011; Quah, 2015; Quah, 2016;

Quah, 2017)에서 부패통제기관(ACAs)의 부패통제효과가 있다고 논의하

고 있다. 그의 연구들은 대부분 기술통계와 상관관계 분석에 그치지만

싱가포르・홍콩 등지의 부패통제기관의 성공사례를 분명하게 분석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부패통제기관의 효과가 더욱 확실한데 이를

대한민국과 비교한 그의 최근 논문(Quah, 2017)에서는 부패통제기관만

설치되어서는 부패통제효과가 나타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그는 부패통

제에 전자정부와 정보통신기술들도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 효과적

인 부패통제 도구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논설하고 있다.

다른 논문들도 영국・싱가포르・홍콩의 부패통제기관들의 성공사례

를 분석하고 있다(최진욱, 2005; 심재승, 2007; 박경철, 2016; 조재현,

2016). 확실하게 성공적인 사례들인데 이를 뒷받침하는 배경들 즉 통제

변수들의 존재가 중요하다. 이러한 통제변수들이 높은 수준의 규제와 이

를 뒷받침하는 법과 제도 그리고 이를 집행하는 효과적인 행정・정부다.
부패통제기관을 만병통치약으로 보는 시각도 있었으나 이는 지금에서는

반박되고 있는 논의다(Heilbrunn, 2004; Meagher, 2004). 그러나 부패통

제기관이 부패를 통제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는 것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전반적으로 동의한다.

대신에 이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배경요소들이 필

요하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기관 자체의 독립성인데 이를 구축하도

록 돕는 환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부패통제기관은 검찰이나 감사원

같은 국가 행정기관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수들이 갖추어진다면 부패

통제기관의 반부패효과가 크게 진작될 수 있다고 선행연구들은 정리하고

있다. 그러나 부패통제기관의 반부패효과에 대한 실증적인 양적연구들은

드물었다. 부패통제기관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환경이 절

대적이라는 이론이 중론이었다(Quah,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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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전자정부와 부패통제기관의 결합

전자정부의 부패통제효과를 긍정하는 입장과 부정하는 입장이 갈리

지만 대체적으로는 긍정하는 입장이 통설에 가까웠다. 긍정하는 입장에

서는 최슬기・정광호 (2014)처럼 전자정부의 부패통제를 더욱 공고화시

키려면 정책결정의 투명성 같은 조절변수가 필요하다는 연구들이 최근

들어 더 증가했다. 대신에 반대연구들은 전자정부가 발전할수록 이를 악

용하는 교묘한 전자부패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보며 전자정부의 부패통제

긍정론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했다. 대다수의 연구들은 전자정부의 효과

를 입증하기 위해 전자정부 참여도(EPI)나 정보화준비지수(NRI) 등의 변

수를 통제변수 내지는 독립변수로 대입했다. 전자정부가 효과를 발휘하

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수준과 참여도 등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논의였다. 그리고 전자정부의 부패통제효과를 살펴보기 위한 통

제변수들로 다음과 같은 요인들도 대입하였다. 1) 정부 효과성, 2) 인구

내지 일인당 국민소득, 3) 교육수준, 4) 민주주의 수준, 5) 규제의 질, 6)

법치수준, 7) 언론의 자유 등을 도입하였다. 조절변수들로는 1) OECD

국가여부 2) 정책결정의 투명성 3) 전자정부 발달수준 등을 들었다. 부패

통제기관을 통제변수나 조절변수로 상정한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부패통제에 지속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부패통제기관을 조절변

수로 연구모형에 대입해 보고자 한다.

부패통제기관(ACA)는 우리나라의 경우 2002년도부터 도입되었으나

싱가포르・홍콩・영국 등의 선진국에서는 1970년경부터 일찌감치 도입되

어 부패통제에 큰 공을 세우고 있다. 부패통제기관이 부패를 통제하는데

중요한 도구이자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살

펴본 대로 모두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부패통제기관의 독립성과 민주성

과 합법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효과를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오히려 권력화된 기관으로 전락하여 부패를 키우는 부패한 기관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부패통제기관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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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올바른 제도와 법률이 구비되어 있어야 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집

행할 수 있는 힘을 갖춘 행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행정기관이 부패를

감시하고 통제하려고 할 때 전자정부 같은 효과적인 장치나 수단이 구비

되어 있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제반 조건들은 전자정부의 부패통제

긍정론이나 부패통제부정론 양쪽에서 제시하는 환경들과 똑같은 환경들

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환경들을 통제변수로 제시하고 전자정부와 부패

통제기관의 부패통제효과를 살펴본다면 흥미로운 결과를 제시해줄 수 있

으리라고 본다. 전자정부와 부패통제기관의 상호작용으로 반부패효과의

상승작용이 이루어진다면 독창적인 성과를 거두는 연구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전자정부의 부패통제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전자정부가 부패통제를 효과적으로 이룩하지 못할 수도 있

다는 가정 아래 전자정부를 효과적으로 사용해서 부패통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해주는 조절변수로서 부패통제기관(ACAs)의 효과를 살

펴볼 것이다. 이 효과적인 제도(장치)를 부패통제에 제대로 사용할 수 있

는 집행기관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부패통제를 위해서 새롭게 도입

된 부패통제기관과 전자정부의 상호작용(조절효과)를 중점적으로 살펴보

고자 한다.

제3장. 연구설계

제1절. 연구문제

전자정부와 부패의 관계를 이론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접근해 본

결과 전자정부가 부패에 부정적이거나 미온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논

문(Heeks, 1998)보다는 전자정부가 부패를 통제한다는 연구들이 더 많았

다(Ojha et al, 2008; Zhang & Zhang, 2009; Bertot et al, 2010; C-K.

Kim, 2013). 전자정부는 제반 환경들에 따라서 부패통제효과가 달라진다

고 보나 소수의 연구들에서는 전자정부가 제반 환경들에 의해 부패통제

효과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전자정부 자체에 내재된 성질들로 인해 부



- 53 -

패통제효과가 자체적으로 내재되어있다고 보기도 했다(Shim & Eom,

2008; Shim & Eom, 2009).

그러나 전자정부의 부패통제를 긍정하는 논의만 있는 것은 아니며

전자정부라는 신기술로 인해 통제하기 힘든 새로운 부패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논의도 여럿 있었다. 기술에 의해 잠식되었던 부정부패가 다시금

기술의 손에 의해 부활해 전자부패로 귀결될 수도 있다. 전자정부 활용

능력과 기술력을 갖춘 관료들의 손에 의해 신종 부패가 등장했다고 본다

(명승환, 2006; 최호진, 2011; 정충식, 2015; 문정욱, 2015).

전자정부의 발전은 투명성과 책임성과 반부패 전략의 일환으로 사용

되어 국가 자체의 부패를 완화시킨다는 연구도 있다. 법치, 정부 효과성,

정치적 안정성 등의 요인들에 비해서는 효과가 떨어지지만 그래도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수치로 나타났다(Arpit, 2012; Kim, C-K, 2014). 그러나

전자정부와 부패통제 사이에 확실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언하기는 어려

웠다(문정욱, 2015). 아직까지는 전자정부와 부패통제 사이에 인과관계가

확실히 존재한다고 보기는 힘들다(김병섭・박순애, 2013).
대부분의 부패통제는 행정개혁과 제도개선 그리고 인적 쇄신 등으로

이루어진다. 인적 쇄신이라고 할 때는 인력 자원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

로 배치하는 것을 뜻한다. 제도개선에는 반부패기구의 활용도 존재한다.

반부패기구라 함은 우리나라의 국민권익위원회(舊: 국가청렴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독립감시기구를 뜻한다. 이러한 감시기구나 반부패

기구를 부패통제기관이라고 하며 이는 부패만을 전담하여 통제한다는 데

존재가치가 있다(김병섭・박순애, 2013). 전자정부가 부패를 통제한다고

하여도 그 연결고리를 찾는데 많은 학자들이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부패

통제기관이 전자정부라는 신기술을 도입・활용할 때 부패통제효과가 더

욱 증가할 수 있다. 아니면 본 연구에서 제기한 문제의식처럼 전자정부

가 새로운 부패를 창출하는 악용가능성이 있을 시에도 부패통제기관이

전자정부라는 제도를 독립적으로 감시・통제하는 기관으로 작동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먼저 전자정부의 부패통제효과에 대해서 재검증해보고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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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자정부에 내재된 양면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패통제기

관(Anti-Corruption Agency)의 존재가 전자정부와 반부패 사이에서 미

치는 효과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전자정부 자체의 부

패 통제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유보/부정의 태도로 나뉘어져 있었다. 최

슬기・정광호 (2014)는 정책 과정의 투명성이 조절변수로서 보장되면 전

자정부의 반부패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난다고 본다. 기본적인 연구의

전제가정들은 전자정부의 부패통제를 긍정하는 입장이다. 전자정부가 만

들어지기 시작할 때부터 밀실행정 등에 의한 고질적인 행정부패를 차단

해줄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행정 투명성과 민주성이 크게 진작될 것이

라고 여기고 있다. 그러나 전자정부의 부패통제효과에 대해서 반론 및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다소 비판적인 시

각으로 전자정부의 부패통제효과를 바라보고자 한다. 대부분의 연구들이

전자정부의 독립적인 부패통제효과를 희망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타당

한 희망인지에 대해서부터 논의하고자 한다. 그리고 부패만을 직접적으

로 관리・통제하는 기관으로서의 부패통제기관의 존재여부가 전자정부의

반부패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살펴보고자 한다.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활용능력을 갖춘 관료들이 실제

로 같은 수준의 시민들과 공모하여 부패를 저지른 일도 생겼다(최호진,

2011; 정충식, 2015). 지나친 염려일지도 모르지만 전자정부라는 것이 정

말로 확실하게 부패통제효과가 있는지 재검증해보고자 한다. 만약 전자

정부라는 것이 부패를 도리어 악화시킬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부패통제기

관이 전자정부를 활용하여 전자부패까지도 차단하는 순기능을 다할 수도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자정부의 부패통제효과에 대한 의

문에서부터 문제제기를 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 전자정부는 과연 부패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수

단인가?

제2절. 연구가설 및 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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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가설

1). 전자정부 요인

전자정부란 1993년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에서 고안해낸 개념이다.

그전까지는 정부전산화나 행정전산화라는 용어가 쓰였다(정충식, 2015).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정보화라는 제3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정부에도 정보통신을 도입하자는 논의가 시작되었다. 1993년

이후로 많은 국가들이 전산화・정보화를 시작하였고 우리나라는 2003년

부터 시작된 UN의 전자정부 발전도 평가에서 상위권에 들어가게 되었

고 2010년 이후에는 5위권을 항상 유지하였다. 그러나 이미 살펴본 대로

우리나라의 부패지수나 부패통제지수는 중위권을 맴돌고 있다. 그리고

OECD 기준으로 본다면 최하위권이다. 우리나라 외에도 바레인이나 이

탈리아 등도 전자정부 순위에 비해서 부패인식지수나 통제지수나 중하위

권을 맴돌고 있다. 전자정부가 발달한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싱가포

르 등은 청렴도・부패통제지수 등에서 항상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기존 연구논문들도 이러한 북유럽 등지의 선진국들의 환경을 가정하여

통제변수를 두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통제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전자정부의 부패통제효과

가 나타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종속

변수로 사용하였던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TI)의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 Index: CPI)를 사용하고자 한다.

CPI는 신뢰성과 타당성 측면에서 60%에 해당하는 부패 연구에서 사용

된 바 있는 공인된 지표이다. 본 연구의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전자정부

가 과연 부패통제에 효과적인 수단인가다. 따라서 전자정부와 부패에 관

한 기존의 가설을 차용하여 다시금 검정해보고자 한다.

이 가설을 검정할 때는 전체국가수준에서 한 번 검정하고 둘째로 본

연구의 조절변수인 부패통제기관의 설치여부에 따라서도 검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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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통제기관이 설치된 국가들은 대부분 전자정부・부패지수・경제력 등
이 높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OECD 회원여부에 따라서도 전자정부의 효

과를 검정하려고 한다. 선행연구들에서는 비회원국들에서 전자정부 자체

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본 연구에서는 반대일 수도 있다는 가정을

해본다.

가설1. 전자정부의 발전도가 높을수록, 전자정부의 부패통제효과는 커

질 것이다.

2). 부패통제기관 요인

부패만을 전담하는 기관이 부패통제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Heilbrunn, 2004; Meagher, 2005; Sousa, 2010). 조절변수로서의 부패통

제기관의 반부패효과를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부패통제기관이 대표적으

로 성공한 나라들은 홍콩, 싱가포르, 영국 등이다(심재승, 2007; 박경철,

2016; 조재현, 2016). 홍콩과 싱가포르, 영국 모두 다 부패통제 및 청렴도

순위가 세계 상위권에 속하는 나라들이다. 싱가포르는 여러모로 북유럽

선진국들에 비교될 정도로 깨끗한 나라로 정평이 나있다. 홍콩, 싱가포

르, 영국 세 국가들은 부패통제기관들이 대대적으로 설치되어 크게 성공

한 나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다른 나라들도 부패통제기관이 부

패를 통제・감소시키는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지는 미지수다. 부패

통제기관을 여러 개 설치하는 경우에는 권한충돌로 인해 부패통제가 집

행되지 않는다고 본다(Quah, 2015).

우리나라에는 대표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있다(김용철, 2012). 전

문가들은 대부분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해서 회의적이다. 과연 부패방지위

원회부터 시작된 부패통제기관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

이 많다. 시행 부패통제기관이 대대적인 성공을 거둔 나라들은 앞서 언

급한 세 나라 외에도 대부분 주로 북유럽과 영미 등지의 선진국들이다.

호주나 캐나다 등이 부패통제기관을 여럿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다. 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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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기관이 만병통치약까지는 아니어도 적절한 권한이 주어진다면 효과

적으로 부패를 통제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도 있다(Heilbrunn,

2004). 따라서 이러한 부패통제기관의 운영이 얼마나 부패를 통제하고

청렴도를 상승시킬지에 대해서 한 번 더 따져보고자 한다.

가설2. 부패통제기관이 설치되어 있으면 부패통제효과가 나타날 것이

다.

가설3. 부패통제기관이 더 많이 설치될수록, 부패통제기관의 부패통제

효과는 커질 것이다.

3). 전자정부와 부패통제기관 요인

마지막으로, 전자정부와 부패통제기관과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살펴

보고자 한다. 전자정부가 부패를 통제하기 위해 도입되었을 때 전자정부

의 부패통제효과를 부패통제기관의 존재가 효과적으로 조절하는지 여부

에 대해서 따져보고자 한다. 전자정부가 부패를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

한다고 하여도 부패통제기관의 존재가 부패통제효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

기 때문이다. 전자정부의 부패통제효과가 재검증된다고 할 경우에는 부

패통제기관이 조절변수로서 전자정부의 반부패효과를 상승시켜줄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정부 발전도(EGDI)라는 독립변수와 부패통제기

관이라는 조절변수를 놓고 부패인식지수(CPI)라는 종속변수에의 인과관

계를 보고자 하였다. 전자정부가 발전하고 부패통제기관이 있다고 했을

때 생기는 전자정부의 부패통제효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전자정부

란 기본적으로 앞서 언급한대로 공무원과 시민 간의 직접적이거나 비밀

스러운 대면접촉을 크게 감소시키고 있다. 그리고 정보 비대칭에 의한

뇌물수수나 향응 혹은 금품수수를 사전에 차단해줄 수 있다. 전자정부가

발전할수록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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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국 행정의 전체적인 투명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반대로 신기술을 악용하여 더 은밀한 전자부패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전자정부 자체를 감시・통제하여 감찰할 수 있는

외부변수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부패통

제기관을 들 수 있다. 검찰이나 경찰도 전자상거래 등의 ICT 범죄를 적

발하지만 행정부패를 집중적으로 감시하는 기관들은 아니다. 국민권익위

원회 등 여타 부패통제기관들이 전자부패 등의 행정부패를 사전에 차단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전자정부가 설치되었고 여타 제반 환경들이 동

일하다고 가정하더라도 부패통제기관의 설치유무에 따라서 전자정부의

부패통제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설치된 국가들에서는 전자정부의 부패

통제효과가 크고 미설치된 국가들에서는 전자정부의 부패통제효과가 낮

거나 없을 수도 있다.

가설4. 전자정부가 발전하고 부패통제기관이 설치되어 있을수록, 전자

정부의 부패통제효과는 더욱 크게 나타날 것이다.



- 59 -

2. 연구의 분석틀

<그림2> 연구 분석틀

제3절. 변수의 설정

1. 종속변수

이미 밝힌 바와 같이 대부분의 전자정부와 부패에 관련된 논문들(김

태은 외, 2008; 최슬기・정광호, 2014 등)이 부패에 대한 수준을 측정할

때 사용되었던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TI)의 부패

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 Index: CPI)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CPI

는 가장 저명하고 공신력이 높으며 여러 면에서 입증된 지표로서 많은

국내외 논문들에서 종속변수로서 사용하거나 시계열 분석에서도 사용하

독립변수:
전자정부 발전도
(EGDI)

종속변수:
부패인식지수(CPI)

조절변수: 부패통제기관
(ACA) 설치유무 및 정도

통제변수: 
1. 민주주의 수준 
2. 일인당 국민소득
3. 교육수준
4. 언론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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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는 했다. 소수의 논문들에서 CCI라는 변수를 사용하기도 한다. CPI가

국가 수준에서의 부패에 관한 실증 연구들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맞지만 자원배분의 비효율적 배분의 관점에서 부패를 잘 나타낼 수 있는

지표인지에 대한 논란은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전자정부 연구의 50%에

육박하는 대부분의 연구들이 CPI를 사용하고 있다(Judge et al, 2011).

1). Corruption Perception Index: CPI by TI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사용되어 부패통제수준

곧 청렴도를 측정하는데 신뢰도와 타당도가 어느 정도 입증된

Corruption Perception Index: CPI를 사용하고자 한다. 신뢰도와 타당도

가 어느 정도 입증되었다는 말은 CPI처럼 거의 모든 연구들에서 사용되

는 것은 아니지만 신뢰도와 타당도가 입증될 정도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는 말이다. CCI는 이미 언급한 바대로 CPI와 함께 부패연구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종속변수이자 지표로 알려져 있다. 두 지표 외에도 CI라는

지표가 사용된다. Judge et al (2011)은 부패에 관한 여러 가지 연구들에

서 사용된 부패 지수들 가운데서 Corruption Perception Index(CPI),

Contorl of Corruption Index(CCI), Corruption Index(CI)가 순서대로 가

장 많이 사용된 지표들이라고 밝혔다. 이 논문에 따르면 48%의 부패연

구가 CPI를 종속변수 내지 연구지표로 사용했고, 27%의 연구가 CCI를

종속변수 내지 연구지표로 사용했으며, 13%의 연구가 CI를 연구지표로

사용했다(강영주, 2012). CCI는 CPI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널리

사용되는 부패 측정 지표로 알려져 있다. 각 지표들의 특징은 다음 <표

2>에 정리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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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자료 출처 계산

C o r r u p t i o n 
P e r c e p t i o n 
Index(CPI)

국 제 투 명 성 기 구
( T r a n s p a r e n c y 
International:TI)는 11개의 
국제 기관들에서 13개의 자
료들을 수집하여 이 지표를 
만듦. 0(가장 부패)부터 100
까지의 값을 가짐.

CPI는 2008년의 지표를 만들기 
위하여 2007년과 2008년 사이
에 발간된 자료들을 이용하였
다. 한 국가의 지표는 모든 지
표들의 가중치하지 않은 평균으
로 계산된다. 현재, 180개 국가
가 평가되고 있으며, 각 국가마
다 적어도 3개의 출처를 가지
고 있다. 

Control of 
C o r r u p t i o n 
Index(CCI)

세계 은행은 20개의 국제 기
관들에서 25개의 자료들을 
수집하여 이 지표를 만듦. 
-2.5(가장 부패)에서 2.5까지
의 값을 가짐.

CCI 지표는 다음의 각 자료출
처들에 대해 보는 바와 같이 가
중치를 부여하여 계산된다. 상
업(0.65). 기업에 대한 서베이
(0.13). 비정부기구(0.11), 공공
영역(0.11). 전체적으로 다음의 
세 개의 측정 지표들이 합해진
다: (1) 투명성, (2) 부패에 대
한 대중의 인식, (3) 족벌주의 
또는 정실인사. 현재, 212개국
이 평가되고 있으며, 각 국가마
다 적어도 6개의 출처를 가진
다.

C o r r u p t i o n 
Index(CI)

PRS(Political Risks 
Service) 그룹은 각 국가의 
전문가들로부터 자룔르 수집
함. 0(가장 부패)부터 6까지
의 값을 가짐.

CI는 1984년 이후로 매년마다 
산출되는 22개의 국가 위험도 
지표 중의 하나이다. 월별 자료
를 평균하여 연도별 지수를 산
출한다. 140개 국가가 평가되고 
있다. 

<표7> 세 가지 주요 부패 측정 지표

자료출처: Judge et al (2011)

Control of Corruption Index: CCI는 World Bank에서 1996년부터

발간해왔던 자료로서 Daniel Kaufmann 등 여러 학자들이 세계 정부의

거버넌스(Governance)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Worldw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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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ance Indicator의 6가지 거버넌스 측정항목들 중 하나이다. 많은

학자들에 의해 공인된 지표이기도 하다(Andersen, 2007; Andersen,

2009). 그러나 부패인식지수(CPI)도 국제투명성기구의 논리에 따르면 부

패를 인식하고 있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렴도에 대한 인식

으로 보아도 무관하다. 연구의 타당성 및 특히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는 널리 사용되는 CPI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2. 독립변수

1). 전자정부 발전도(E-Government Development Index: EGDI)

독립변수는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검토에서 살펴보았던 거의 모든

연구들에서 독립변수 내지는 통제변수로 활용하였던 UN의

E-Government Development Index: EGDI를 사용하고자 한다. 데이터의

축적에 사용된 데이터베이스의 출처는 현재 격년으로 발간되는 UN의

Global E-Readiness Reports와 E-Government Surveys다. 각 자료들은

UN의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DESA: UN 경제사

회부)의 Division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Development

Management 부서(DPADM)에서 매년 작성하고 편집해서 발간한다.

DESA와 DPADM의 주된 출판물은 현재 매 2년마다 발간되는 UN

E-Government Survey이다. 이 서베이는 UN 회원국들의 전자정부 준비

도와 전자정부 참여도를 양적 혼합 지표에 따라 웹 사이트 평가와 전기

통신 인프라 그리고 인적 자본 성숙도등을 토대로 혼합하여 평가한다.

UN에서는 2003년부터 2016년까지 총 8회(2003, 2004, 2005, 2008,

2010, 2012, 2014, 2016)에 걸쳐서 전 세계 190여 개국의 전자정부 발전

도를 측정해서 발표하고 있다. 전자정부의 발전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Online Service Index(온라인 서비스지수)와 Telecommunication

Infrastructure Index(정보통신 인프라지수)와 Human Capital Index(인적

자본지수)를 합쳐서 0-1점까지 소수점 아래 네 자리까지 숫자를 산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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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수치화한다.14) 이 자료들은 UN에서 2003년부터 발간하고 있는

E-Government Survey에 구체적인 산출방법과 측정방법들이 모두 다

기록되어 있으나 대략적인 산출방법과 공식을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EGDI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서베이로서 193개의 UN 회원국들을

평가한다. 평가는 전자정부 수행능력이 국가간에 상대적으로 비교 평가

된다. 절대적인 측정 단위를 사용해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 수학적으로

는, EGDI는 전자정부의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차원들의 표준화된 점수들

의 가중평균치이다. 이 차원들은 각각 (1) 온라인 서비스의 범위와 질

(Online Service Index: OSI), (2) 전기통신 인프라의 발전 상태

(Telecommunication Infrastructure Index: TII), 그리고 (3) 내재된 인적

자본(Human Capital Index: HCI)다. 기본공식은 다음과 같다.

2). 독립변수의 측정방법

  표준화 표준화 표준화 

세 구성 지표들의 표준화 이전에, Z-점수 표준화 절차가 도입된다.

이 절차는 전반적인 EGDI가 세 구성 지표들에 의해서 평등하게 결정되

었다는 것을 확실시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예를 들어 각 구성 지표들은

Z-점수 표준화에 후속하는 비교 변수를 제공한다. Z 표준화가 없다면

EGDI는 지나치게 넓은 분산을 갖춘 구성요소들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Z 표준화 이후에는 산술평균의 합은 ‘균등 가중치’가 ‘균등 중요도’가 되

는 양질의 통계지표가 된다. 표준화 공식은 다음과 같다.

새지표    

  표준화되어야할원점수
  모집단의평균
  모집단의표준편차

14) http://unpan3.un.org/egovkb/about/index.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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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수치화된다. 따라서 공신력으로는 다른 자

료들과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거의 모든 전자정부와 부패 관련 논문들에

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독립변수로서 이 자료를 사용하기로 결정하게

되었다. 따라서 지표 자체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크게 훼손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공신력도 가장 높은 수준이므로 전자정부와 부패의 관계를

측정하는데 독립변수로 사용하기로 했다. 0-1점까지로 수치화되어 있으

며 1점에 가까울수록 전자정부가 발전한 것이다. 회귀계수 해석의 편의

를 위해서 독립변수에 100을 곱했다. 회귀계수의 변화에 따른 종속변수

의 변동을 손쉽게 살펴보기 위함이다.

3. 조절변수

1). 부패통제기관

조절변수로는 반부패기구로 통칭되는 독립적인 부패통제기관들의 존

재유무와 설치수준에 대한 자료를 사용하기로 했다. 부패통제기관은 매

개변수라고 하기에는 부족하다. 전자정부가 부패통제기관이 없으면 부패

통제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김병섭, 2011). 국제반부패기구

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Anti-Corruption Authorities: IAACA)

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93개국의 국가에 0-13개의

반부패기구 즉 부패통제기관들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

고 2014년과 2015년도에도 수정되었다(Quah, 2015; Quah, 2016). 이 자

료를 엑셀 파일로 코딩하여 회귀방정식에 대입하여 사용할 것이다.

(1). 설치유무(0/1)

이 가운데서는 기존의 사법기관만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다. 검

찰이나 감사원 등의 기존의 사법기관만 기록되어 있을 경우에는 수치를

0으로 하였다. 그리고 다시 집단을 나누어서 변수를 생성했다. 1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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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부패통제기관들이 있을 경우에는 수치를 1로 하고 반부패기구가 없을

경우에는 0으로 하여 부패통제기관의 설치유무를 측정하였다. 반부패기

구(ACA)의 존재유무에 따른 부패통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다.

(2). 설치정도(0-5)

그리고 설치개수를 0개부터 5개까지 코딩하여 설치정도를 살펴보았

다. 부패통제기관이 더 많이 설치될수록 부패가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부패통제기관은 최대 5개까지 설치되어 있는데 부패통제기관이 많

이 설치될수록 부패가 감소하는지 여부를 조절변수로 사용하고자 한다.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에는 효과적인 집행이 필수다. 부패통제기관은 다

른 통제기관들과는 다르게 부패만을 전담하고 집행한다. 따라서 이러한

기관들이 전자정부라는 신기술과 만났을 때 전자정부의 부패통제효과가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가정을 하게 된 것이다(Ishak & Said, 2015;

Quah, 2016).

4. 통제변수

1). Human Development Index by UNDP

교육수준은 전통적으로 부패통제수단이었다. 취학률이 낮고 문맹률

이 높은 국가일수록 관료나 공무원들의 부패가 심했고 일반적인 부패도

심각했다. 교육수준이 높은 국가들일수록 부패통제가 기본적으로 이루어

진다. 교육수준에 대해서는 UN 산하 UNDP(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에서 매년 발표하는 Human Development Index:

HDI를 활용했다. 지표는 0-1까지로 1에 가까울수록 발전한 것이다. HDI

는 문맹률과 취학률 그리고 교육연도(Education Index: 교육을 몇 년이

나 받는지를 측정함)를 종합해서 산출한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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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인당 국민 소득(GDP per Capita, GNP)

경제수준은 부패통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Quah, 2016; An & Kweon, 2017).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공무원들의

부패가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따라서 일인당 국민 소득을 부

패통제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변수 중의 하나로서 삽입했다. 일인당 국민

소득은 GDP per Capita라는 명목으로 세계은행(World Bank)의 데이터

센터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다.15) 단위는 미국 달러($)다. 일인당 국민

소득이 높은 국가일수록 부패수준이 낮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다. 경제수

준에 부패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서 싱가포르・영국・홍콩 등의 국가
에서 부패가 낮게 측정되는 것은 경제수준이 높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다(심재승, 2007; 박경철, 2016, 조재현, 2016).

3). 민주주의 수준

민주주의 수준은 여타 논문들에서 사용된 지수이다(김태은 외 2인,

2008; 최슬기・정광호, 2014). 민주주의 수준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

로서 Freedom House의 Political Rights Index(PR)과 Civil Liberty

Index(CL)이 사용되었다. 민주주의 수준은 민주성과 더불어 행정의 투명

성 측정에 필수적인 요소다. 1-7까지 1단위로 점수가 매겨져 있고 1점이

가장 발달한 것이고 7점이 가장 덜 발달한 것이다.16) 변수 해석에 오류

가 생길 수도 있으므로 각 항목들은 ‘8-원자료’로 수정하고 두 항목을

‘{(정치적 권리)+(시민의 자유권)}/2‘으로 변환하여 민주주의 수준을 측정

하고자 한다. 민주주의 수준이 높을수록 부패는 감소한다. 이는 앞선 선

행연구들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민주주의 수준이 높을수록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해진다. 민주적인 정부 아래에서는 시민들도 정부

에 대한 적극적인 비판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수준은 한 국

가의 제도적․법률적 수준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지표다.

15) http://data.worldbank.org 세계은행 데이터센터(World Bank Data Center)
16) http://freedomhouse.org Freedom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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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치적 권리(Political Rights)

정치적 권리는 투표권 등의 기본적인 정치적 권리가 얼마나 주어졌

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인 정치적 권리인 참정

권・투표권 등의 보장여부를 살피는 지수다. 정치적인 권리가 높을수록

민주주의 수준이 높아 민주주의의 공고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

다. 정치권이 높을수록 사람들의 의사가 직접적으로 정치에 반영되는 비

중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정치적인 권리가 얼마나 보장되는가는 법

치수준을 보는 것과 비슷하다. 법률과 제도로서 정치권이 보장되지 않으

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없다.

(2). 시민의 자유권(Civil Liberties)

시민의 자유권이란 시민들이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기본적인 인권과

자유를 얼마나 보장받느냐를 평가하는 지표다. 예를 들어서 언론・출
판・결사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 등을 얼마나 보장받고 있는가를 평가하

는 지표다. 시민의 자유권이 보장되어야 시민들이 나서서 자유롭게 나서

서 정부를 평가하고 비판할 수 있다. 만일 이러한 정치권과 자유권이 보

장되지 않는다면 전자정부도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4) 언론의 자유(Freedom of the Press)

언론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해당 국가의 민주주의 수준과

자유도가 얼마나 되는지 측정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중 하나다.

민주주의 수준을 측정한 Freedom House에서 매년 발간하는 보고서로서

해당 국가의 언론 자유도․보장수준 등을 측정한다. 헌법상 기본권인 언

론․출판 및 집회의 자유까지도 보장하는 지표다. 행정 투명성과도 직결

되는 지표로서 행정이 얼마나 개방적이고 투명한지를 측정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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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측정지표 조작화 수치 자료출처

종속
변수

부패인식지수(CPI)
해당 국가의 전반적인 부패 통
제여부를 조사・측정하여 수치
화함(지표에 100을 곱함).

0-100. 100
점에 가까울
수록 청렴

TI

독립
변수

UN 전자정부 발전
도(EGDI)

각 국가의 전자정부 발전도를 
인프라와 활용도와 참여도 등으
로 조사하여 결과를 낸 수치

0-100. 100
에 가까울수
록 발전

UN

조절
변수

부패통제기관

각 나라의 부패통제기관(반부패
기구)의 유무와 설치현황을 수
치화함. 설치수준에 따라서 세 
유형으로 코딩.

0-13. 
IAACA

0/1

통제 
변수

교육수준

한 국가의 인적개발수준을 측정
한 것으로서 교육수준과 문맹률
과 취학률 등을 합산해서 산술
평균한 값

0-1. 1에 가
까울수록 발
전.

UNDP

일인당 국민소득
(GDP per Capita)

GDP를 인구수로 나누어서 일
인당 국민소득으로 측정함.

$. 미국 달
러로 환산.

World
Bank

민주주의 수준
1.정치적 권리(Political Right) 1-7점. 7에 

가 까 울 수 록 
발달.

Freedom 
House2.시민의 자유(Civil Liberties)

언론의 자유
헌법상 기본권인 언론과 출판의 
자유가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
를 측정한 지표.

1-100. 100
에 가까울수
록 자유.

Freedom 
House

1-100까지를 측정해서 100에 가까울수록 언론의 자유가 떨어진다. 그러

나 본 연구에서는 회귀계수의 해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100-원자

료’로 자료를 수정했다. 언론의 자유는 제도적․법률적․환경적 수준을

한꺼번에 측정하는 것인데 주로 환경적인 차원의 부패통제방안이라고 할

수 있겠다.

<표8> 전자정부와 부패 측정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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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연구방법

1. 다중회귀분석

본 연구에서는 전자정부의 부패통제효과(반부패 효과)를 연구하면서

그동안의 대다수 연구들에서는 사용하지 않았던 부패통제기관의 조절효

과와 전자정부와의 상호작용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각 자료들은 2012

년과 2014년도의 자료들이다. 여러 전자정부 독립변수들 가운데서 신뢰

도와 타당도가 가장 높다고 알려진 UN에서 개발한 UN E-Government

Development Index(EGDI)를 사용한다.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고려하여 대부분의 논문들에서 종속변수

로 사용한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부패인식지수

(Corruption Perception Index)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중점적으로 살펴보

고자 하는 것은 전자정부 자체의 부패통제효과(반부패 효과)다. 통제변수

로는 1) 민주주의 수준, 2) 일인당 국민소득, 3) 교육수준, 4) 언론의 자

유를 선정했다. 그리고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독립적인 부패통제기관

(Anti-Corruption Agencies)의 조절효과다. 전자정부와 부패와의 사이에

서 독립적인 부패통제기관의 존재가 실제로 전자정부가 부패를 통제하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독립적인 부패감시기관을 부패통제기관(Anti-Corruption

Agency)라 하여 각 국가들마다 한두 개씩은 가지고 있다. 국가별 부패

통제기관의 존재 여부와 개수와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국제반

부패기구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Anti-Corruption Authorities:

IAACA)의 자료를 참고했다.17) 2012년 2월 10일 기준으로 각 국가별로

부패통제기관을 몇 개나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부패통제기관들은

무슨 일을 하는지가 차례대로 정리되어 있다. 그리고 2015년도 Quah

(2015)의 논문을 참고하여 지표를 수정했다. 이러한 반부패통제기관들의

존재와 개수가 실제로 전자정부가 부패 통제를 하는데 어떠한 역할을 하

17) http://www.iaaca.org 국제반부패기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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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 구체적인 방법 해당 논문

다중회귀분석

1. 전자정부 발전도(EGDI)만 독립변수
로 두고 민주주의 수준, GDP, 정부 
효과성, 법치수준, 언론의 자유 등을 
통제변수로 둔 뒤에 CPI를 종속변수
로 두는 경우.

김태은 외 2인 (2008)
최진욱 (2014)
최슬기・정광호 (2014)
Bhatnagar (2003)
Shim & Eom (2008)
Shim & Eom (2009)
Bertot et al (2010)
Lio et al (2011)
Bertot et al (2012)
Krishnan et al (2013)
Ionescu (2013)
Elbahnasawy (2014)
문정욱 (2015)

2. 전자정부 발전도(EGDI) 외에 전자정
부 참여도(EPI)나 정보화준비지수
(NRI) 그리고 정보통신기술 발전수
준(ITU) 등을 독립변수로 두고 기본
적으로 1번과 비슷한 통제변수와 종
속변수를 두는 경우

3. 1번, 2번과 동일한 연구설계를 한 
뒤에 조절변수를 두는 경우. 

4. 위와 동일한 연구 설계를 한 뒤에 

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전자정부의 반부패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를 실시하고자 한다.

1). 연구방법론 정리

구체적인 연구모형을 정하고 회귀방정식을 정해 연구를 시작하기 전

에 선행연구들에서 전자정부와 부패와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연구를 했

는지 연구방법론들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대부분의 연구는 전자정부 발

전도(EGDI)를 독립변수로 두고 부패지수들(CPI・CCI)을 종속변수로 둔

뒤에 통제변수들을 두었다. 최슬기・정광호 (2014)처럼 조절변수를 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연구들은 통제변수들과 종속변수와의 관계에 유

념해서 독립변수의 독자적인 효과를 살폈다. 부패통제기관 연구들은 객

관적인 통계량에 기초해서 사례연구를 실시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다(조재

현, 2016; Quah, 2016; Quah, 2017).

<표9> 선행연구 연구방법론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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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변수를 두는 경우.

기술통계분석

부패통제기관에 대한 평가를 부패통제
기관의 독립성이나 재정 자율성 등을 
따져서 평가하기 위해 기술통계량으로 
분석하여 평가하는 경우. 상관관계 분
석도 병행함.

Quah (2015)
Quah (2016)
Quah (2017)

이론적 논의
부패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 분석과 부
패통제와 전자정부에 대한 이론적 논의
를 전개하는 경우. 

김병섭 (2002)
김병섭・박순애 (2013)
최호진 (2011)
Aladwani (2017)

사례연구

전자정부 도입의 부패통제효과를 국가
내 사례내지 국가별 사례연구로 살펴보
는 경우.

Heeks (1998)
Heeks (2005)
심재승 (2007)
이태영・최영훈 (2008)
박경철 (2016)
조재현 (2016)
Ojha & Palvia (2012)

부패통제기관의 성공적인 사례를 집중
적으로 조명한 경우.

설문조사・
평가

전자정부・부패・부패통제기관 등에 대
한 설문조사에 따른 평가연구.

최진욱 (2005)
김용철 (2012)

2. 회귀방정식

회귀방정식의 모수 추정에는 대표적으로 최소제곱추정법(Least

Square Estimation, LSE)와 최우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MLE)가 있다. 회귀방정식의 모수인   을 추정하는데 있

어서 오차항이 정규분포를 가질 때 MLE 방법을 이용하여 추정된 회귀

계수들은 LSE 추정량들과 동일하다. 단순회귀에서는 추정된 회귀계수

이 불편성과 효율성, 일치성을 만족하는 최량선형불편추정량(Best

Linear Unbiased Estimate, BLUE)임이 알려져 있다. 다중회귀분석에서

는 독립변수의 수가 2개 이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다중공선성

(multicollinearity)나 외생성(exogeneity) 가정에 따른 누락편의 등의 문

제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길곤, 2014). 다중회귀분석에서는 오차항의

등분산과 독립가정이 위배될 경우에는 회귀계수 추정치의 분산 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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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S(ordinary least square)방법을 통해 얻어진 것과 달라지게 된다.

특히나 본 연구처럼 연도별 패널 데이터를 쓸 경우에는 오차항의 등

분산성 가정과 오차항의 독립성 가정은 다중공선성 문제와 함께 회귀계

수의 올바른 추정에 중요하다.18) 오차항의 등분산성 가정이 위배될 경우

에는 가중회귀(weighted least square, WLS)나 일반적률방법

(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GMM)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이분산

성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면 회귀계수의 표준오차가 커져서 회귀계수의

통계적 유의미성에 대해 잘못된 추론을 할 수 있다. White Test와

Breusch-Pagan 검정으로 유의수준 5%미만에서 이분산성 문제를 검정해

본 결과 이분산성의 문제는 없었다.19) 오차항의 독립성 가정이 위배되면

통계적 유의미성이 과대평가되기 쉽다. 오차항의 독립성 가정은

Dubin-Watson 통계량으로 판단한다.20) 독립성 가정이 위배될 경우에는

자기상관의 문제가 있으므로 일반화 최소제곱 추정법(generalized least

square estimation)을 사용한다. 독립성 가정을 살펴본 결과 DW 값에도

문제가 없었다. 따라서 자기상관과 이분산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는 전제 하에 일반적인 OLS 회귀분석 기법을 사용했다(고길곤, 2014).

통계분석은 SAS 9.4 통계패키지를 사용했다.

첫 번째 회귀방정식은 단순회귀방정식이다. 전자정부 자체의 독립적

인 부패통제효과를 살펴보기 위한 방정식이다.

(1)                     

 절편
  오차항
    부패인식지수 종속변수 누적변동효과를알아보기위해종속변수를다음년도로기입

18) 본 연구에서는 연도별 회귀분석이 주된 목적이지만 위 가정들을 충족시키는 편이 올바
른 회귀계수 추정에 도움이 된다 판단했다. 

19) 귀무가설은 “이분산성이 없다”이다.
20) 이 통계량은 0에서 4의 값을 갖는데 0의 값을 가지면 오차항이 양의 상관관계를, 4의 

값을 가지면 음의 상관관계를, 2의 값을 가지면 자기상관관계가 없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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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정부발전도
  일인당국민소득
    민주주의수준
  교육수준
    언론자유도
두 번째 방정식도 단순회귀방정식이다. 부패통제기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이전에 부패통제기관 자체의 부패통제효과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2)                 
     
             
     

  부패통제기관설치수준 개수 
  부패통제기관설치유무 

세 번째 방정식은 다중회귀방정식이다. 전자정부의 발전이 독립변수

로 들어가고 부패통제기관이 조절변수로 들어간다. 두 변수 간의 상호작

용항이 생성된다. 통제변수 다섯 항목도 대입된다. 처음 다중회귀방정식

은 상호작용이 없는 경우의 다중회귀방정식이다. 통제변수 이외에는 전

자정부 발전도와 부패통제기관 설치수준 두 변수만이 들어가게 된다. 두

번째 다중회귀방정식은 부패통제기관의 조절효과를 보기 위한 방정식이

다. 상호작용항이 들어가게 된다.

(3)             ∗  
             
            ∗ 
             

 ∗  부패통제기관 설치정도에따른조절효과
 ∗  부패통제기관설치유무에따른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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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N 평균 최댓값 최솟값 표준편차 분산
독 립
변수

전자정부발전도 330 48.69 94.62 0 22.245 494.86

종 속
변수

CPI 330 42.83 91 8 19.943 397.73

조 절
변수

부 패 통 제 기 관
(ACA)

330 1.07 5 0 1.2722 1.6186

통 제
변수

민주주의 수준 330 4.589 7 1 1.9438 3.7784

GDP 330 14058 116612 244 20445 4.18E+
08

교육수준 330 0.685 0.9483 0 0.16916 0.0286
언론의 자유 330 50.91 90 4 22.929 525.75

제5장. 연구결과

제1절. 기술통계분석

1. 전체 국가 분석

전체 국가는 2012년과 2014년 각각(종속변수는 2013년과 2015년)

165개국씩 총 330개국이다. 총 관측치와 평균, 최댓값, 최솟값, 분산, 표

준편차를 측정하였다.

<표10> 전체 국가 기술통계량

330개 관측치에 대한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자정부 발전도

는 평균적으로 49점이며 최대 94.62고 최소 0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편

차는 22.61로서 각 관측치 간의 편차가 0.2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인 부패인식지수(CPI)의 경우에는 평균이 43점, 최댓값은 91점

이고 최솟값은 8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패통제기관은 최대 5개 설치되

었다고 이미 언급하였다. 부패통제기관은 평균 1개 설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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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전체 국가 산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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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전체국가 부패통제기관 산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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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N 평균 범위 최댓값 최솟값
표 준
편차

분산 왜도 첨도

전 자
정부

165 48.69 89.83 93.72 3.895 22.1 489. 0.073 -0.9

CPI 165 42.83 83 91 8 19.9 397 0.741 -0.3
ACA 165 1.07 5 5 0 1.27 1.623 1.449 1.69

<표11> 산점도의 기술통계량

<그림2>는 전자정부 발전도에 따른 부패인식지수의 산점도(Scatter

Plot)이다. 산점도는 연도별 수치를 합산하여 균등평균한 수치로 산점도

를 그렸다. 그 수치가 위의 <표11>이다. 산점도의 취지는 전자정부의 발

전도에 따라 165개 국가들의 부패인식지수가 어느 정도 되는가를 살펴보

기 위해서다. 산점도를 보면 X축은 전자정부 발전도이고 Y축은 부패인

식지수(CPI)다. 전체 국가 산점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전자정

부 발전도 50과 부패인식지수 50으로 사분면을 나누었다. 사분면에 따라

서 일사분면(Ⅰ)은 부패인식지수와 전자정부 모두 50이상인 국가들이고

이사분면(Ⅱ)은 전자정부는 50미만이지만 부패인식지수는 50이상인 국가

들이며 삼사분면(Ⅲ)은 전자정부와 부패인식지수 모두 50미만인 국가들

이다. 사사분면(Ⅳ)은 전자정부는 50이상이지만 부패인식지수는 50미만

인 국가들이다. 사분면에 따른 국가들의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 <표8>과

같다.

<그림3>은 부패통제기관의 설치정도에 따라 국가들의 부패인식지수

가 어떤 형상으로 분포되어있는지 살펴보는 산점도이다. 룩셈부르크, 스

위스, 일본 등은 부패지수가 높지만 부패통제기관은 설치되어 있지 않다.

68개의 국가들이 부패통제기관이 없고 부패통제기관이 없는 국가들은 대

개 경제수준이 낮고 민주주의가 발달하지 않은 국가들이다. 그러나 부패

통제기관이 설치되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부패수준이 개선되는 것은 아

니다. 우리나라나 이탈리아, 스페인, 러시아, 중국 등은 부패통제기관이

설치되어 있고 전자정부도 발전해 있으나 부패수준은 낮다. 전자정부가

발전했고 부패통제기관도 설치된 국가들은 크게 많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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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하) 전자정부(상)

부패
인식
지수
(상)

Ⅱ. 부탄, 보츠와나, 케이프베르
데, 도미니카, 나미비아, 르완다,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총 7개국
(전자정부 평균: 39.61
CPI 평균: 58.35
ACA 평균: 0.7개)

Ⅰ. 호주, 프랑스, 핀란드, 한국, 
일본, 미국, 영국, 아이슬란드, 아
일랜드, UAE, 체코, 캐나다, 노르
웨이, 폴란드, 헝가리 등 44개국
(전자정부 평균: 75.34 
 CPI 평균: 69.04 
 ACA 평균: 1.5개)  

부패
인식
지수
(하)

Ⅲ.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자메이
카, 인도네시아, 파라과이, 투르크
메니스탄, 이라크, 예멘, 수단, 시
에라리온, 세네갈, 가나, 감비아, 
콩고 등 73개국
(전자정부 평균: 28.48
CPI 평균: 28.5 
ACA 평균: 0.6개)

Ⅳ. 러시아, 콜롬비아, 베네수엘
라, 이탈리아, 브라질, 에콰도르, 
세르비아, 쿠웨이트, 루마니아, 터
키, 그리스, 중국 등 41개국
(전자정부 평균: 59.25
CPI 평균: 37.53 
ACA 평균: 1.5개)

<표12> 산점도와 사분면에 따른 국가분포

전자정부와 부패인식지수(CPI) 모두 50이상으로 발전한 일사분면

(Ⅰ)의 국가들은 대부분 OECD국가들이었다. 35개의 OECD 국가군이 거

의 다 포진해 있었으며 두 지수의 평균 모두 69 이상으로 매우 높았다.

미국, 영국, 호주, 프랑스, 한국, 스웨덴 등 선진국 국가들이 대거 포진해

있었다. 전자정부 평균은 330개국 전체 평균 49.09보다 26점 가량 높은

75.34점이었다. 부패통제기관 개수의 평균은 1.5개로서 44개 국가가 1개

내지 2개의 ACA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사분면(Ⅳ)은 전자정부

는 50이상으로 높지만 부패인식지수는 50이하로 낮은 국가들이다. 러시

아, 세르비아, 루마니아 등의 동유럽권 국가들이 많았고 이탈리아가 자리

잡고 있다. 전자정부는 59.25점으로 높지만 CPI는 37.53점으로 Ⅱ에 비해

20점이 더 낮았다. Ⅰ과Ⅳ는 모두 다 ACA를 평균적으로 1.5개 정도 보

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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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는 발전되어 있지 못하지만 부패지수는 50이상으로 양호한

국가들은 이사분면(Ⅱ)에 포진해 있다. 총 7개국으로서 부탄, 르완다, 보

츠와나 등 아열대권에 속한 국가들이다. 개발도상국들 가운데서 발전이

더딘 국가들로서 전자정부 평균은 39.61이다. 그러나 부패인식지수는

58.35점으로서 우리나라보다 더 높은 청렴도를 보여준다. 전자정부도 청

렴도도 발전되어 있지 못한 삼사분면(Ⅲ)의 국가들은 73개국으로서 사분

면 가운데 가장 많은 빈도수를 나타내고 있다. 중동, 아프리카, 중앙아시

아 등의 후진국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전자정부와 부패인식지수 모두

평균이 28점대로서 다른 사분면의 국가들에 비해 현격하게 낮은 부패수

준을 보여준다. Ⅱ와Ⅲ 모두 다 부패통제기관이 미설치된 국가들이 더

많았다. 산점도와 사분면 분석을 통해 발견한 흥미로운 점은 국가들이

회귀직선 부근으로 밀집되어 있어서 회귀분석을 실시할 경우에 표준오차

가 줄어들고 오차항의 분산이 일정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는

회귀계수의 유의미성과 유의확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

다.

<그림3>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전자정부가 발전하고 부패지수가

높을 경우에 부패통제기관이 설치되어 있을 확률이 높다는 점이다. 이러

한 변인은 부패통제기관의 반부패효과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

다. 부패통제기관은 5개까지 설치되어 있는데 5개 설치된 국가들은 호주,

네덜란드, 독일, 포르투갈, 브라질 5개 국가들인데 모두 다 경제수준이

개발도상국 상위권 이상이며 대부분은 선진국이라는 사실이다. 부패통제

기관이 많아질수록 부패가 원활하게 통제되지는 않는다는 통설에 반대되

는 연구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본다.

물론 러시아, 이탈리아, 그리스 등은 부패통제기관도 설치되어 있고

전자정부도 발전해 있으나 부패수준은 개발도상국 이하의 수치를 보여준

다. 이런 국가들은 본 연구의 문제의식을 입증해주는 단서가 될 수도 있

다. 우리나라는 부패통제기관의 무능력과 무사안일을 비판하는 전문가들

이 많은데 러시아는 부패통제기관이 푸틴 대통령의 시녀 역할을 해서 전

자정부를 적극 활용하여 정적들을 제거하는데 사용한다는 비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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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P I   
    
ACA

부패인식지수
(상: 26개국)
평균: 78.17

부패인식지수
(중: 76개국)
평균: 45.55

부패인식지수
(하: 63개국)
평균: 25.20

0개
(68개국
/CPI
평균: 
48.54)

일본, 아이슬란드, 바
레인, 아일랜드, 스위
스 등 8개국 
(CPI 평균: 74.68)

아르메니아, 코스타
리카, 키프로스, 도미
니카, 등 31개국
(CPI 평균: 47.87)

아프가니스탄, 콩고, 
콩고민주공화국, 라
오스, 니제르, 예멘 
등 29개국
(CPI 평균: 22.98)

1개
(55개국
/49.92)

캐나다, 프랑스, 뉴질
랜드, 싱가포르, 영
국, 우루과이 총 6개
국
(CPI 평균: 79.41)

이란, 인도, 인도네시
아, 멕시코, 몽골, 태
국, 터키, 한국 등 
22개국
(CPI 평균: 43.20)

카메룬, 이란, 이라
크, 케냐, 미얀마, 멕
시코, 러시아 등 27
개국
(CPI 평균: 27.14)

2개
(23개국
/49.22)

오스트리아, 벨기에, 
칠레, 덴마크, 에스토
니아, 핀란드, 스웨덴 
총 7개국
(CPI 평균: 79.50)

볼리비아, 부르키나
파소, 콜롬비아, 체
코, 이탈리아 등 10
개국
(CPI 평균: 42.15)

방글라데시, 캄보디
아, 에콰도르, 말라
위, 나이지리아, 베네
수엘라 총 6개국
(CPI 평균: 26.00)

3개
(6개국
/54.12)

노르웨이
(CPI : 85.50)

알바니아, 불가리아, 
헝가리, 요르단 총 4
개국
(CPI 평균: 44.37)

몰도바
(CPI 평균: 32.50)

4개
(8개국
/57.4)

미국
(CPI : 74.00)

중국, 페루, 필리핀, 
폴란드, 르완다, 세르
비아, 스페인 
총 7개국
(CPI 평균: 40.80)

관측치 없음

5개
(5개국
/66.42)

호주, 독일, 네덜란드 
총 3개국
(CPI 평균: 80.83)

브라질, 포르투갈
(CPI: 52.00) 관측치 없음

EGDI
평균

26개국: 79.96 76개국: 52.98 52개국: 31.67

2. 부패통제기관(ACA) 유무에 따른 분석

<표13> 부패인식지수와 부패통제기관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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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P I   
    
ACA

부패인식지수
(상: 26개국)
평균: 78.17

부패인식지수
(중: 76개국)
평균: 45.55

부패인식지수
(하: 63개국)
평균: 25.20

비설치
(68개국
/48.54)

일본, 아이슬란드, 바
레인, 아일랜드, 스위
스 등 8개국 
(CPI 평균: 74.68)

아르메니아, 코스타
리카, 키프로스, 도미
니카, 등 31개국
(CPI 평균: 47.87)

아프가니스탄, 콩고, 
콩고민주공화국, 라
오스, 니제르, 예멘 
등 29개국
(CPI 평균: 22.98)

설치
(97개국
/50.09)

호주, 미국, 영국, 스
웨덴, 핀란드, 프랑
스, 에스토니아, 덴마
크 등 18개국
(CPI 평균: 79.22)

이란, 인도, 인도네시
아, 멕시코, 몽골, 태
국, 터키, 한국 등 
45개국
(CPI 평균: 43.95)

카메룬, 이란, 이라
크, 케냐, 미얀마, 멕
시코, 러시아 등 34
개국
(CPI 평균: 27.10)

EGDI
평균

26개국: 79.96 76개국: 52.98 63개국: 31.67

<표14> 부패인식지수와 부패통제기관 분포 2

<표13>과 <표14>은 각각 부패통제기관의 설치정도와 설치유무와

부패인식지수에 비례하여 살펴본 국가들의 분포다. 설치정도는 미설치부

터 최대 5개 설치를 의미하며 설치유무는 미설치와 설치여부로 나뉜다.

부패인식지수는 100점 만점에 66점 이상인 경우에는 ‘상’으로 분류했고,

66점 미만이며 33점 이상인 경우에는 ‘중’으로 분류했고, 33점 미만인 경

우에는 ‘하’로 분류했다. 부패통제기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서도 부패

수준이 높은 국가들은 스위스,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일본 등 세계 유수

의 선진국들이다. 특히 스위스와 일본은 세계 최고의 경제력을 자랑하며

전자정부 발전도도 세계 상위권이다. 이런 국가들의 존재는 부패통제기

관이 부패와 상관성이 낮을지도 모른다는 짐작을 하게 해준다. 그러나

대개 부패통제기관이 미설치된 국가들은 아프리카, 중동의 후진국들이다.

그리고 부패통제기관이 설치된 국가들은 대개 개발도상국 이상의 국가들

인데 부패통제기관이 설치된 국가들의 평균이 2점정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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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N 평균 최댓값 최솟값 표준편차 분산
독 립
변수

전자정부발전도 136 41.16 88.74 0 21.962 482.35

종 속
변수

CPI 136 40.47 86 8 19.540 381.83

조 절
변수

부 패 통 제 기 관
(ACA)

136 0 0 0 0 0

통 제
변수

민주주의 수준 136 4.205 7 1 2.1191 4.4906

GDP 136 13626 116612 354 22248 4.95E+
08

교육수준 136 0.640 0.9380 0 0.1889 0.0357
언론의 자유 136 48.89 88 4 23.986 575.33

1). 부패통제기관 부존재

<표15> 부패통제기관 미설치 국가들의 기술통계량

부패통제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종속변수인 CPI의 평균이 40점으로

서 전체국가의 평균보다 3점정도 낮았다.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의

외로 일인당 국민 소득 1위 국가인 룩셈부르크가 부패통제기관이 없었

다. 최하소득의 브룬디도 부패통제기관이 없었다. 부패통제기관이 없는

나라들은 전자정부의 발전도가 낮았다.

2). 부패통제기관 존재

부패통제기관이 존재하는 경우의 기술통계량은 다음과 같다. 부패통

제기관이 존재하는 국가들의 숫자는 97개국이다. 그리고 2014년과 2016

년을 합쳤기 때문에 관측치는 194개다. ACA가 없는 경우보다 관측값이

58개가 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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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N 평균 최댓값 최솟값 표준편차 분산
독 립
변수

전자정부발전도 194 53.96 94.62 12.03 20.934 438.27
종 속
변수

CPI 194 44.48 91 16 20.106 404.27

조 절
변수

부 패 통 제 기 관
(ACA)

194 1.814 5 1 1.1812 1.3954

통 제
변수

민주주의 수준 194 4.858 7 1 1.76736
7 3.1235

GDP 194 14360 101563 244 19133 3.66E+
08

교육수준 194 0.716 0.9483 0.391 0.1465 0.0214
언론의 자유 194 52.33 90 5 22.111 488.89

<표16> 부패통제기관 설치 국가들의 기술통계량

부패통제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국가의 수는 68개였고 부패통제기관

이 존재하는 국가의 수는 97개였다. 2012년과 2014년 도합 330개로서 총

합과 다르지 않다. 전자정부 발전도의 차이는 부패통제기관이 존재하는

경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15점 가량 높았다. 부

패통제기관이 존재하는 경우가 전자정부의 발전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종속변수인 부패인식지수(CPI)의 경우에도 존재하는 경우가 4점

정도 더 높았다. 전체국가의 최대치인 91점은 ACA가 있는 경우에 해당

했고 최소치인 8점은 ACA가 없는 경우에 해당했다. 표준편차와 분산의

경우에는 두 변수 모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부패통제기관이 있는 쪽이 부패통제기관이 없는 쪽보다는 더 전자정

부도 발전해 있으며 부패도 덜 하고 경제수준도 더 높으며 민주주의 수

준과 교육수준도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은 부패통제기관 존

재여부에 따른 산점도다. 앞서 전체국가의 산점도를 살펴본 바와 같다.

부패통제기관은 본 연구의 핵심적인 변수이므로 이 변수에 따른 산점도

를 살펴보는 것은 회귀분석의 예측과 해석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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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 부패통제기관 미설치국가 산점도 1

<그림6> 부패통제기관 설치국가 산점도 1

<그림4>의 경우에는 전체국가 산점도와 유사한 분포를 보이고 있으

나 자료의 퍼짐 정도가 더 넓으며 산발적이다. 자료들이 응집되어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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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는 것은 그만큼 자료의 분산과 표준편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회귀계수의 표준오차가 더 클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회귀계수의

통계적 유의미성이 낮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림5>의 경우에는 전체

국가 산점도와 거의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분포가 조금 더 산발적

이고 넓게 되어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분포가 비슷하다. 선진국

에만 부패통제기관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여러 국가들에

부패통제기관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다. 자료의

분포가 응집되어 있기 때문에 회귀계수의 표준오차 및 유의확률이 낮게

나와서 통계적 유의미성이 높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

<표10>과 <표11>로 부패통제기관 자체의 빈도분포를 살펴보았다.

부패통제기관은 본 연구의 조절변수로 채택되었다. 그리고 <그림3>으로

부패통제기관은 최소 0개부터 최대 5개까지 설치분포와 구체적으로 어떤

국가들이 부패통제기관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도 살펴보았다. 따라서

부패통제기관에 따른 반부패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전자정부

발전도와 부패통제기관과의 상관관계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7> 부패통제기관 미설치국가 산점도 2



- 86 -

<그림8> 부패통제기관 설치국가 산점도 2

<그림6>는 부패통제기관이 미설치된 국가들의 산점도를 나타낸 그

래프다. 부패통제기관 미설치 국가들의 특징은 대개 후진국들이거나 개

발도상국이라는 점이다. 선진국들은 일본, 스위스, 아이슬란드 등외에는

없다. 그리고 <그림6>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점은 부패통제기관이

미설치된 국가들의 경우 CPI 50점을 넘는 국가들보다는 50점 미만에 분

포한 국가들이 더 많고 서로 더 밀집되어 있다는 점이다. 부패통제기관

이 없는 국가들일수록 부패수준이 낮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부패통제기관이 미설치된 국가들의 경우 부패통제기관에 의한 부패통제

가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예측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그림7>을 통해 보면 대부분의 국가들이 ACA를 한

개나 두 개로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Quah, 2015; Quah, 2016).

3개 이상인 국가들은 중국, 알바니아, 가나, 필리핀, 호주, 네덜란드 등이

다.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ACA가 없거나 한 개인 경우가 많았으나 A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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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5개 설치한 국가들의 경우 전부 다 선진국들이었다. 전자정부 발전도

와 부패인식지수도 낮고 부패통제기관도 설치되지 않은 국가들은 50여

개 국가들이다. 부패통제기관이 설치된 국가들일수록 부패수준이 더 높

기는 했으나 여전히 부패수준이 낮은 국가들의 숫자와 밀집정도가 더 높

았다.

<표9>부터 <표14>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했던 것은 전자정부와 부

패 간의 상관관계를 넘어서서 회귀분석의 결과를 예측해보고자 함이었

다. 그리고 부패통제기관의 분포를 살펴본 것도 본 연구의 주제에 적합

하게 전자정부와 부패 그리고 부패통제기관과의 상관관계를 추론해보고

자 함이었다.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미리 산점도와 사분면을

그려봄으로써 개별 변수들의 상관관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미

리 그려본 회귀직선과 사분면으로 전자정부 발전도와 부패인식지수가 모

두 직선에 밀집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전자정부 발전도가 높을수록

부패인식지수도 같이 상승한다는 점도 예측해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림4>부터 <그림6>과 <표9>를 통해 전자정부가 높은 국가들일수록 부

패통제기관(ACAs)를 보유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파악할 수 있었다.

경제수준과 전자정부가 발전한 국가들일수록 부패통제기관 보유확률이

높아진다.

<그림2>를 통해서 전자정부와 부패 간의 인과관계를 추론해볼 경우

회귀직선에 밀집된 자료들의 분포로 비추어 볼 때 서로 간의 통계적 유

의미성이 존재할 확률이 높아졌다. <그림4>과 <그림5>를 비교해볼 경

우에 ACA가 부존재하는 국가들은 전자정부와 부패 간의 인과관계를 도

출해내기가 다소 어려울 것이라고 보인다. 그리고 ACA가 존재하는 국

가들의 경우에는 전자정부와 부패의 회귀분석에 표준오차 및 분산이 줄

어들어 유의미한 회귀계수 도출에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6>과

<그림7>을 통해서는 부패통제기관의 반부패효과 도출이 용이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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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N 평균 최댓값 최솟값 표준편차 분산
독 립
변수

전자정부발전도 260 40.96 90.76 0 17.900 320.41
종 속
변수

CPI 260 35.84 86 8 14.491 210

조 절
변수

부 패 통 제 기 관
(ACA)

260 0.846 5 0 1.0651 1.1345

통 제
변수

민주주의 수준 260 4.007 7 1 1.7635 3.1099

GDP 260 6877 94644 244 11559 1.34E+
08

교육수준 260 0.635 0.9238 0 0.1518 0.0230
언론의 자유 260 43.85 83 4 19.824 393.02

3. OECD 회원 여부에 따른 분석

1). OECD 비회원 국가들

OECD 회원국 여부에 따라 전자정부 발전도를 판단하는 것은 국가

발전도에 따른 전자정부・부패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OECD 회원국

들은 거의 대부분이 선진국이고 우리나라도 회원국이다. 회원인지 비회

원인지에 따라서 전자정부의 부패통제효과를 살펴볼 수 있다.

<표17> OECD 비회원 국가들의 기술통계량

총 260개의 관측치로서 130개국임을 알 수 있다. 전자정부 발전도는

41점 정도이고 표준편차는 19점 정도다. 일인당 국민소득이 94644달러에

이르는데도 OECD회원국이 아닌 국가는 중동의 카타르다. 그러나 평균

소득은 6877달러다. 민주주의 수준과 교육수준은 4점과 0.640점으로서 전

체 평균치에 크게 뒤처지지 않는다.

2). OECD 회원 국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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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N 평균 최댓값 최솟값 표준편차 분산
독 립
변수

전자정부발전도 70 77.39 94.62 52.81 9.789 95.824

종 속
변수

CPI 70 68.78 91 34 15.521 240.92
조 절
변수

부 패 통 제 기 관
(ACA)

70 1.885 5 0 1.6110 2.5954

통 제
변수

민주주의 수준 70 6.75 7 4.5 0.5757 0.3315

GDP 70 40727 116612 9720 23992 5.76E+
08

교육수준 70 0.869 0.9483 0.501 0.0765 0.0058
언론의 자유 70 77.15 90 38 12.044 145.06

OECD 회원국가들은 70개의 관측치로서 앞선 <표11>의 빈도분포표

에서도 알 수 있듯이 총 35개의 국가다. 비회원국가들에 비해서 부패통

제기관을 제외한 모든 면에서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표18> OECD 회원 국가들의 기술통계량

비회원 국가들은 전자정부 발전도가 40.96 그리고 부패인식지수가

35.84점으로서 회원국가들과 큰 차이를 보였다. 회원 국가들은 전자정부

발전도가 77.39점이고 최댓값은 94.62를 보였다. 그리고 부패인식지수도

68.78점으로 상대적으로 33점 이상 차이가 났다. 민주주의 수준 역시

6.75점으로 반올림하면 최고치인 7점이었다. 교육수준도 1에 가까운

0.869의 평균치를 보여주었다. GDP는 최댓값은 비회원 국가들에 비해 2

만불 가까이 차이가 나지만 평균치는 3만 2천불 이상 높았다.

다음 <그림8>과 <그림9>로 앞선 전자정부 산점도들처럼 OECD 회

원국 여부에 따라서 산점도를 나누어 그려보았다. 비회원국들의 숫자가

130개국이고 회원국의 수가 35개국이니 만큼 비회원국들의 산점도가 더

밀집되고 응집되어 있었다. 그러나 회원국들의 경우에는 부패지수와 전

자정부 발전도가 각각 40점 아래로는 존재하지 않았다. 대신에 더 산발

적으로 자료들이 퍼져 있었으나 회귀선 위쪽의 자료군에 모여 있는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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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였다. 회원국들은 기술통계량과 같이 전자정부 발전도가 최소 54점

이상이고 부패지수도 최소 30 이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8>을 통해 반드시 비OECD 국가군이라고 해서 부패수준이 낮

다고 할 수는 없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싱가포르, UAE, 우루과이 등의

국가들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OECD 국가군들에 비해서는 부패

수준이 현격하게 낮았다. 사분면으로 치자면 삼사분면(Ⅲ)에 포진한 국가

들이 부지기수로 많았다. 회귀직선과의 상관관계를 따져보자면 회귀직선

근처에 많은 국가들이 모여있었다. 이는 전자정부 발전도에 따라서 부패

인식지수가 증가하는 상승작용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러나 러시아, 바레인, 카자흐스탄, 베네수엘라 등 사사분면(Ⅳ)의

국가들의 상당수가 비회원국에 모여 있었다. 이는 전자정부의 부패통제

효과를 추론해내는 데 회귀방정식에 따른 분산과 오차가 많이 발생할 수

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부패지수는 중위권에 속하는데 전자정부 발전

도는 최상위권에 속한다. 부패통제기관의 효용성과 능률에 대해서는 많

은 전문가들이 회의적이고 부패통제기관의 존재가치에 대해서도 논쟁이

있었을 정도다. 부패통제기관이 권력화된 기관으로서 작동될 만한 권한

도 갖추고 있지 못하다. 러시아의 경우에는 부패지수는 하위권이고 전자

정부는 상위권이다. 러시아의 경우에는 부패수사를 한다면서 부패통제기

관의 권한을 악용해 정적들을 제거하는 일이 최근 들어 비일비재했다.

부패통제를 명목으로 전자정부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도감청

을 용이하게 하고 노트북 등의 해킹을 용이하게 하고자 한다. 이런 현상

은 비단 러시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중국과 필리핀도 부패통

제라는 명목으로 최근 들어 부패통제기관을 더 증강했으나 이것도 순수

하게 부패통제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비판도 많다. 2016년

미국 대선에서도 전자정부의 이런 악용가능성에 대한 비판이 일어났다.

개인정보유출을 국가안위를 이유로 용인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였다. 최근

이런 사태들은 전자정부의 부패통제의 역효과․악용가능성과 부패통제기

관의 통제능력 상실이라는 점을 상기시켜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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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9> OECD 비회원국 산점도

<그림10> OECD 회원국 산점도

<그림9>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전체국가 산점도의 일사

분면(Ⅰ)에 해당하는 국가들의 거의 대부분이 OECD 회원국가들이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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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들은 대부분 전자정부가 50점을 넘어서고 부패인식지수는 최소 30점

은 넘어선다는 점이다. 산점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전자정부와

부패와의 상관관계가 아주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회귀계수의 유의미성도

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자정부가 세계 최고수준

인데도 불구하고 부패는 OECD 하위권에 머무른다는 점이다. 허나 이런

점만 가지고 전자정부의 부패통제가 역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은 오류일 수도 있다. 다음은 OECD 회원국 여부와 부패통제기관 설

치여부에 따른 산점도이다.

<그림11> OECD 비회원국 산점도 2

<그림10>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것은 130개 OECD 비회원국들의

상당수가 부패통제기관이 없거나 1개라는 점이다. 그리고 부패통제기관

의 설치유무와는 관계없이 부패수준이 상당히 낮다는 점이다. 부패수준

이 50점 이상인 국가들보다는 50점 미만인 국가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다.

이는 기술통계량과 같은 수치다. 2개 이상 되는 국가들은 10개 내외고 3

개 이상의 국가들은 얼마 되지 않는다. 대신에 4개를 설치한 국가들은



- 93 -

중국을 포함하여 다수가 포함되어 있다. 다음<그림11>은 OECD 회원국

들의 부패통제기관 설치정도를 살펴본 그래프다.

<그림12> OECD 회원국 산점도 2

<그림11>은 OECD 회원국들이 전반적으로 부패통제기관이 설치되

어 있다는 점을 설명해준다. 3개 설치된 국가는 노르웨이와 헝가리인데

노르웨이의 경우 부패지수가 85.50점으로 세계 최상위권이다. 헝가리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50점이다. 그리고 부패통제기관이 2개 이상 되는 국

가들의 부패지수가 더 높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부패지수 50점 이상을

기록했다. 이는 부패통제기관의 설치정도에 따라서 부패통제가 더욱 용

이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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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어슨 상관계수
H0: Rho=0 가정 하에서 Prob>|r|

(-1 ~ 1)

CPI EGDI ACA
ACA
AD

DEM GDP HDI FP

CPI 1.0000

EGDI 0.771 1.0000

ACA 0.261 0.363 1.0000

ACAA
D

0.099 0.284 0.703 1.0000

DEM 0.711 0.586 0.279 0.165 1.0000

GDP 0.776 0.712 0.174 0.018 0.435 1.0000

HDI 0.702 0.905 0.308 0.218 0.574 0.632 1.0000

FP 0.713 0.509 0.224 0.074 0.924 0.490 0.498 1.0000

제2절. 상관관계 분석 결과

<표19> 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

P<.0001

EGDI, CPI, ACA/ACAAD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와 조절변수다.

ACAAD는 부패통제기관의 설치정도(0-5)을 존재/부존재로 나누어서 0/1

로 다시 코딩한 변수다. 통제변수인 DEM, GDP, HDI, FP는 각각 민주

주의 수준, 일인당 국민소득, 교육수준(인적자본), 언론의 자유를 가리킨

다. 단순한 선형관계만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1에 가까울수록 서로 음

(-)의 상관관계를 지닌다는 뜻이고 1에 가까울수록 서로 양(+)의 상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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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전체국가

2013년 2015년

전자정부 발전도
0.2541
(0.0952)

0.3053
(0.0796)

민주주의 수준
2.2568
(1.082)

1.5420
(1.1215)

일인당 국민소득
0.0004
(5.52E-05)

0.0004
(5.36E-05)

교육수준
-3.0639
(10.453)

-7.0888
(9.7032)

언론의 자유
0.1525
(0.0867)

0.2159
(0.0926)

N 165 165
  0.7875 0.8137

Adj-  0.7808 0.8078
F값 117.85 138.87

계를 지닌다는 뜻이다. 상관계수가 0.5 이상이면 서로 높은 상관관계를

지니는 것인데 부패통제기관과의 상관계수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높

은 상관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3절. 다중회귀분석 결과

1. 전자정부 요인

1). 전체 국가 수준

<표20> 전자정부의 부패통제효과 Ⅰ21)

( )안은 회귀계수의 표준편차값이다.

P<.0001 P<0.05 P<0.1

21) 종속변수를 기준으로 2013년과 2015년이고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들은 이전연도인 
2012년과 2014년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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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회귀분석을 한 결과 분석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F값을

따져본 결과 모회귀계수가 0이라는 귀무가설을 P<.0001의 유의확률로

기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정계수인  과 수정계수인 Adjusted  의

값을 살펴본 결과 두 연도 모두 다 대략 80% 정도로 나타났다. 결정계

수란 종속변수의 변동 중에서 회귀모형에 의해 설명되는 변동의 크기다.

그리고 수정결정계수란 다중회귀분석시에 독립변수가 추가되면 결정계수

가 자동적으로 증가되는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통계량이다(고

길곤, 2014). 따라서 모형의 적합도에는 큰 문제는 없었다.

<표20>은 165개국 전체를 두고 부패통제기관 설치여부는 이미 전제

된 상태에서 전자정부의 부패통제효과를 살펴본 것이다. 전자정부의 부

패통제효과를 살펴본 결과 유의수준 1% 미만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하며

2013년과 2015년 모두 부패통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2013년도에는 회귀계수가 0.2541이고 2014년도에는 0.3053으로 나

타났다. 두 연도 모두 전자정부가 부패인식지수(CPI)를 상당수준 높였다.

전자정부가 1 상승할 때마다 CPI는 상당히 높아진다. 전자정부가 10 상

승하면 CPI는 2.5점 가량 높아지게 된다. 전자정부는 편차가 22.61이므로

준편차만큼 상승할 때마다 CPI는 5점 가량 높아지게 된다.

일인당 국민소득의 경우 1$가 올라갈 때마다 0.0004단위로 CPI가 상

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소득의 표준편차가 19514$ 정도 되는 것으

로 비추어볼 때 국민소득이 표준편차만큼 상승할 때마다 CPI는 2점정도

상승한다고 볼 수 있겠다. 민주주의 수준은 2013년도에만 1 상승할 때마

다 연도별로 각각 2점정도로 CPI를 상승시켰다. 교육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언론의 자유는 1점 오를 때마다 0.1525과 0.2159씩

CPI를 상승시켰다. 연구결과는 개인적인 차원의 통제변수인 교육수준과

제도적 차원의 통제변수인 경제수준과 더불어 환경적 차원의 통제변수인

민주주의 수준이 일정할 때 전자정부의 부패통제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전자정부 수치가 1점씩 오를 때마다 CPI는 대략 2.5점 가량씩 상승한다.

전자정부의 부패통제효과를 한 번 더 입증해주는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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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ACA 미설치국가 ACA 설치국가 OECD 비회원국 OECD 회원국

2013 2015 2013 2015 2013 2015 2013 2015
전자정부 
발전도

0.2000
(0.1510)

0.1909
(0.1286)

0.3212
(0.1348)

0.4238
(0.1111)

0.1093
(0.1181)

0.2253
(0.1041)

0.6019
(0.2184)

0.3796
(0.1511)

민주주의 
수준

2.9549
(1.4719)

4.0284
(1.6791)

1.7084
(1.5817)

-0.2225
(1.4826)

3.2110
(1.1230)

2.7562
(1.2124)

-4.5366
(5.4847)

-3.8624
(4.4164)

일인당 
국민소득

0.0003
(7.39E-05)

0.0003
(7.09E-05)

0.0005
(8.86E-05)

0.0004
(8.53E-05)

0.0005
(8.66E-05)

0.0005
(8.71E-05)

0.0002
(9.26E-05)

0.0002
(7.26E-05)

교육수준
14.470
(15.412)

12.374
(14.616)

-21.645
(15.015)

-26.163
(13.456)

6.5626
(12.800)

-5.8337
(12.060)

-18.235
(21.597)

-16.481
(18.540)

언론의 
자유

0.0714
(0.1215)

-0.0231
(0.1447)

0.1728
(0.1246)

0.3322
(0.1188)

0.0762
(0.0927)

0.1158
(0.1038)

0.7636
(0.3084)

0.8506
(0.2376)

N 68 68 97 97 130 130 35 35

  0.796 0.8116 0.7978 0.8397 0.6064 0.6458 0.7335 0.808

Adj-  0.7796 0.7965 0.7867 0.8309 0.5906 0.6315 0.6876 0.7749

F값 48.39 53.43 71.81 95.32 38.22 45.22 15.97 24.41

<표21> 전자정부의 부패통제효과 Ⅱ

P<.0001 P<0.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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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OECD 비회원국 OECD 회원국

ACA 미설치 ACA 설치 ACA 미설치 ACA 설치
2013 2015 2013 2015 2013 2015 2013 2015

전자정부 
발전도

0.1897
(0.1635)

0.1769
(0.1504)

0.1502
(0.1831)

0.4574
(0.1593)

0.506
(0.3481)

0.5275
(0.3547)

0.4787
(0.2924)

0.2061
(0.1948)

민주주의 
수준

3.2703
(1.5372)

4.4957
(1.7466)

2.7341
(1.6145)

0.6090
(1.6265)

-16.894
(4.1512)

-1.8342
(7.1894)

-4.2116
(6.8318)

-5.9289
(5.2305)

일인당 
국민소득

0.0004
(0.0001)

0.0004
(0.0001)

0.0010
(0.0002)

0.0008
(0.0002)

7.24E-06
(6.26E-05)

8.37E-05
(9.04E-05)

0.0002
(0.0001)

0.0002
(0.0001)

교육수준
12.809
(16.270)

7.7256
(15.815)

-22.919
(21.131)

-46.243
(19.314)

171.02
(65.308)

99.226
(98.100)

-20.724
(24.504)

-18.958
(19.400)

언론의 
자유

0.0717
(0.1276)

-0.0269
(0.1520)

0.0653
(0.1339)

0.2389
(0.1367)

1.4603
(0.2941)

0.8739
(0.5115)

0.7907
(0.3880)

0.9774
(0.2868)

N 60 60 70 70 8 8 27 27

  0.7103 0.7409 0.5326 0.587 0.9937 0.959 0.7151 0.8281

Adj-  0.6835 0.7169 0.4961 0.5548 0.9778 0.8567 0.6473 0.7871

F값 26.48 30.88 14.59 18.2 62.73 9.37 10.54 20.23

<표22> 조절효과 판명22)

P<.0001 P<0.05 P<0.1

22) 부패통제기관과 OECD 모두 조절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둘 중에서 어떤 변수가 더 조절효과를 촉진시키는지를 판명하기 
위한 회귀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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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패통제기관 설치유무

<표21>의 회귀분석은 전자정부 자체의 부패통제효과를 살피기 위한

회귀모형에 따른 결과들이다. 부패통제기관이 존재할 때와 존재하지 않

을 때를 나누었고 선진국과 비선진국을 나누는 OECD 회원국 여부로 또

한 나누어서 측정했다. 총괄적으로 분석해서 전자정부의 부패통제효과를

살핀 것이다. 회귀모형의 적합도는 F값과 결정계수를 살펴본 결과 모두

만족스러웠다. 부패통제기관이 미설치되었을 때는 2013년과 2015년 모두

전자정부의 부패통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일

인당 국민소득은 전체국가 수준에서 측정된 것과 차이가 크지 않았다.

민주주의 수준은 1만큼 상승하면 대략 4점 내외로 부패통제에 영향을 미

쳤다.

부패통제기관이 설치된 경우에는 전자정부 발전도의 부패통제효과가

유의미했다. 유의수준 5% 미만에서 2013년도와 2015년도 각각 0.3212과

0.4238의 회귀계수를 나타냈다. 부패통제기관(ACAs)이 존재하는 국가들

일 경우에만 전자정부의 부패통제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났다. 이는

ACA의 존재가 부패통제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다. 전체

국가수준보다 0.20점 가량 더 상승한 수치다. 일인당 국민소득의 경우에

는 앞선 회귀모형들보다 0.0002 가량 더 높은 0.0005였다. 민주주의 수준

은 부패통제에 영향이 없었다. 언론의 자유는 2015년도에만 부패통제기

관이 존재할 때는 부패통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부패통제기관이 미설치된 경우에 전자정부의 부패통제효과가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는 점은 전자정부 안에 부패를 악화시킬 수도 있

는 요소의 존재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부패통제기관

이 전자정부의 부패통제과정을 조절해주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정을 세

운 것도 이 때문이다. 부패통제기관이 존재하는 국가들은 제도적으로 부

패통제기관이라는 장치가 존재해서 전자정부의 부패통제를 도와주고 있

을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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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OECD 여부

OECD 회원 여부에 따른 전자정부의 부패통제효과를 살펴보았다.

모형의 적합도는 결정계수와 F값을 볼 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정부 발전도의 경우에는 OECD 회원국인 경우에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부패를 통제했다. 비회원국의 경우 2015년도에만 유의수준

5%미만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회원국의 모형은 다른 연구모형들

에 비해서 매우 크게 회귀계수가 상승했다. 2013년도에는 0.6019이고

2015년도에는 0.3796인데 이는 앞선 연구모형과 뒤 이은 연구모형들에

비해서도 0.1에서 0.3가량 더 높은 굉장히 높은 수치다. OECD국가들일

수록 전자정부의 효과가 더 민감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사료된다. 민주주

의 수준의 경우에는 비회원국이나 회원국이나 모두 다 유의미하게 부패

를 통제했다. 그러나 회원국이 다른 연구모형들에 비해서 수치가 2배가

량 더 높았다. 일인당 국민소득의 경우에는 비회원국이 조금 더 높았으

나 별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교육수준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았다. 언론의 자유에 경우에는 OECD 회원국들이 연도별로 각각

0.7636과 0.8506으로 다른 연구모형들의 회귀계수보다 20배에서 2배가량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일수록 언론자유도가 부패에 미치는 영

향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OECD 비회원국들이 부패통제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OECD 비

회원국들의 경우처럼 제도・법률・문화적 환경 등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정부의 부패통제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전자정부가 제반 환경들과 필요조건들이 갖추어지지 않을 경

우에는 부패유발・악화 및 증가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시사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들이 전자정부의 부패통제효과에 대한

중론을 반박할 수 있는 근거라고 보기는 어렵다. 전자정부는 제반 환경

들이 조금이라도 갖추어질 경우에는 반부패효과가 발휘된다고 볼만한 충

분한 근거들이 먼저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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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절효과 판명

부패통제기관과 OECD 회원국 여부에서 모두 다 조절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부패통제기관이 설치된 국가들도 있고

설치되지 않은 국가들도 있다. 즉 부패통제기관 자체에 의한 조절효과로

전자정부의 반부패효과가 도출되었느냐 아니면 OECD 회원국 여부에 의

한 조절효과가 첨가되어 두 변수 간의 상승작용으로 인한 조절효과였느

냐를 판명해보고자 한다. 이는 본 연구가 전자정부와 부패통제기관과 부

패의 관계를 판명하는 논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표21>과 <표22>를

살펴본 결과, <표21>에서 OECD 비회원국이더라도 2015년에는 전자정

부의 부패통제효과가 나타난 결과를 비추어볼 때 OECD 자체에 의한 조

절효과는 미약할 수도 있다고 추측해볼 수 있다.

따라서 <표22>는 OECD 회원국 여부에 따라 국가군을 나누고 다시

부패통제기관(ACAs) 설치 여부에 따라서 국가군을 쪼개서 연도별 회귀

분석을 실시해본 결과다. <표22>를 미루어 짐작해볼 때, OECD 회원 여

부에 의한 전자정부의 부패통제효과가 나타났다고 보기에는 다소 미심쩍

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OECD 회원국 여부와는 상관없이 전자정부의 부

패통제효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부패통제기관이 설치된 경우에는 비

OECD 국가군에서 2015년도에 유의수준 5%미만에서 전자정부의 부패통

제효과가 0.4574의 회귀계수로 나타났다.

부패통제기관과 OECD의 조절효과를 판명해보고자 실시한 회귀분석

의 결과, 부패통제기관이 설치된 경우에 전자정부의 부패통제를 조절하

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OECD 국가군도 ACA 설치유무에 따

라서 분류해서 회귀분석을 시행해본 결과 두 집단 모두 전자정부의 반부

패효과가 도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직접적으로는 연관성을 띠지 않더

라도 부패통제기관의 설치여부에 따라서 조절효과가 나타난다고 볼 만한

결과다.

5). 소결 - 가설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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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의 부패통제효과를 살피기 위해서 민주주의 수준, 일인당

국민소득, 교육수준을 통제변수로 두고 살펴본 결과 전자정부가 CPI를

감퇴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정부가 10점 상승할 때마다 CPI가 대

략 2.5점 상승한다. 이를 다시 부패통제기관 설치여부와 OECD 회원국

여부로 살펴본 결과 ACA 부존재국가들은 전자정부의 반부패효과가 나

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ACA 존재국가들은 전자정부의 반부패효과가 분

명하게 확인되었다. 전자정부의 부패통제효과는 회원국의 경우 최대

0.5909로 굉장히 수치가 높았다. 비회원국의 경우에는 전자정부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전자정부의 발전이 부패통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다시 한 번 더 검정되었다. 본 연구는 전자정부로 인해 새로운 신종 부

패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판단해서 시작되었다. 전자정부가 도입된 지

25년이 지나는 현시점에서 다시 한 번 더 전자정부의 반부패효과를 확인

해본 것이다. 부패통제효과가 나타났으며 부유한 OECD 국가들의 경우

연구의 문제의식과는 다르게 전자정부의 반부패효과가 최대 0.30점 가량

더 크게 나타났다.

대신에 부패통제기관(ACAs) 미설치 국가들과 OECD 비회원 국가들

의 경우 전자정부의 반부패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부패통제기관

이나 OECD 회원국들이 지니는 제반조건들이 구축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자정부의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다는 증거일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제

반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전자정부가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러나 반대로 부패통제기관이 설치되어 있고 국가 환경

이 발전되어 있을 경우에는 전자정부의 부패통제효과에 조절효과를 발휘

할 수도 있다는 말이 된다. 부패통제기관이 설치된 국가군이 비(非)국가

군에 비해서 전자정부의 부패통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결과는 부패

통제기관의 잠재된 조절효과를 시사한다. 부패통제기관이 선진 국가군과

결합된 경우일수록 조절효과는 크게 나타나서 전자정부의 부패통제효과

는 커진다. 대신에 2015년도에는 비회원국의 전자정부 부패통제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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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설치유무 설치정도

2013년 2015년 2013년 2015년

부패통제기관
-0.0887
(1.5760)

-0.1752
(1.5364)

0.3672
(0.6159)

0.2239
(0.6019)

민주주의 수준
3.1761
(1.0660)

2.4693
(1.1589)

3.0917
(1.0558)

2.4037
(1.152)

일인당 국민소득
0.0005
(5.01E-05)

0.0005
(5.03E-05)

0.0005
(4.98E-05)

0.0005
(5E-05)

교육수준
19.373
(6.4716)

21.493
(6.6310)

18.704
(6.4535)

20.970
(6.6171)

언론의 자유
0.0966
(0.0870)

0.1449
(0.0958)

0.1007
(0.0860)

0.1485
(0.0950)

N 165 165 165 165
  0.778 0.7965 0.7785 0.7966

Adjusted   0.771 0.7901 0.7715 0.7902
F값 111.44 124.44 111.76 124.56

나타난 것으로 짐작해볼 때 부패통제기관 설치여부에 따른 조절효과가

더 큰 것으로 사료된다.

2. 부패통제기관 요인

부패통제기관은 조절변수이므로 그 자체의 반부패 효과를 먼저 검정

해보았다. 먼저 모형에서 부패통제기관의 설치여부에 따라서 미설치된

국가들은 전자정부의 효과가 없었고 설치된 국가들은 전자정부의 반부패

효과가 확실히 나타났기 때문에 부패통제기관의 반부패효과도 나타날 것

이라고 가정하고 회귀모형을 분석해보았다.

<표23> 부패통제기관의 반부패효과

P<.0001 P<0.05 P<0.1

1). 부패통제기관 설치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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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회귀모형은 ACA의 설치유무에 따른 ACA의 부패통제효과

다. 가설 2에 대한 검정으로서 부패통제기관이 설치되었다면 부패통제효

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검정이다. 부패통제기관의 반부패효과는 모든

년도에서 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산출되었다. 부패통제기관이

설치되었다고 하여 반부패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결과가 산출되

었다. 회귀계수들은 2013년과 2015년도에 각각 –0.0887과 -0.1752가 산

출되었다. 귀무가설이 기각되는 유의확률이 산출되었다고 하여도 부(-)

의 회귀계수 때문에 부패통제가 아닌 부패악화의 효과가 나올 수도 있었

다. 이는 부패통제기관의 반부패효과는 제도 및 환경에 달렸다는 선행연

구들과도 상응하는 결과다(Quah, 2015; Quah, 2016; Quah, 2017). 여타

통제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주의 수준은

회귀계수가 4점 가량으로 높게 나타났다.

2). 부패통제기관 설치정도

그렇다면 부패통제기관이 더 많이 설치될수록 부패가 감소하느냐에

대한 가설 3에 대한 회귀모형을 살펴보았다. 결과는 가설 2의 회귀모형

과 거의 흡사했다.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다른 것이

라면 각 년도의 ACA 회귀계수가 0.3672과 0.2239로서 가설 2의 회귀모

형보다는 회귀계수가 더 높았다. 이 회귀모형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부패통제기관이 점점 더 많아진다고 하여 부패통제가 원활하고 효과적으

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3). 소결 – 가설검정

부패통제기관(ACAs)가 설치된다고 하여 부패통제가 효과적으로 이

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결과가 산출되었다. 가설 2와 가설 3은 따라서

기각되었다. 설령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어도 회귀계수들이

0.3점대를 기록했을 것이다. 이는 부패통제기관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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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 일맥상통한다(Heilbrunn, 2004; Meagher, 2005; Quah, 2017; 김성

호, 2005; 최진욱, 2005; 조재현, 2016). 부패통제기관이 만병통치약

(Panacea)처럼 이지만 실제 효과를 거두려면 제반 환경이 갖추어져야 한

다. 이러한 제반 환경 중 하나가 전자정부라고 본다. 정보통신사회가 지

능정보사회가 되어 가는 제4차 산업혁명의 판국에 부패통제기관이 역할

을 제대로 하려면 전자정부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먼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부패통제기관이 제

반 환경 및 필수조건들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부패통제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먼저 누누이 언급한 러시아 및 동유럽 국가들이나 중

동 국가들의 경우에는 부패통제기관의 이름으로 권력자의 정적들이 제거

되고 있다. 필리핀의 경우에는 신임 대통령 두테르테가 검찰과 부패통제

기관을 이용해서 국가의 사상청산을 실시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모습

들을 통해 볼 때 부패통제기관의 효과가 과연 확실한가에 대해서 의문을

품어볼 수 있었다.

부패통제기관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이런

사례들처럼 제반 조건들이 잘 갖추어져야만 하기 때문이다. 전자정부가

외려 제반 조건 요구량에서는 더 적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부패통

제기관은 정권자의 올바른 의지가 핵심이라고 한다(Quah, 2017). 부패통

제기관은 수사권・체포권・기소권까지 갖춘다면 사실상 감사원이나 검찰

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권한을 구비하기 때문이다. 검찰도 제반 조건들

이 잘 갖추어진다면 확실한 사회통제능력을 갖추고 있으나 제반 조건들

이 잘 충족되지 않아 사회의 지탄을 받는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부패통제기관을 없앨 수는 없다고 본다. 검찰

을 없애자는 논의가 있어왔지만 검찰을 없앨 수 없는 것과 비슷하다고

본다. 부패통제기관을 없애면 검찰과 감사원 둘 중 하나는 권한강화가

이루어지는데 대개 검찰이 강화된다. 검찰이 강화되면 높은 확률로 검찰

내부의 비리・부패가 증가한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부패통제기

관을 따로 두어 부패를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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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상호작용 존재

설치유무 설치정도
2013 2015 2013 2015

전자정부 발전도
0.2863
(0.1157)

0.3137
(0.0992)

0.2694
(0.1009)

0.2594
(0.0993)

부패통제기관
-0.8226
(3.7746)

-3.1044
(3.3538)

1.2644
(1.9540)

0.4732
(1.9087)

전자정부*
부패통제기관

-0.0110
(0.0722)

0.0259
(0.0659)

-0.0199
(0.0300)

-0.0094
(0.0293)

민주주의 수준
2.3265
(1.0908)

1.6743
(1.1272)

2.1996
(1.0916)

1.5655
(1.1806)

일인당 국민소득
0.0004
(5.69E-05)

0.0004
(5.51E-05)

0.0004
(5.68E-05)

0.0004
(5.7E-05)

교육수준
-4.5597
(10.876)

-7.4685
(10.077)

-3.7113
(10.582)

-0.5164
(10.425)

언론의 자유
0.1464
(0.0874)

0.2053
(0.0930)

0.1596
(0.0877)

0.2046
(0.0965)

N 165 165 165 165
  0.7885 0.8157 0.7881 0.8053

Adj-  0.779 0.8075 0.7787 0.7966
F값 83.6 99.28 83.42 92.75

<표24> 전자정부와 부패통제기관의 조절효과

P<.0001 P<0.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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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자정부와 부패통제기관 요인

1). 부패통제기관 조절효과 존재

(1). 부패통제기관 설치유무

<표24>로 부패통제기관과 전자정부의 상호작용이 존재할 경우를

살펴본 결과, ACA의 설치유무에 따른 부패통제효과는 다음과 같았다.

상호작용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부패통제기관의 조절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도출되었다. 그러나 부패통제기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조절효과와 더불어 부패통제기관 자체의 효과도 기대했으나 나

타나지 않았다. 전자정부의 설치효과로 인한 부패통제기관의 반부패효과

상승작용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전자정부의 부패통제효과는 다시금

나타났다. 회귀계수는 2013년과 2015년에 각각 0.2863과 0.3137로써 전자

정부의 부패통제효과는 다시금 검정되었다. 다른 통제변수들의 경우에는

유의확률・회귀계수 모두 앞선 연구모형들과 유사했다.

(2). 부패통제기관 설치정도

상호작용이 존재한다고 할 때, 이번 회귀모형에서는 부패통제기관이

더 많이 설치될수록 조절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가설

4에 대한 검정인데 연도별 분석에서는 ACA가 많이 설치된다고 하여

ACA와 전자정부의 설치효과와 ACA의 조절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거나

향상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부패통제기관이 많아질수록 필연

적으로 부패통제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부패통제기관의 개수에 따른

조절효과가 2013년과 2015년도 각각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0.2694와 0.2594로 나타났다. 전자정부가 부패를 회귀모형 내내 지속적으

로 통제하고 있다. 전자정부가 부패를 통제한다는 기존 양적 분석 연구

결과들과 상응하는 결과다.



- 108 -

3). 소결 – 가설검정

따라서 가설 4에 대한 검정은 다음과 같다. 부패통제기관이 부패통

제기관의 설치유무에 따라서 전자정부의 반부패효과가 달리 나타났기 때

문에 부패통제기관 자체에도 반부패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해보았다.

그러나 앞선 <표23>에서는 부패통제기관의 효과가 발휘되지 않았다. 따

라서 부패통제기관을 전자정부의 회귀모형에 사실상 통제변수의 하나로

대입하고 분석을 실시했다. 전자정부와는 다르게 단독적으로 부패통제효

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전자정부는 부패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통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패통제기관의 설치유무와 설치정도를 나

누어서 분석해보아도 같은 결과다. 부패통제기관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

만으로도 전자정부의 부패통제효과는 다소 나마 앞선 모형들보다는 높게

나타났고 이는 부패통제기관의 조절효과를 표출한다. 그러나 전자정부의

설치에 따라서 상호작용이 이러나 부패통제기관의 반부패효과가 유의미

하게 도출되지는 않았다. 따라서 가설 4는 부분 채택된다.

본 연구에서는 부패통제기관의 조절효과를 기대하고 문제제기를 했

다. 부패통제기관도 전자정부도 모두 다 불충분한 기관들이지만 잠재적

인 반부패효과가 크기 때문에 두 변수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부패통제기관이 전자정부가 생긴다고 더 강화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

에 매개변수라기보다는 조절변수로서의 상호작용을 기대했다. 전자정부

가 설치된 뒤 부패통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부패통제기관의 설치여부에

따라 전자정부의 부패통제효과가 달라질 것이라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

러나 문제의식과 연구가설과는 다르게 부패통제기관은 전자정부와의 상

대적으로 낮은 상관관계에서 볼 수 있듯이 상호작용을 보이지 않았다.

전자정부라는 행정수단을 부패통제기관이 도입․활용하여 조절해주는 효

과는 부분적으로 도출되었다. 그러나 부패통제기관의 반부패효과는 전자

정부와 무관하게 유의미하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4는 부분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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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다중공선성 처리

다중공선성이란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할 때 발생하는 회귀방정식의

가정의 문제다. 독립변수가 여러 개로 늘어날 경우에 다중공선성이 발생

하기 쉬운데 독립변수 간의 상관계수가 0.7 이상일 때 발생하기 쉽다. 다

중공선성은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문제로서 독립변수 간에 서로 회귀분

석시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말한다(고길곤, 2014). 독립변수가 직접적

으로 종속변수를 설명해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독립변수들끼리 서로 영

향을 미쳐서 독립변수 자체의 설명력을 크게 저하한다.

다중공선성의 경우 TOL(Tolerance)과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분산팽창계수)로 측정한다. TOL은 0.1이하면 심각한 문제가 있

는 것이고 VIF는 10이상이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길곤, 2014). 대개

다중공선성을 측정하는 데는 VIF가 더 많이 쓰인다. 독립변수부터 통제

변수들의 다중공선성을 측정한 결과, 독립변수의 다중공선성이 7.38448이

어서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나 정부 효과성(행정역량)은 독립변수나 종속

변수 모두에게 상관성이 크다. 종속변수와 상관관계가 큰 변수들을 다중

공선성의 이유로 제거하면 오차항이 독립변수와 상관관계를 갖게 된다.

이럴 경우 독립변수와 오차항이 독립이라는 회귀방정식의 기본 가정(외

생성 가정)을 위배하게 된다(고길곤, 2014).

그러나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온다면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설명해주고 예측하는 연구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누락변수편의

를 제거하기 위해 선행연구들에서 제시된 변수들을 모두 대입해본 결과,

VIF값이 지나치게 상승했다. 세계은행에서 발간하는 WGI에서 제공하는

정부 효과성, 법치, 규제의 질 등의 변수들은 VIF값이 14에서 18을 기록

했다. 전자정부 참여도나 정보화준비지수 등의 통제변수들도 방정식에

넣을 경우 VIF값과 TOL값이 11에서 19까지 치솟았다.23) 그리고 독립변

수인 전자정부의 VIF값을 지나치게 높이는 경향이 보였다. 따라서 외생

23) 기존의 많은 선행연구들은 WGI의 수치들(법치, 정부 효과성, 정치적 안정성, 규제의 
질 등)을 다수 통제변수로 사용했다(Andersen, 2009; Kim, C-K, 2014; 왕재선, 2013; 
최슬기・정광호, 2014; 문정욱,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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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TOL VIF
EGDI(전자정부 발전도) 0.13040 7.6687
ACA(ACA 설치개수) 0.46498 2.15063
ACAAD(ACA 설치유무) 0.46176 2.16562
DEM(민주주의 수준) 0.13016 7.68404
GDP(일인당 국민소득) 0.35049 2.85315
HDI(교육수준) 0.17406 5.74514
FP(언론의 자유) 0.12579 7.45265

성 가정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전자정부 자체의 부패통제효과를 파악하는

연구이므로 VIF값을 높이는 변수들은 연구모형에 넣지 않았다. VIF값이

높은 변수들은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설명하는데 심각한 방해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표25> 다중공선성(TOL과 VIF) 측정

그러나 본 연구모형도 완벽하지 않다. 독립변수인 전자정부 발전도

의 VIF값이 5를 넘어서기 때문이다. 그러나 10을 넘지 않아 심각한 문

제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부 효과성, 법치수준 등의 통제변수들

을 더 많이 넣은 다른 모형들에서는 독립변수의 VIF값이 13에서 14까지

치솟기도 했다. 다중공선성을 유발하는 변수들을 모두 삽입한 선행연구

들의 경우에는 누락편의를 제거하는 최근의 연구경향에 따른 것으로 보

인다(고길곤, 2014).

제5절. 연구결과 총합

연구결과를 살펴본 결과, 가설 1은 채택되었다. 전자정부가 부패를

통제한다는 많은 연구들에 상응하는 연구결과였다. 가설 1의 회귀모형

가운데서 부패통제기관이 미설치된 국가들과 OECD 비회원 국가들은 전

자정부의 반부패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전자정부는 제반환경이

제대로 갖추어져야만 반부패효과를 창출한다고 보았으며 부패통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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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의 반부패효과가 존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부패통제기관의 조절효

과가 부분적으로 표출되었다. 그러나 조절효과를 지닌 부패통제기관을

살펴본 결과 ACA 자체의 부패통제효과는 희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

패통제를 위해서 ACA를 만들었다고 하여도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법률적・행정적 환경의 중요성을 재차 상기하게 되었다. 따라서 가설 2

와 가설 3은 기각되었다. 부패통제기관의 설치가 부패를 효과적으로 통

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기하고

있는 핵심적인 연구문제에 대해서 일단은 전자정부의 효과가 다시금 검

정되었다.

본 연구는 전자정부 자체에는 부패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을 수 있

기 때문에 부패통제기관이라는 독립기관이 전자정부를 도입․활용할 때

더욱 큰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존 통설에 상치하는 문제제기를 했

다. 본 연구의 문제의식을 검증하기 위해 부패통제를 위해 설치되는 부

패전담기관 즉 부패통제기관(ACAs)의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전자정부

가 발달한다고 하여도 이를 부패청산에 활용할 기관이 없다면 부패통제

에 큰 도움이 되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전자정부라는 기술 자체가 부

패에 악용될 가능성을 통제할 기관으로서도 부패통제기관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싱가포르・홍콩・영국 등지에서 큰 효과를 거두고 있

는 부패통제기관들을 조절변수로 도입하였다. 전자정부가 부패통제에 효

과를 거두고 있다고 하여도 전자정부와 부패통제의 인과과계를 더욱 화

실하게 하려면 부패통제기관이라는 조절변수가 필요하다는 가정 역시 검

정해보았다.

그 결과가 가설 4에 대한 회귀모형들이다. 가설 4는 부분 채택되었

다. 상호작용이 있을 경우에 부패통제기관과 전자정부의 상호작용 및 부

패통제기관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결과 조절효과는 존재하지만 전자정부

가 부패통제기관의 반부패를 도와주는 상호작용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부패통제기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Williams, 2000; Quah, 2015; Quah, 2017). 전자정부를 부패통제기관이

제대로 활용하기 시작한다면 부패는 효과적으로 통제될 수 있을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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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세분화 채택/기각 여부

가설1. 전자정부 요인
전체국가 수준 채택
부패통제기관 설치유무 채택
OECD 회원국 여부 채택

가설2, 3.부패통제기관
요인

가설2. 부패통제기관 설치유무 기각
가설3. 부패통제기관 설치정도 기각

가설4. 전자정부와 
부패통제기관 요인

가 설 4 . 
조절효과 
있음

ACA 설치유무
부분채택

ACA 설치정도

결론
가설1 채택
가설2,3 기각
가설4 부분채택

는 가정은 만족되지 못했다. 가설검정의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표24>

에 정리를 해두었다.

<표26> 가설검정 결과

채택 부분채택

따라서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전자정부의 부패통제효과에 대한 의문

을 제기한 연구문제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이 제기할 수 있다. 본 연구

를 통해 짐작해볼 수 있는 것은 전자정부는 부패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수단이라는 것이다. 전자정부의 악용가능성을 문제제기한 본 연구에서도

전자정부는 부패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선행연

구들과는 통제변수와 조절변수를 다르게 정했으나 결과는 같았다. 특히

나 OECD 회원국처럼 제반 환경이 더욱 좋은 경우에는 부패통제가 더욱

더 효과적이었다.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에서 전자정부의 반부패효과가

컸다는 기존의 선행연구들과는 상이한 연구결과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기했던 문제의식은 검증되지 못했다. 전자정부가 악용될 우려가 있으

니 이를 제대로 활용할 주체가 필요할 것이라는 문제제기는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부패통제기관 자체가 조절변수로서 반부패효과는 보유하나

전자정부를 주체적으로 활용할 기관이라고 보기는 힘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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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행정상 고질적인 병폐인 부패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신기

원으로 상정되었던 전자정부의 부패통제효과에 대한 문제제기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많은 학자들은 전자정부는 ICT에 기반을 두고 있어 개방

성・공개성・연결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부패통제에 큰 효과를 거두

리라고 보았다. 은밀하게 행해지는 밀실행정에 의해서 부패가 자행되기

때문에 전자정부는 이러한 부패를 통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보았다. 행정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고 사료되었기 때문이다. 그러

나 소수의 학자들은 전자정부의 부패통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전자

정부의 악용가능성에 대해서 이론을 형성했다. 전자정부가 부패통제는

전자정부 도입 초기에 나타나는 것이고 전자정부 도입이 오래된 국가들

일수록 신기술을 악용하여 새로운 부패(전자부패)를 만들어 내거나 기존

부패세력들을 강화시켜줄 수도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자정부가 자칫 잘못하면 부패를 위한 권력화된

장치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전자정부라는 신기

술이 도리어 신기술을 다룰 줄 아는 공무원과 관료들에 의해 악용되어

전자부패를 양산할 수도 있다는 문제의식에서였다. 그래서 전자정부 자

체의 악용가능성을 통제하면서 동시에 전자정부를 부패통제에 활용할 수

있는 올바른 주체(조절변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 주체로 선정된

것은 부패통제만을 전담하는 부패통제기관이었다. 부패통제기관의 효과

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유보적으로 긍정하는 입장이다. 그래서 전자

정부와 부패통제기관과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긍정적인(+) 가설을 내세웠

다. 전자정부와 부패통제기관과의 상호작용으로 더 큰 부패통제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보았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전자정부가 부패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는지 그

리고 부패통제기관의 조절효과는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폈다. 2013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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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의 165개국의 국가 간 비교연구를 다중회귀분석으로 실시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정부는 부패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수단이라는 연구 결과가 산출되었다. 이 연구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게 지지된 가설들에 의해 나오게 되었다. 전자정부는 0 – 100 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전자정부가 10 향상할 때마다 부패인식지수는 2.5점씩 상

승했다. 이는 전자정부가 부패를 통제하거나 감소시킨다는 대다수의 연

구들과 상응한다. 전자정부가 부패를 악화시키거나 관계가 전혀 없다는

연구와는 상충한다(문정욱, 2015). 본 연구의 문제제기와도 크게 상충하

는 연구결과다. 전자정부 외에 부패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변수들로 일인

당 국민소득・민주주의 수준・교육수준・언론의 자유를 두었는데 이런

요소들은 오히려 부패를 감소시키거나 통제하는데 일익을 담당했다. 대

신에 부패통제기관 미설치 국가들과 OECD 비회원국가들은 전자정부의

부패통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역효과가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이 결

과로 비추어볼 때 전자정부 자체에 부패악화의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다

고 볼 수도 있었다.

둘째, 전자정부와 부패 사이에서 조절효과를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

는 부패통제기관의 반부패 효과를 살펴보았다. 앞선 회귀모형에서 부패

통제기관 미설치 국가들은 전자정부의 반부패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

문이다. 그래서 부패통제기관 자체의 반부패효과가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가정을 세웠다. 그러나 연구결과, 부패통제기관은 그 자체만으로는 부패

통제효과가 없었다. 독립성・민주성・법치 등 제반환경이 철저하게 구비

되지 아니하면 부패통제기관은 그 존재유무와는 무관하게 부패에 큰 영

향을 미치지 않았다. ACA가 있다고 하여 부패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

치는 것은 아니라는 연구결과는 선행연구들과 비슷하거나 같았다(Quah,

2017). 부패통제기관이 많아질수록 부패가 감소할 것이라는 기대에서 몇

몇 국가들은 부패통제기관을 3개 이상 설치한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

도 반부패 효과는 존재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셋째, 전자정부와 부패 사이에서 부패통제기관이 조절효

과를 발휘하는 경우를 살펴본 결과 부패통제기관의 조절효과는 통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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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유의미하게 존재했다. 그러나 전자정부와 부패통제기관과의 상호작용

으로 인한 ACA의 부패통제의 상승작용을 가정했으나 가정을 기각하는

연구결과가 도출되었다. ACA의 설치여부는 전자정부의 부패통제를 조

절하는 효과는 지녔으나 전자정부가 설치되었다고 하여도 상호작용을 일

으켜 부패통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 조절효과가 존재한

다고 하더라도 ACA는 그자체로는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

다. 전자정부는 상호작용이 있을 경우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부패

를 통제했다. 본 연구는 전자정부가 부패통제에 효과적이라는 기존 통념

에 반대가설을 상정하고 연구문제를 제기했으나 정반대의 결과가 산출되

었고 따라서 본 연구의 문제제기는 반박되었다.

제2절. 연구결과의 의의

연구결과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전자정부는 본 연구의 문제의식과

는 다르게 부패통제에 유효한 도구라는 결과가 산출되었다. 이는 몇몇

학자들이 전자정부의 부패통제 가능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과 같은

다른 결과였다. 회귀계수가 0.22점대로서 전자정부가 10점 상승하면 부패

인식지수는 2.2점 상승했다. 회귀계수만 놓고 볼 때도 전자정부의 긍정적

인 영향력은 컸다. 이는 전자정부의 부패통제 가능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기존 학자들의 연구를 다시 한 번 더 검증하는 계기

가 되었다. 전자정부는 그 투명성 진작 가능성 때문에 크게 부각이 되었

다. 본 연구에서는 많은 연구들과는 같이 전자정부가 부패를 통제한다는

결과가 산출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기한 문제의식과는 다른 결과였다.

설령 실제로 전자부패 등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전자정부 자체를

부패통제에서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전자정부가 지니

는 부패통제효과가 재차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전자정부가 부패를 통제

하는 것이 아니라 부패를 악화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며, 전자

정부가 오래 도입된 선진국들일수록 문제가 심각할 것이라는 문제를 제

기했었다. 그러나 연구결과는 부패통제기관이 설치되고 전자정부가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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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으며 OECD 회원국인 경우에 전자정부의 부패통제효과가 더 크다고

산출되었다. 전자정부는 2개의 연구모형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부패통제수단이었다.

혹시 모를 전자부패를 통제하기 위해서 전자정부 자체를 감시・통제
하며 전자정부를 부패통제에 적극 활용하는 주체로서 부패통제기관을 상

정했었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이런 문제제기를 기각하는 결과가 산출

되었다. 부패통제기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못했다. 부패통제기관은

사법적인 독립성 등 여러 조건들이 적합하게 뒷받침되어야하기 때문이

다. 그러나 전자정부는 대부분의 경우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로 나

타났다.

전자정부가 부패를 효과적으로 통제한다는 말은 본 연구의 문제의식

이 잘못된 것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드러낸다. 전자정부가 지니는 위

험한 요소들은 여러 연구들에서 논의되었다(김병섭․박순애, 2013). 투명

하지 못한 행정환경과 비민주적인 요인들이 악영항을 미칠 가능성을 내

포하고 있었다. 이런 요소들로 인해 전자정부가 자칫 신종 부패를 만들

어내는데 악용될 수도 있다는 문제의식이었다. 그러나 수차례 회귀분석

의 결과는 기존 논의가 타당하다는 결과였다.

그러므로 전자정부를 활용해서 부패를 통제하는 기타 연구들이 활발

히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전자정부와 다른 요인들 간의 상관성에 중점

을 두고 선행연구나 본 연구와는 다른 통제변수들을 두고 전자정부의 반

부패 효용성을 시험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전자정부가 부패

를 양산할지도 모른다는 염려에서 출발했으나 도리어 전자정부의 효과를

재검증해주는 연구가 되었다. 대신에 전자정부에 부패악화의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으며 부패통제기관이 설치된 경우에 부패통제가 조금은 더

용이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제3절. 연구결과의 한계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전자정부와 부패의 관계를 살펴보고 부패통제기관의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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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살펴보고자 했다. 따라서 첫째, 통제변수의 선정 가운데 누락편의

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통제변수들은 이미 활용된

통제변수들이다. 기존 선행연구들에 비해 줄어든 통제변수들로 인해 연

구결과를 왜곡했을 수도 있다. 누락편의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가 없다. 그러나 전자정부 자체의 효과를 다시 한 번 더 검증하는 연구

였기 때문에 독립변수와 상관성이 너무 높은 변수들은 제거했다.

그리고 둘째, 본 연구에서는 부패통제기관의 영향력에 대해서 확인

하는 차원에 그쳤다. 부패통제기관 자체에 대한 회귀분석들은 많지 않다.

ACA 연구들의 대부분은 사례연구로서 기술통계・상관분석에 그치는 경

우가 많았다. 부패통제기관과 부패 사이의 인과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연

구를 한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연구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검증하기가

어렵다. 부패통제기관이 부패를 통제한다는 회귀분석을 실시한 연구를

충분히 발견하지 못해서 이론적・실증적 근거가 부족하다.

셋째, 전자정부의 부패통제에 대한 기존의 연구모형과 회귀방정식을

거의 그대로 답습했다는 문제가 있다. 부패통제에 대해서 사용되는 연구

모형을 거의 그대로 차용했기 때문에 연구의 독창성이 결여되었을 가능

성이 크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패통제에 대한 연구를 시행함에 있어서

기존의 연구를 재확인하는 연구가 나왔으므로 앞으로는 전자정부와 부패

통제에 대한 창의적인 연구가 시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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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전자정부요인 부패통제기관요인

전체국가 ACA 미설치 ACA 설치
OECD 

비회원국
OECD 
회원국

설치유무 설치정도

전자정부 발전도
0.2720
(0.0599)

0.1838
(0.0940)

0.3649
(0.0841)

0.1637
(0.0755)

0.4654
(0.1235)

부패통제기관
-0.1352
(1.0909)

0.2934
(0.4269)

민주주의 수준
1.98099
(0.7664)

3.4356
(1.0704)

0.8351
(1.0676)

2.9998
(0.8072)

-3.5698
(3.3508)

2.8720
(0.7753)

2.7969
(0.7693)

일인당 국민소득
0.0004
(3.8E-05)

0.0003
(4.96E-05)

0.0005
(6.06E-05)

0.0005
(6.06E-95)

0.0002
(5.59E-05)

0.0005
(3.51E-05)

0.0005
(3.49E-05)

교육수준
-4.4116
(6.9719)

14.719
(10.202)

-23.396
(9.8204)

0.8747
(8.5192)

-16.421
(13.754)

20.309
(4.579)

19.712
(4.5681)

언론의 자유
0.1764
(0.0624)

0.0296
(0.0905)

0.2431
(0.0848)

0.0923
(0.0679)

0.7786
(0.1838)

0.1164
(0.0636)

0.1203
(0.0630)

N 330 136 194 260 70 330 330

  0.7999 0.8031 0.8172 0.6248 0.7634 0.7872 0.7875

Adjusted   0.7968 0.7955 0.8123 0.6174 0.7449 0.7839 0.7842

F값 259.03 106.02 168.09 84.58 41.3 239.69 240.12

부록. 패널분석 연구결과 1.

P<.0001 P<0.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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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OECD 비회원국 OECD 회원국

ACA 미설치 ACA 설치 ACA 미설치 ACA 설치

전자정부 발전도 0.1712 0.3001 0.5152 0.3154

민주주의 수준 3.8020 1.6805 -7.5699 -4.3968

일인당 국민소득 0.0004 0.0009 6.25E-05 0.0002

교육수준 11.764 -34.370 132.73 -18.914

언론의 자유 0.0302 0.1474 1.0077 0.8589

N 120 140 16 54

  0.7238 0.5517 0.9593 0.7629

Adj-  0.7117 0.535 0.939 0.7382
F값 59.76 32.98 47.16 30.89

패널분석 연구결과 2

P<.0001 P<0.05 P<0.1

등분산성과 독립성 가정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두 연도를 합쳐서 연

도더미를 통제하여 Pooled OLS로 패널데이터 분석했다. 기본적으로 연

도별 분석과 대다수 일치한다. 특이점은 미설치국과 비회원국들의 전자

정부 회귀계수가 유의미하게 도출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설치국과 회

원국들의 회귀계수가 전자의 2배 정도 되므로 부패통제기관의 조절효과

는 재확인되었다. 따라서 횡단면의 변화만 살펴본 본 연구결과들과는 다

르게 횡단면의 변화에 따른 종단면의 변화 또한 유의미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 따라서 조절효과의 주된 효과변인을 찾아본 결과 OECD 비회원

국의 경우에는 부패통제기관(ACAs)의 존재가 확실한 조절변인으로 작

용했다. 그러나 OECD 회원국들의 경우에는 ACA 미설치 국가들의 전자

정부 반부패효과가 0.20 가량 더 높았다. 부패통제기관보다는 해당 국가

들의 환경이 더 높은 조절변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선

<표22>의 연도별 분석에서는 OECD 국가여부의 조절효과가 전혀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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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상호작용존재

설치유무 설치정도

전자정부 발전도
0.2884
(0.0735)

0.2836
(0.0636)

부패통제기관
-2.1026
(2.4896)

0.4505
(1.3122)

전자정부*
부패통제기관

0.0109
(0.0482)

-0.0094
(0.0202)

민주주의 수준
2.0873
(0.7697)

1.9681
(0.7716)

일인당 국민소득
0.0004
(3.89E-05)

0.0004
(3.9E-05)

정부 효과성
-5.1768
(7.2155)

-4.8736
(7.04)

언론의 자유
0.1676
(0.0627)

0.1794
(0.063)

N 330 330

  0.8012 0.8001

Adjusted   0.7969 0.7957

F값 185.41 184.09

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패널 분석으로 인한 효과일 수도 있다고 추론해

본다.

패널분석 연구결과 3.

P<.0001 P<0.05 P<0.1

그래서 다시 부패통제기관을 설치된 것으로 상정하고 통제변수로 설

정한 뒤의 전자정부의 부패통제효과를 살펴보았다. 패널분석도 연도별

분석과 일치했다. 부패통제효과가 설치여부나 설치정도에 상관없이

0.2973과 0.2761로 도출되는 것으로 짐작해볼 때 부패통제기관의 조절효

과가 더 분명한 것으로 사료된다.



- 135 -

Abstract

A Study on the Correlation

between E-Government,

Anti-Corruption Agencies,

and Corruption

Lee Jae Bok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artion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Master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find linkage between the E-Government and the

Corruption. Corruption has always been the prevalent social problem

since the beginning of the human history. Corruption deterred many

social developments and curbed many prudent decisions of social

leaders. There are many kinds of corruptions but what this study

concentrates on is the bureaucratic corruption. Since bureaucratic

corruption has been the worst corruption of all kinds, people has

regarded administrative corruption as ‘the Corruption’. The causes of

Corruptions are many but there are three different dimensions:

personal dimension, institutional dimensions, and environme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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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mensions.

Due to the negative impacts that corruption have on many

aspects of society and the whole country, many people have

historically sought to solve the problem. These methods succeeded in

part but they could not succeed perfectly. Many methods have been

created to eradicate the corruption but have not succeeded completely.

As the technology developed, the E-Government was created to

improve efficiency, effectiveness, and overall powers of bureaucracy.

But After its implementation, scholars and bureaucrats found that this

new technology could be one of the most powerful device to tackle

the problem of Administrative corruption. Because E-Government

increased transparency and democracy of whole administration.

Therefore, many scholars believed that E-Government as the

nouveau technique of the information society could surely defeat

administrative corruption. They researched on the correlations and

causal relationships of E-Government and corruption. They found out

that under the many reasonable control variables, these two factors

are closely and meaningfully related. However, they could not prove

that the adoption of E-Government is the cause of anti-corruption

effects. Others maintained that although E-Government seem

technically fashionable to many, this new device can be misused by

corrupt bureaucrats and officials. E-Government can be misused to

increase secret administration which people have so dearly tried to

eradicate.

So this study aims to try once again to prove that whether there

is any proven causal relationship between E-Government and

Corruption. Under one research subject, this study made five

hypotheses. This study used 2014 and 2016 worldwide data 165 each

from UN, World Bank, and Transparency International to perform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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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is study is based upon the assumption

that E-Government might be misused to worsen the administrative

corruption depending on the institutional, environmental backgrounds

of each country. So in order to prove the possible anti-corruption

effect of E-Government, this study introduced the Anti-Corruption

Agencies(ACAs) as the moderating variable.

Since the Anti-Corruption Agencies were installed to

independently curb all kinds of corruption, this ACAs might be a

good moderator to adopt E-Government and use it in a rightful place,

thus, helping E-Government control many corruption problems by

implementing it solely for the anti-corruption. So this study set

E-Government Development Index by UN as the independent variable

and Corruption Perception Index by TI as the dependent variable. The

moderating varible is set by data from IAACA and other sources.

Under the same control variables such as democracy, GDP per

capita, and education level, this study conducte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irst, this study tried to prove whether there is positiv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E-Government and anti-corruption.

According to many positive researches on the same subject, the

result of the first analysis came out very positive. E-Government

meaningfully increased CPI indexes, rejecting the assumption that

E-Government might be misused. Thus, the assumptions was being

proven wrong and telling us that this nouveau tech is being

successfully used by many governments. In addition, the expected

moderating effect of the Anti-Corruption Agencies has been subtly

and partly proven positive. The existence of ACA has helped and

moderated the anti-corruption effect of E-Government. Next the

second regression went on to prove the anti-corruption effect of the

Anti-Corruption Ag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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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ly, the regression of the Anti-Corruption Agencies and

corruption went negative. The ACAs failed to prove their

anti-corruption effects just as many prior studies had already

suggested. The result showed that the moderating variable could also

be misappropriated by powerful bureaucrats for their own benefits.

These agencies should also be well controlled by legal environments

and many appropriate subjects. And ACAs also need to be monitored

by certain transparent methods. This could be E-Government, thus

the moderating effect is what this study focuses on significantly.

Third, the last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and showed

that there is no meaningful correlation between E-Government and

ACAs. Moderating effect has subtly been proven statistically

meaningful under the ACAs as the moderating variable. Even though

ACAs were installed, then E-Government and ACAs did not coalesce

to reveal meaningful anti-corruption effects. As same, under the

moderating variable that more and more ACAs were installed, the

moderating effect was partly meaningful but interactions were not

meaningful. This result revealed that the presence of ACAs does not

play a significant role of implement E-Government in curbing

corruption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partly proven that

E-Government can play a meaningfully significant role in

anti-corruption if moderating varibles such as ACAs were installed.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suggests that as many scholars

made many positive results about E-Government, the new device is

effectively used by many governments to curb corruption matters.

The assumption of this paper that E-Government must be used by

appropriate user such as ACAs to control corruption has been proven

partly positive. Thus, this study has revealed that the newly adopted

E-Government is now being well controlled by many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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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y control variables are need to improve the anti-corruption effect

of E-Governments. Appropriate user, democratic backgrounds, and

legal administration, high education level, high economic status are

needed. Control Variables mattered but the crucial point is that the

ACAs were partly meaningful moderator in adopting E-Government

in order to help E-Government curb corruption. This study has

proven once again the effectiveness of anti-corruption power of

E-Governments especially in well-prepared environment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anti-corruption effects of ACAs should be proven

once again by many actors. But the details of regression models

indicate that the required conditions and demanded environments are

strongly needed to activate anti-corruption effects of E-Government.

ACAs might one day be wholly proven as the meaningful actors of

anti-corruption process. In addition, this study also indicates that

many other moderators could be found so that these moderators

might assist E-Government to work as a significantly meaningful

anti-corruption indicator.

Keywords: Corruption,

Administrative Corruption, E-Government, Anti-Corruption

Agencies(ACAs), Anti-Corruption Effect, Mod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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