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행정학박사 학위논문

경쟁심과 한국 정부의 부처 

이기주의 행태에 관한 연구

2021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전공

정 윤 진





- i -

국문초록

본 연구는 한국 정부 행정조직에서의 경쟁이 부처 이기주의 행태에 어

떠한 영향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았다. 경쟁의 다양한 측면은 반영하고

자 부처 간 경쟁, 부처 내부 개인 성과 경쟁, 그리고 개인의 특성인 경

쟁심을 연구 모형에 포함하였다. 

부처 간 경쟁과 같이 조직 간 이익 충돌하는 경우, 부처 이기주의 행

태가 나타난다. 부처 간 관계에서 부처 이기주의 행태는 비윤리적인 행

태로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비윤리적 친조직 행태

(UPB)’라는 개념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설문 실험을 통해 연구가설을 검증하고자 하였으며, 이는 

방법론적으로 기존 연구와 차별화하였다. 구체적으로 2X2 요인설계 

(factorial design)를 활용하여 부처 간 경쟁(협력, 경쟁), 부처 내부 경쟁

(협력, 경쟁)의 수준을 달리하여 총 4개의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응답

자는 4개의 시나리오 중 하나를 무작위적으로 받도록 하였다. 시나리오

를 숙지한 후 비윤리적 친조직행태 의도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였다.

우선, 조직 동일시, 내집단 편향 등의 심리적 과정 논의를 통해 부처 

간 경쟁이 UPB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을 설정하였

다. 부처 간 경쟁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소속 조직에 불리한 정보를 비공

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처 간 경쟁이 조직 역량 

강화에는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다.

부처 내부 개인 경쟁의 영향력은 직접효과와 조절효과를 설정한 2개의 

가설로 세분화 하였다. 개인의 성과에 대해 조직이 제공하는 보상을 통

해 개인과 조직이 긍정적 사회 교환 관계가 형성되며, 조직을 위해 기꺼

이 비윤리적인 행동에 연루되기도 한다. 또 다른 측면에서 한 부처 내 

개인간 경쟁이 존재 할 때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조직에 기여함

을 보이고자 UPB와 같은 전략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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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바탕으로 <가설 2-1>에서는 개인 경쟁과 UPB와 정(+)의 관계가 존재

하는 것으로 보았다. 검증 결과, 개인 성과 경쟁이 조직 역량 과장에 아

주 미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2-2>에서는 개인 경

쟁의 조절효과를 설정하였으나, 유의미한 결과는 보이지 않았다.

<가설 3>과 <가설 4> 검증을 통해 개인 특성인 경쟁심의 영향력을 살

펴보고자 하였다. <가설 3>에서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이기는 것이 중요

하며, 윤리 기준을 낮추는 대인 경쟁심이 경쟁과 UPB의 관계를 강화시

킬 것이라 보았다. 이를 검증한 결과 대인 경쟁심이 높을수록 부처 간 

경쟁과 개인 경쟁이 모두 존재하는 곳에서 소속 조직에 불리한 정보를 

비공개 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설 4>에서는 전체의 이익과 공

동선을 중요시하며, 윤리적 기준이 높은 개인 경쟁심은 <가설 3>과 반대 

방향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 설정하였다. 그러나 개인발전 경쟁심은 전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부처 간 경쟁과 공무원의 대인 

경쟁심은 부처 이기주의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행정학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경쟁이라는 주제를 논의함으

로써 학문적 의의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경쟁, 경쟁심이 부처 

이기주의 행태로 나타나는 심리적 과정에 대한 이해를 제시하고자 하였

다. 

주요어 : 부처 이기주의, 비윤리적 친조직 행태. 부처간 경쟁, 부처 내부 

성과 경쟁, 경쟁심

학  번 : 2017-3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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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배경과 목적

한국 정부의 행정조직은 가족주의라는 집단중심 문화와 경쟁이 공존하

는 독특한 공간이다(Im, 2019: 1; Im & Park, 2015). 예컨대, 소속 부처를 

위해 개인이 기꺼이 희생을 감수하는 문화가 존재하며, 조직의 성공과 

실패를 자신의 성공과 실패로 여기는 조직 동일시가 강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즉, 자신의 존재 이유를 조직에서 찾기도 한다(조석준·임도빈, 

2019: 485). 이러한 문화에서 나타나는 개인의 행태는 인간을 사익추구 

합리적 행위자로 가정하는 경제학적 인간관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또한, 

서구의 개인주의 문화에서 논의되는 경쟁 논리는 한국 행정조직에서의 

경쟁과 공무원의 행태를 예측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Bierle, Becker, 

& Ikegami, 2019; Ellison, 2006; Scott, 2020: 3; 김영평·신신우, 1991; 임

도빈, 2009). 

가족주의 문화는 조직 구성원들에게 소속감, 안정감 등을 제공하며, 

또 구성원들 사이의 응집력을 높여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을 용이

하게 하는 장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부처 간 심리적·

물리적 칸막이 형성, 외부 집단에 대한 배타성 등으로 인해 다른 조직과 

협력적 관계보다는 경쟁 구도를 형성하며, 부처 이기주의와 같은 부정적

인 행태로 이어진다. 그러나 행정학 연구에서 부처 간 관계에 대해서는 

이론적인 논의에 그치고 있으며, 극히 소수의 실증연구만 존재한다(박순

애·박치성, 2008).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행정부처 간 관계, 특히 한국 행정조직에서 나타

나는 경쟁과 부처 이기주의 행태를 논의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부처 

이기주의 행태로 개인이 소속 조직의 이익을 위해 기꺼이 행하는 왜곡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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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태는 어떠한 심리적 또는 감정적 과정이 작동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

다. 예를 들면, 공무원은 공직자로서의 정체성, 부처 구성원으로서의 정

체성 등 여러 수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며, 부처 간 경쟁 과정에서 

개인은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정체성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이 과

정에서 어떠한 정체성이 우선시 되는가에 따라 개인의 행태가 달라진다. 

더불어 정부조직에서는 부처 간 경쟁뿐만 아니라 부처 내부 구성원들 사

이의 성과경쟁이 동시에 존재한다. 이 경우, 부처 내부의 개인 성과경쟁

은 과연 부처 이기주의 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부처 간 경쟁과 

어떠한 상호작용을 보일 것인가 등에 관해 연구 질문을 발전시키고자 한

다.

경쟁의 또 다른 측면은 경쟁심이라는 개인의 특성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의 관료의 동기로서 경쟁심은 의미가 있다. 한국 관료의 경우, 출세, 

사회적 인정욕구, 성취 욕구 등이 강하며 이는 경쟁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Im, 2019). 또, 경쟁적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개인이 어떻게 인식하

고 반응하는가는 경쟁심이라는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경

쟁심에 대한 논의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는 다양한 공무원의 행태와 동

기를 주제로 하는 수많은 연구가 축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로 

‘외국’의 이론을 고민없이 바로 적용시키는 경우가 빈번하여 그 해석

이 현실과 동떨어진 경우가 많다. 이는 한국 공무원들의 지배적인 행태 

동기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개인의 마음속의 이론적 구성물의 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

이다(임도빈·유민봉, 2019: 327). 구성원 개개인의 감정은 집단수준에서 

조직 문화, 리더십, 태도, 사기, 전략적 사고, 성과 등 조직 전반에 영향

을 미친다. 특히, 구성원의 조직적 부정행위 등을 이해함에 있어 이들의 

감정, 경험, 인식, 관찰, 이야기 등은 조직을 분석하는데 중요하다

(Diamond & Allcorn, 2009).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이론을 

참고하되 ‘경쟁’이라는 시각에서 국내 중앙부처 공무원의 동기와 조직 

특성을 반영하여 연구 모형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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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대상과 방법

본 연구는 한국 행정조직에 존재하는 부처 간 경쟁, 부처 내부 개인 

성과경쟁, 공무원의 경쟁심 등 다양한 경쟁이 부처 이기주의 행태라 할 

수 있는 비윤리적 친조직 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고자 한

다. 이에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전 중앙 부처(18부 4처, 18청, 7위원회) 3

급에서 9급 공무원을 한다. 그러나 대상 부처 중 현실적으로 접근이 어

렵거나, 모집단이 작아 표본을 수집하기 어려운 조직은 제외하고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설문 실험을 활용하였다. 

조사 참여자들은 가상 상황을 설정한 시나리오를 숙지한 후, 해당 상황

에서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해 응답하도록 설계되었다. 최근 행

동 행정학(behavioral public administration)에서 설문 실험을 활용한 연구

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일반적인 설문 조사와 비교하였을 때, 설문 

실험은 참여자가 주요 변수의 효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처치집단

과 통제집단으로 나눠 비교함으로써 인과관계를 비교적 명확히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한다(Gaines, Kuklinski, & Quirk, 2007). 

다양한 설문 실험 방법 중, 본 연구에서는 2×2 요인설계(factorial 

design)를 활용하여 부처 간 경쟁과 부처 내부 경쟁을 두 축으로 총 4개

의 각기 다른 시나리오를 작성하였다. 시나리오는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

구 등을 바탕으로 현실성 있는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설문 

실험 참여자들은 4개의 시나리오 중 하나를 무작위적으로 받도록 하였

다. 그리고 참여자는 시나리오를 숙지한 후, 부처 이기주의 행태라 할 

수 있는 비윤리적 친조직 행태 의도에 답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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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구성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장과 절을 구성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우선, 제 2 장에서는 행정조직에서의 경쟁에 대해 전반적으로 논의하고

자 한다. 제 1 절에서 공공선택론을 중심으로 발전한 관료제 경쟁에 대

한 이론적 논의를 제시한다. 그리고 제 2 절에서는 한국 정부조직에서 

나타나는 경쟁의 특성(예: 경쟁 유형, 조직 문화 및 제도 역할, 행태)과 

관료의 경쟁심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자 한다. 

제 3 장에서는 정부조직에 존재하는 경쟁이 부처 이기주의 행태에 어

떠한 영향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1 절에서 

부처 이기주의 행태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다른 

조직과의 관계에서 보이는 비윤리적인 행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

으로, ‘비윤리적 친조직 행태’라는 개념과 이론적 근거를 소개한다. 

제 2 절에서 부처 간 경쟁이 어떠한 심리적 과정을 거쳐 비윤리적 친조

직 행태로 나타나는가를 논의하고, 해당 가설을 설정한다. 제 3 절에서

는 부처 내부 개인 성과경쟁이 비윤리적 친조직 행태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가에 대한 가설을 설정한다.

제 4 장에서는 개인 수준의 경쟁 특성으로 관료의 경쟁심의 앞 장에서 

다른 경쟁 상황에서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 1 절에서는 경쟁심이 언제, 어떠한 조건에서 발현되는가를 논의한 특

성활성화 이론과 경쟁심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제시한다. 그리고 제 2 

절에서 경쟁심을 대인 경쟁심, 개인 발전 경쟁심 등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경쟁심이 비윤리적 친조직 행태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

치는가에 대한 가설을 제시한다.

제 5 장은 연구 설계에 대한 논의를 다룬다. 제 3 장과 제 4 장에서 

설정한 연구가설을 정리하여 연구 모형으로 제시한다. 그리고 자료수집 

과정과 변수 측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제 6 장에서는 연구가설을 여러 통계기법을 활용하여 검증한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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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고, 결과에 대한 적절한 해석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 7 장에서 연구결과를 요약 ․ 재정리하고, 본 연구의 함

의 및 한계점에 대해 논의하며 마무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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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행정조직에서의 경쟁

제 1 절 관료제 경쟁에 대한 논의

1. 이론적 논의: 공공선택론적 관점

독일 사회학자인 Weber로부터 시작된 관료제 조직이론과 Woodrow 

Wilson 연구를 기반으로 한 행정학 연구에서는 정치적 반응성 향상, 유

사한 정부 서비스 조정, 가외성 및 중복 제거 등의 측면에서 독점 관청

(monopoly bureaus)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후 Weber를 반박

하며, 관청들 사이의 경쟁이 현실에서 자연스러운 상태(natural condition)

라 주장하는 공공선택학파가 등장하였다(Niskanen, 1979: 517-518). 이후, 

관료제 경쟁(bureaucratic competition)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공공선택론

(public choice)을 통해 발전하였다. 

공공선택론에서 관료는 조직의 목표나 절차적 규범과는 상관없이 철저

히 자신의 이익(self-interest)을 추구하는 합리적 행위자로 가정한다

(Moore, 1979: 65; Moynihan, 2013; Tullock, Brady, & Seldon, 2002: 54). 

다시 말해, 관료는 자신의 개인 이익을 위해 조직적 맥락을 활용한다는 

것이다(Moore, 1979: 71). 이러한 인간관을 바탕으로 관료제에서의 경쟁 

연구는 크게 두 개의 이론적 흐름으로 구분된다. 하나는 한정된 예산자

원을 둘러싼 경쟁에 대한 논의이며, 다른 하나는 자율성(autonomy) 또는 

권한(authority)을 얻고자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경쟁을 다루고 있다

(Nicholson-Crotty, 2005: 342-343). 

우선, 예산 배분 과정에서 나타나는 경쟁과 관료 행태에 대한 논의는 

Gordon Tullock(1965)과 William Niskanen(1971)이 대표적이다. Tullock은 

The Politics of Bureaucracy(1965)에서 관료의 경쟁적 행태를 논의하며, 

공공선택론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관료는 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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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과잉 팽창된 관료제(over-expanded bureaucracy)’를 추구한다. 

이는 계층제 조직에서 관료의 목표는 상위직급으로의 승진이며, 자신이 

소속된 조직 규모가 커질수록 수직적 계층이 증가하고 자신의 승진 가능

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1965: 177). 이에 Tullock은 빠르게 승진하는 사

람들의 경우 무자비하고, 자신의 성과를 좋게 보이도록 정보를 조작하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상위직급은 조작에 능하여 부도덕

(unscrupulous)하고 신뢰할 수 없는(untrustworthy) 사람들이 자리 잡고 

있어 관료제는 태생적으로 비능률적·비효율적일 수밖에 없으며, 무능하

다고 보았다. 이러한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해 Tullock은 민영화, 분권

화 등을 통해 경쟁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1965: 221-224). 그러나 

Tullock의 연구는 이야기 중심적이며(anecdotal)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

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Moore, 1992).

Tullock(1965) 연구의 영향을 받은 Niskanen은 그의 저서 Bureaucracy 

and Representative Government(1971)에서 관청과 관청 후원자

(bureau’s sponsor)인 정치인 사이의 쌍방독점(bilateral monopoly) 관계

를 통해 관료의 예산 극대화 행태를 설명하였다. 관청은 정책을 수행하

고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원을 필요로 하고, 정치인은 재선을 위

해 관청이 정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관계이다. 관

청은 예산을 제안하고, 정치인이 예산 수준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하

지만 정치인은 관료와 비교하면 공공서비스 생산 비용에 대한 정확한 정

보가 부족하므로 관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관료는 실제 

필요한 비용보다 많은 예산을 요청하게 된다. 예산을 최대한 확보함으로

써 관청 규모가 커지며, 규모의 확대를 통해 관료는 자신들이 높은 가치

를 부여하는 소득, 급여 외 부가혜택, 권력, 명예 등을 얻을 수 있는 가

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예산 극대화 행태는 공공서비스 과잉생산으로 

이어져, 비효율성 증가시켜 문제를 야기한다(Niskanen, 1971: 31-42; 

1979: 517-518). 이러한 문제에 대해 Niskanen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

는 관청들 사이에 구조화된 예산 경쟁(structured competition for f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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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유도하여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관청들 사이에 예산 

경쟁은 정치적인 과정이며, 이 과정에서 서비스 비용에 대한 정보가 정

치인과 시민들에게도 공개된다. 즉,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독점 관청이 

누려왔던 협상에서의 우위가 사라지게 된다. 또한, 경쟁은 서비스 생산

을 위한 기술 발전, 새로운 기술 발전 가속화, 실패 위험 감소 등의 긍

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Niskanen, 1979: 519). 이에 대한 근거로 

Niskanen(1979: 521)은 1967년부터 1971년 사이에 관청들 사이에 경쟁, 

민영화 등의 수준이 증가하면서 연방정부 공무원의 연간 1인당 생산성 

역시 증가하였음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또한, Niskanen(1979: 521) 적정 

수준의 갈등과 가외성이 부처의 성과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라 제안한

다.

앞서 살펴본 예산 경쟁에 대한 논의와는 달리 Anthony Downs(1965)는 

자율성과 권한을 위한 경쟁에 주목하며 좀 더 관료 중심의 관점

(bureaucentric approach)에서 경쟁을 바라보고 있다(Nicholson-Crotty, 

2005). Downs의 관료제 이론에 따르면, 관청들 사이에 경쟁은 개별 관청

이 담당하고 있는 사회적 기능과 관련된 특정 정책 영역(policy territory)

을 확보, 방어, 확장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나타난다. 이는 관청들 사이에 

기술적 상호의존성이 상당 부분 존재하며, 개별 관청의 영역 경계가 불

안정하고 모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정 정책 영역에서 중복이 존재할 

경우, 주권(sovereignty)을 확고히 하려는 관청 또는 사회적 기관 사이에 

끊임없이 경쟁이 나타난다. 경쟁은 자존심(petty pride), 시기심(jealousy) 

등 비합리성을 발현시키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현상은 과도하게 불

안정한 환경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매우 합리적인 행태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영역 전쟁(territory battles) 회피하고자 하는 관청은 범

위가 아주 좁은 범위로 한정한 정책을 만들고자 하며, 이러한 정책은 사

회적으로 비합리적일 가능성이 크다. 한편, 정책 조정에 대한 사회적 요

구가 없는 경우, 경쟁 관계에 있는 관청들은 서로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음으로써 영역 전쟁을 피할 수 있다고 보았다(1965: 44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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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wns 역시 다른 공공선택론자들과 같이 관료를 효용 극대화 행위자

(utility maximizer)로 가정한다. 그러나 Downs는 권력, 금전적 수입, 명

예, 편안함, 안전 등 개인의 사적 이익 만족에서 얻는 효용뿐만 아니라 

개인적 충성(personal loyalty), 높은 작업성과에 대한 자부심(pride in 

proficient performance of work), 특정 과업 수행에 대한 헌신

(commitment to a specific program of action) 등을 중요한 동기로 포함

하였다. 나아가 동기를 바탕으로 순수히 자신의 이익을 따르는 관료

(purely self-interested officials)와 혼합 동기 관료(mixed-motive officials)

로 구분하였으며, 구체적으로 5가지 관료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사익추

구 관료 유형에는 권력, 소득, 명예 등을 극대화하기 위해 승진을 원하

는 등반형(climbers)과 현재 수준의 권력, 소득, 명예 등을 유지하고자 하

는 보전형(conservers)이 있다. 동기가 혼재된 관료 유형은 비교적 좁은 

범위의 특정 정책 또는 개념에 충성하는 열중형(zealots), 좀 더 광범위한 

정책 또는 조직에 충성하는 창도가형(advocates), 국가 또는 사회 전체에 

충성하는 경세가형(statesmen) 등으로 구분하였다(1965: 441-442). 

1970년대 말, 영국과 미국 등에서 정부기능 및 공공지출 축소, 민영화 

등이 진행되면서 Niskanen의 예산극대화모형은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을 받게 된다. 또한, 많은 실증연구에서 Niskanen의 주장과는 반대

되는 결과들이 제시되면서 새로운 모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김근세·

권순정, 2006). Dunleavy(1985: 299)는 Downs가 제시하였듯 복합적인 동

기를 가진 관료는 예산 극대화 행태를 보이지 않을 수 있음을 인정한다. 

또한, Dunleavy는 예산 극대화는 관청의 집합적 전략(collective strategy)

이며, 증가한 기관 예산은 일종의 공공재로 하위 계층 관료의 효용과는 

무관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1985: 301-302). 각기 다른 계층에 있는 관료

들은 어떠한 유형의 예산이 증가하였는가에 따라 개인의 효용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인건비 등 관청의 운영에 필요한 핵심 예산(core 

budget)의 증가는 직업 안정성을 높이며, 이는 하위 계층 관료의 효용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다. 이에 반해, 관청 예산(bureau budget) 또는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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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 예산(programme budget)의 증가로 얻을 수 있는 혜택(예: 관청 

명예, 위기를 대비한 여유 자원 확보 등)은 최상위층 관료의 효용과 가

장 관련이 있다. 특히, 고위층 관료의 효용은 예산이 아니라 ‘직무’라

고 주장한다(1985: 309). 

Dunleavy(1985: 322-324)는 직무와 관련된 관료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관청형성전략을 제시한다. 관청형성전략에서는 동일 수준에 있는 다른 

관청과의 경쟁이 포함되어 있다. 관청은 항상 프로그램 예산과 관련된 

책임성의 범위를 사수하고자 하며, 프로그램 관련 직무와 정책 영역을 

다른 관청과 경쟁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관청의 골칫거리나 비용

적으로 낮은 등급의 업무는 다른 관청으로 넘기는 전략을 취해 효용을 

극대화한다. 

이론적 논의를 정리하면, 관료제 경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쟁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행위자인 관료의 동기 및 행태 등에 대한 이해가 중요

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선택론은 관료에 대한 기본 가정이 지극

히 단순하여, 관료의 행태를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는 지적을 받

는다(예: Blais & Dion, 1990; Conybeare, 1984; Moynihan, 2013; Zamir & 

Sulitzeanu-Kenan, 2018). Downs, Dunleavy, 경제학자들 역시 관료의 다

양한 동기를 인정하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개인의 사익추구 행태를 예측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다음에서 관료제 경쟁으로 인해 나타나는 관료의 

행태를 이해하기 위해 어떠한 접근이 필요한가를 논의하고자 한다. 단, 

공공선택론 이론가들이 주장하는 경쟁은 민영화 등을 통한 경쟁도 포함

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행정조직에서의 경쟁에 한정하여 논의를 진

행하고자 한다. 

2. 행정조직에서의 경쟁과 공무원의 행태 이해

공공선택론은 20세기 후반 정치학 및 행정학 발전에 지대한 영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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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Zamir & Sulitzeanu-Kenan, 2018). 그러나 관

료 개인 행태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 역시 존재

한다. 이는 공공선택론에서 정부조직의 내부 운영(internal management)

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으며, 정부조직은 민간기업과 제도적, 기능적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공공공선택론 

연구자들은 정부조직과 민간기업의 운영원리가 동일하다는 관점을 바탕

으로 다른 행위자(예: 경쟁 관청)에 대한 집합적 행태(aggregate 

behavior)에 중점을 두고 있다(Simmons, 1999: 268-269). 

정부 관료제 조직은 기관, 부처, 관청, 위원회 등과 같은 집단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개인은 이에 소속되어 있는 구조이다. 이러한 구조는 복

잡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최적화되어 있으나 집단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

이 항상 일치하도록 설계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관료제 조직에서의 경

쟁과 갈등은 불가피하다(Kaarbo & Gruenfeld, 1998).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개인과 집단 정체성에 내재된 “가치, 신념, 규범, 요구” 사이의 갈등인 

정체성 갈등(identity conflict)이 나타나게 된다(Horton, Bayerl, & Jacobs, 

2014). 예를 들면, 정부조직은 정부 전체 차원에서의 이익을 추구하는 동

시에 개별 조직의 산출(outcome)도 극대화해야 한다. 공무원은 소속 부

처를 위한 결정이 정부 전체(또는 사회)에 이익되지 않는 상황 또는 그 

반대 상황 등과 같은 중첩된 사회적 딜레마(nested social dilemma)에 직

면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개인은 소속 부처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 

공익수호자인 공무원으로서의 정체성 갈등을 경험하기도 하며, 여러 정

체성 중 어떠한 정체성이 중요한가에 따라 다른 행태를 보인다(Wit & 

Kerr, 2002). 

Kaarbo & Gruenfeld(1998), Zamir & Sulitzeanu-Kenan(2018) 등은 집단

역학(group dynamics)을 논의하는 사회심리학(social psychology)적 접근을 

통해 관료 행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으며, 나아가 경쟁 및 갈등 원

인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보았다. 예컨대, 다음 

절에서 살펴볼 한국의 부처 간 경쟁 사례는 조직 구조적인 특성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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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가족의식과 같이 심리적 과정에 대한 이해 역시 중요함을 보여준다

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사회 범주화 이론(social categorization theory), 

사회 정체성 이론(social identity theory) 등은 가족의식, 부처 간 경쟁 상

황에서 나타나는 개인의 행태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기반이 된다. 또한, 

사회심리학 분야에서는 집단 소속감, 권력, 지위 관계, 외부 이해관계자

(constituencies), 다양한 제도적 인센티브 등이 개인 행태에 미치는 영향

력에 대한 실증적, 실험적 근거가 확보되어 있으며, 관료제 조직에도 적

용 가능하다(Kaarbo & Gruenfeld, 1998). 

제 2 절 한국 정부조직에서의 경쟁

1. 경쟁과 국가발전

강한 정부 관료제는 한국 경제발전을 이끈 주요 원동력으로 평가된다

(Im, 2019; 김영평·신신우, 1991: 307; 윤견수·박진우, 2016). 특히, 관료

제 내부 경쟁은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

을 하였다. 또한,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한국 정부 관료제 조직 내부의 

응집성은 경쟁이 갈등과 분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였다(Chibber, 2002).

발전 시기 관료제의 중요 메커니즘은 ‘동원과 경쟁’이라 할 수 있

다. 사회 전반적으로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상황에서 인력과 물자를 동

원하였다. 이 과정에서 경제기획원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조직 간 그

리고 지역 간 경쟁을 통해 예산을 배분하는 역할을 하였다(Im, 2019: 

60-61). 해외 원조 등을 통해 얻은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는 원칙은‘주

어진 목표를 단기간에 완수하기 위해 인력과 물자를 집중하고, 참여자들 

간의 경합을 붙이는 것’이었다. 예를 들면, 5개년 개발 계획, 새마을 운

동 등이 대표적이다. 목표를 명확히 하고,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상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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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체계가 확립되었다(윤견수·박진우, 2016). 

1960-70년대 경제발전 시기, 국가 전체적으로 사회경제적 인프라가 구

축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정책 중복 등으로 인한 경쟁으로 인한 정책실패

의 확률은 높지 않았다는 평가도 존재한다(이석민, 2012). 그러나 경쟁을 

통해 한정된 자원을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하고, 시급한 문제를 해결함으

로써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유사한 효과는 경쟁적 프

로그램의 효과성은 개발도상국인 스리랑카를 대상으로 한 현장 실험 연

구(field experiment)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Kistruck et al.(2016)은 

스리랑카의 현장 실험에서 44개 커뮤니티를 다른 커뮤니티와 학교 건설 

사업을 경쟁하도록 한 집단과 협력을 하도록 한 집단 등 두 집단으로 나

누어 동기부여 효과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한정된 자원이 주어진 경우, 

경쟁적인 목표 설정이 동기를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한국 관료의 경쟁심

앞선 논의에 이어 관료집단의 특성은 국가발전전략의 성공적인 수행에 

영향을 미친다. 이에 발전 시기 정부는 유능한 인재를 관료로 채용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 개정, 교육 훈련 강화, 경쟁시험, 보수 인상, 신분보

장, 연금제도 등의 다양한 인사제도를 도입하였다(윤견수·박진우, 2016). 

또, 이 시기 관료의 경쟁심을 자극하고 동기를 고취시키기 위해 시도된 

성과 및 결과 중심의 보상과 평가제도는 이후에도 영향력을 쳤다(공동

성·김순희·양승범, 2013: 28). 

한국은 전통적으로 관직을 중요시하는 문화가 자리잡고 있으며, 고시

와 같은 치열한 공개채용시험을 통해 입직한 관료들은 국가 엘리트 집단

으로서 자부심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었다(임도빈, 2009: 182-183). 발전 

시기 한국 사회에서 관료가 된다는 것은 가족의 자랑이기도 했으며, 사

회적 지위를 얻는 것이었다. 이는 형제자매 중 일부만 진학할 수 있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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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사회 전체적으로도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비율이 매우 적었기 때문이

다. 예를 들면, 1970년까지도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진학률이 약 66%, 중

학교에서 고등학교 진학률이 약 70%, 고등학교에서 대학 진학률은 약 

27%에 불과했다(김경근, 2009). 또한, 관료사회는 특정 학교 출신들이 자

리를 대다수 차지하고 있어 국가 엘리트라는 인식을 강화시키기도 하였

다(Im, 2019: 36-37; 공동성·김순희·양승범, 2013: 28-29). 이러한 내부

의 응집성은 경제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

하였다. 

한국의 경우, 엘리트 집단인 관료의 경쟁심과 사명의식 역시 국가발전

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Im, 2019: 16-18; 서문기, 2020). 특히, 경제발전 

정책, 기획, 재무 관련 부처의 관료들은 국가발전을 주도하는 엘리트라

는 높은 자부심을 지니고 있었다. 한정된 자원을 확보하여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경쟁적 가치체계가 필수이며, 나아가 이러한 가치체

계는 공무원으로서의 국가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행동

해야 하는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다(서문기, 2020). 1960년대와 1970년

대 관료주도하에 이룬 경제성장은 성과 지향적인 문화와 할 수 있다는 

정신 실현의 결과이다(Im, 2019: 16).

한국 공무원의 동기는 개인의 이익과 권력 지향적 선호가 지배적인 것

으로 나타나 경쟁심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Park, 2013). 예를 들면, 

관료에게 재량과 권한을 주고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였으

며, 높은 성과를 보여주는 관료는 고속 승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러

한 보상은 개인의 이익과 발전을 위한 경쟁심을 발휘하도록 하는 동기가 

되었다(Im, 2019: 36-37; 공동성·김순희·양승범, 2013: 28; 윤견수·박진

우, 2016). 나아가 관료의 경쟁심은 자신이 속한 부처가 더 많은 예산과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작동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개인 수준의 특성으로서 경쟁심은 행정학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개념은 아니며, 공무원의 경쟁심은 실증연구에서는 찾기 힘들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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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발전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국민의 경쟁심과 국가발전 관계를 논의한 연구들을 통해 공무원의 경쟁

심과 경제발전이라는 논의에도 힘을 실어준다. 예를 들면, Furnham, 

Kirkcaldy, & Lynn(1996)는 42개국의 14,000명 청년층을 대상으로 직업윤

리, 성취동기, 경쟁심, 돈과 저축에 대한 태도 등과 같은 국민의 태도 특

성과 국가의 부(national wealth) 사이의 상관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그 

결과, 어떠한 동기보다도 타인을 넘어서고자 하는 경쟁심이 국내 총생산

(GDP)과 관계가 있음이 나타났다. Kirkcaldy, Furnham, & Levine(2001)에

서도 유사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경쟁심, 성취동기

에 따라 국가의 삶의 속도(nation’s pace of life)가 확연히 다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공무원의 경쟁심이 정책의 성공을 위해

서, 그리고 정부경쟁력을 위해서 발현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3. 가족주의와 부처 간 경쟁

한국 사회 전반에 공동체, 집단, 우리를 강조하는 문화가 자리잡고 있

다. 이에 한국인의 심리와 행태를 이해하는 데 있어 ‘우리’는 중요한 

개념이다(조석준, 2004: 63). 한국 행정조직에서도 ‘하나의 행정조직이 

하나의 가족’과 같이 여겨지는 가족의식이 존재한다. 이러한 인식은 구

성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더 나아가 조직에 대한 충성, 헌신, 신

뢰 등으로 이어져 조직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장점이 있다. 그

러나 다른 한편으로 부처 중심의 집단주의 문화는 다른 부처에 대한 배

타성, 질투, 시기 등을 유발하며, ‘부처 이기주의’ 또는 ‘부처 할거주

의’를 발생시켜 부처 간 협력을 어렵게 한다(조석준·임도빈, 2019: 

478-479). 나아가 정부 차원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방해로 작용하기

도 한다. 예를 들면, 정부 차원에서 고려하였을 때 다른 부처의 의견이 

타당하더라도 부처의 위신과 체면을 지키기 위해 또는 배신자로 찍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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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기 위해 타 부처에 동조하지 않는 경향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Im, 2019: 21-23; 조석준·임도빈, 2019: 480). 사회 문제가 복잡 다양화

됨에 따라 부처 간 협력이 강조되면서 한국행정조직에 존재하는 가족주

의 문화는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오늘날 더욱 부각되고 있다

(김윤권·오시영, 2020; 조석준·임도빈, 2019: 19). 부처 이기주의로 대표

되는 가족주의가 일종의 한국의 행정문화로 고착된 원인은 장관의 권한, 

품의제, 인사교류 등과 같은 제도적인 요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선, 조직의 가장격인 장관의 허락이 다른 기관과의 협력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장관들 사이에도 ‘권력’경쟁이 존재하여 장관들은 협력

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이에 소속부처 장관의 의중을 헤아리는 것을 중

요시하는 구성원들은 장관의 허락없이는 협력에 응하지 않는 태도를 보

인다(조석준·임도빈, 2019: 319). 그리고 부처 내부 갈등은 장관의 리더

십을 문제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어, 장관은 내부 갈등을 

용인하지 않는다. 특히, 장관은 보직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위 공무

원들은 부처 내부에서의 갈등을 가시화하지 않고자 한다(김영평·신신

우, 1991: 312).

한국 행정조직 내에서는 품의라는 공식적인 의사결정 제도는 부처 내

부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며, 가족주의를 공고히 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는 부처 이기주의를 가속화하는 작용을 하기도 한 제도이다(조석

준·임도빈, 2019: 506). 품의(稟議)란 부하가 상관의 의견을 묻고 승인을 

구하는 의사 결정과정이다. 중요한 점은 단순히 상관의 일회성 결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조직 내 계층을 따라 공식적인 문서가 순환하는 과정

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최초 기안자가 작성한 문서는 한 부처 내에

서 과장, 국장, 실장, 차관, 장관 순으로 서명을 받게 된다. 만약, 만족스

럽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경우, 각 단계의 결정권자들은 다시 메모 등을 

통해 수정을 요청하며, 다시 전 단계의 담당자에게 내려보내게 된다. 즉, 

조직 전체가 사안을 결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반복적인 과정을 통

해 구성원들 사이에 수직적·수평적 의사소통과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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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개별 구성원은 한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충성심, 단결심 같은 조직 

일체감을 형성하게 된다(Im, 2019: 42-45; 조석준, 2004: 40; 조석준·임도

빈, 2019: 498-507). 한편, 전자정부 개혁 이후에는 전자결재가 시행되어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여전히 부처 내부에 전통적인 품의제도가 완전

히 사라지지 않았으며, 관료들의 업무방식 역시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조석준·임도빈, 2019: 502-503). 

폐쇄적인 인사교류는 가족주의를 심화시키는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

고 있다(김윤권·오시영, 2020). 특히, 한국의 중앙 공무원 대부분은 특별

한 상황을 제외하고 처음 입직한 부처에서 은퇴 시기까지 보내게 된다. 

즉, 동일부처 내로 승진을 한정하는 폐쇄형 승진이 이루어지고 있다. 부

처는 하나의 가족 단위가 되고, 평생을 한 조직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구

성원들 사이에는 끈끈한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다(임도빈·유민봉, 2019: 

274). 따라서 부처 내부에서의 갈등 및 대립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난다(김영평·신신우, 1991: 312). 그리고 조직 내부에 온정주의

가 만연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도입한 서구의 정량적 성가평가는 

효과는 미미하다. 오히려 제도가 한국 행정문화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성

과급 나눠먹기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인사에 있어 조직 내 

구성원들 사이 원만한 대인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양하이

데·유민봉, 2012; 이건, 2019; 이수영, 2011; 조석준·임도빈, 2019: 479).

인사혁신처는 가족주의 문화로 인해 공고화된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

하고 정보공유를 활발히 하기 위해 매년 적극적으로 인사교류를 추진한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있다.1) 그러나 부처 

간 정책협조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인사교류는 동일 직렬·계급 간에서 

허용되며, 일정기간 동안 파견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파견 기간이 종

료되면 원소속기관으로 복귀하게 된다.2) 파견을 다녀온 직원에게 원소속

1) 인사혁신처. (2020년 10월 5일).  (개방교류과) 소통과 협업 이끈 인사교류 우수기관 
선정-교육부·인천광역시·서울대학교병원 등 6개 기관 수상 영예.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14027>

2) 인사혁신처. 공무원 인사제도 – 인사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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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복귀를 보장하고, 복귀 후 희망보직 및 승진 우대와 같은 인센티

브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소위 ‘가족’에서 잠시 떨어져 있었던 구성

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결국 인사

는 원소속기관을 벗어나지 못하며, 복귀하여 다시 ‘가족의식’에 합류

하게 된다는 한계가 여전히 존재할 수 밖에 없다.

한편, 권위주의적인 우리나라의 행정문화 역시 부처 간 경쟁에 영향을 

미친다. 계층제 하위에 있는 조직은 상위 조직의 통제를 받는다는 의식

구조를 형성하게 되고, 동일한 수준에 있는 부처들 사이의 관계에 집중

하기보다는 상위 부처와의 관계에 집중하도록 한다. 따라서 동렬의 부처

를 경쟁 대상으로 의식하게 되며, 자발적인 협력이 나타나기 어렵다(조

석준·임도빈, 2019: 187). 이는 수평적 관계에서 서로를 적대시하는

‘Balkanizing’현상3)이라할 수 있으며, 동일 수준에 있는 대상을 이분법

적인 이미지로 형상화하여 편견과 편협성이 증가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Diamond & Allcorn, 2009: 42-43).

한국 행정조직에 존재하는 부처 간 경쟁과 가족주의는 공무원이 정부

의 궁극적인 목표인 ‘공정한 사회 실현’을 가장 우선시하기보다는 소

속 부처 수준에서의 미시적 가치 및 목표에 집중하도록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문제시된다(임도빈, 2019: 485). 특히, 소속 부처에 대한 

강한 집단의식은 다른 부처와의 경쟁 상황에서 부정적인 행태로 발현되

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예산 확보 과정에서는 개별 부처가 기획재

정부가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실제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을 

요청하는 도덕적 해이를 보이기도 한다(Im, 2019: 51-52). 앞서 살펴보았

던 정책 경쟁 과정 전반에서 부처들은 정보공개 및 공유를 회피하거나

(윤상오, 2005: 166), 적극적으로 협력을 이끌어내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

는(지광석, 2018: 153-154) 것으로 나타난다. 오히려 협력보다는 서로의 

<http://www.mpm.go.kr/mpm/info/infoBiz/bizHr04/>
3) Balkanize의 사전적 정의는 “to break up (a region, a group, etc.) into smaller and 

often hostile units” 이다 (Merriam-Webster Dictionary 정의). 
<https://www.merriam-webster.com/dictionary/balkan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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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점을 공격한다. 극단적인 경우, 관련 부처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소

속 부처의 제도를 추진하는 사례도 나타났다(박종구·김양진, 2012: 256). 

4. 정부 부처 간 경쟁 형태

민간기업과 달리 행정조직은 독점적이며, 조직의 ‘고유한 업무분야 

또는 조직 영토(organizational field)’가 중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하고 있어 조직의 존폐로 이어지는 치열한 경쟁은 나타나지 않는

다. 과거에는 주로 독점권한을 얻거나, 불편한 기능이나 조직영토를 피

하기 위해 또는 정권의 관심을 얻기 위해 경쟁하는 양상을 보인다(조석

준·임도빈, 2019: 40-41). 이러한 경쟁은 국내에 한정된 현상은 아니다

(예: Ellison, 1995; Krause & Douglas, 2006; Kunioka & Rothenberg, 

1993; Nicholson-Crotty, 2005). 그러나 다음에서 간단한 한국 사례를 통

해 부처 간 경쟁 원인과 행태를 이해할 수 있다. 한국 행정조직에서 나

타나는 경쟁은 인적, 물적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부처 이기주의를 

조장하여 협력을 통한 공익 달성을 어렵게 한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최근, 새로운 정책 분야 및 사회 문제가 끊임없이 등장하고, 사회 이

슈의 복잡성 역시 증가하면서 부처의 조직영토 구분 짓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조직영토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개별 부처는 권력을 유지하거나 높

이고자 하며, 이로 인해 관할권 경쟁, 주도권 선점 또는 뺏어오기 경쟁 

등이 치열해지고 있다(박종구·김양진, 2012: 242-243; 박천오, 2005: 6-8; 

조석준·임도빈, 2019: 40-41; 지광석, 2018: 135-136). 예를 들면, 외국인 

유입 증가는 출입국 관리, 다문화 가정, 외국인 범죄 등 다양한 측면에

서 사회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정부차원의 공통된 목표가 설정되지 

못한 채 개별 부처는 각기 다른 정책목표를 산발적으로 내세우는 과정에

서 갈등을 표출하였다. 기재부는 중장기 이민정책 분야, 행안부는 외국

인 사회통합, 고용부는 외국인근로자 정책, 여가부는 결혼이민자 및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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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 관련 정책, 법무부는 이민 과정과 관련된 정책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어 갈등을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책경쟁이 나타났다(조석준·임도

빈, 2019: 389). 

조직영토 중첩으로 인해 나타나는 정부 부처 간 경쟁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정책수행을 위한 조직역량 강화 경쟁이 나타난다. 개별 부처는 근

거법률, 자원, 실행조직, 대외적 명분 등을 확보하여 조직의 역량을 확대

하고자 한다(윤상오, 2005: 171-172; 지광석, 2018: 154). 대표적인 예로 

‘청’단위 조직은 권력 확장을 위해 ‘부’로의 승격을 원한다. ‘부’

단위 조직이 반드시 규모나 권한이 항상 큰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부’

형태의 조직을 선호하는 이유는 국무위원이면서 법률안의 국회제출권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부’단위로 승격되면, 기획조정권과 

집행권을 동시에 가지며, 예산 확보에도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 또한, 

새로운 사회적 이슈를 통해 나타난 조직은 해당 조직이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인정받는다는 상징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

든 행정조직이 ‘부’의 형태로 존재할 수 없으므로 경쟁이 나타나게 된

다(Im, 2019, 48-49; 임도빈, 2014; 조석준·임도빈, 2019: 225-230).

둘째, 정책경쟁은 유사한 사업 및 정책을 양산하고 있다. 경쟁 상황에

서는 부처 간 정보 공유 등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개별 

부처가 주도권을 가지고자 하여 정책 조정이 어려워져 비슷한 정책을 내

놓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박종구·김양진, 2012; 윤상오, 

2005). 

셋째, 기존 영역 쟁탈을 위한 경쟁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지광석

(2018) 연구에서는 자동차소비자정책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

교통부의 경쟁을 통해 살펴보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매품목과 상관없

이 모든 소비자에게 적용되는 소비자기본법상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분쟁조정제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자동

차관리법상에 자동차 교환과 환불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야 한다는 주

장을 통해 기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담당하던 영역을 가져와 주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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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다는 입장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영역에서 관할권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나타난

다. IT 기술 발전으로 인해 중요해진 IT 관련 신사업 발굴사업, 정보보호 

관련 정책사업을 선점하기 위해 과거 정통부와 산자부가 치열하게 경쟁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윤상오, 2005). 최근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

는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등과 같이 온라인 동영상을 제공하는 

OTT(over the top) 서비스 관련 정책을 둘러싸고 문화체육관광부, 과기

정통부, 방송통신위원회가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소관 법률 등을 내세

우며 경쟁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OTT지원 사업들이 나타나며, 실제 정책목표인 국내 OTT 지원보다는 조

직 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에만 열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최진응, 

2021).

5. 소결 

한국 행정조직에서 부처를 중심으로 형성된 가족주의는 부처 간 갈등

의 원인이 되며, 공무원이 전체적 관점에서의 공익보다는 소속 부처의 

이익에 집중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중앙부처 간 관계에 대한 논의는 소

수에 불과하며, 이론적 논의가 주를 이룬다(박순애·박치성, 2008). 또한, 

부처 간 경쟁으로 인해 나타나는 공무원의 행태에 대해서는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지 못했다. 

부처 간 경쟁은 단순하게는 부처 간 이해 충돌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으나, 공무원 개인 수준에서는 사익과 소속 부처 이익, 부처 이익

과 공익 등 여러 수준에서의 정체성 갈등을 가져온다. 이러한 갈등은 행

정학에서 흔히 논의되는 사익추구 동기, 공공봉사동기, 이타심 등과 같

은 동기만으로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예컨대, 공공봉사동기 논

의에서는 공공봉사동기가 높으면 조직 동일시가 높으며, 조직에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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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행태를 보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소속 조

직을 위한 행동이 곧 공익이라는 가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부처 이기주

의와 같이 소속 부처를 위한 결정이 공익을 위한 일이 아닐 수 있으며, 

공무원 역시 소속 조직을 위해 편향된 행태를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행정조직 내 부처 간 경쟁, 개인 간 경쟁 등의 

상황이 부처 이기주의 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논의하고자 한

다. 부처 이기주의는 다양한 행태로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

부 전체의 이익이 아니라 ‘소속 부처의 이익’을 위해 기꺼이 행하는 

비윤리적 행태를 대상으로 한다. 더불어 한국 공무원 특성으로 알려진 

경쟁심의 영향력까지 확장하고자 한다. 특히,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사

익을 추구하는 개인 정체성, 소속 부처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 공익수

호자인 공무원으로서의 정체성 등의 정체성 경합 과정을 사회심리학적 

이론을 통해 다음 장에서 논의하고, 가설로 구체화하고자 한다.

<그림 1> 경쟁과 부처 이기주의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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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부처 이기주의와 비윤리적 행태

제 1 절 비윤리적 행태에 대한 논의

1. 공무원의 비윤리적 행태

윤리는 인간이 사회를 이루고 타인과 어울려 살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법은 인간의 행동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한다

면, 윤리는 ‘법이 규율하지 못하는 최선의 상태(즉, 이상향)를 지향’한

다(임도빈, 2018: 489). 특히, 공익이라는 가치를 실현하는 정부 조직에 

소속된 공무원의 윤리적 가치관 및 행태가 강조된다(임도빈, 2018: 485). 

이에 사익과 공익의 이해 충돌로 인해 나타나는 공무원의 비윤리적 행태

는 행정학에서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져 왔다(예: Simmons, 1999; Zamir 

& Sulitzeanu-Kenan, 2018; 민기·박철민, 2019: 96). 예를 들면, 뇌물 등

과 같이 받아서는 안되는 보상이나 편파적 임용 등과 같이 지위를 이용

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등은 공직자 부패에 해당한다. 이러

한 비윤리적인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도덕 원리 수용, 성격 등 개인수준

의 요인과 보상, 처벌, 동료 등과 같은 조직수준의 요인 등이 수많은 연

구에서 논의되어 왔다(민기·박철민, 2019: 96).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는 행정조직 내 집단 간 이익이 상충하였을 때, 

공무원이 소속 조직을 위해 비윤리적인 행태를 보이기도 한다는 점에 대

해서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행정조직 내부에서 부처 간 

관계, 부처와 개인 관계, 개인 간 관계 등에서 나타나는 이익 불일치는 

경쟁과 갈등을 야기하며(Kaarbo & Gruenfeld, 1998),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부패나 비윤리적인 행태 등 왜곡된 행태가 나타난다. 예를 들면, 

Downs(1965: 443-444)는 관료제 조직에서 관료는 자신의 이익, 소속 관

청(bureau sections)의 이익, 정책(sacred policies) 등을 위해서 상사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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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전달받은 명령을 왜곡하여 해석하거나 정보를 왜곡하는 것을 발견하

였다. 이러한 왜곡은 다양한 계층에서 의도적(intentional "hierarchical" 

distortion)으로 나타난다. Simmons(1999: 267-268)는 Downs의 논의를 바

탕으로 공무원이 개인의 아젠다, 소속 부처의 목표, 외부 이념(external 

ideology) 등을 위해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여 상부 명령, 조직의 공식 규

칙 및 운영 절차 등을 무시하는 행동을 이타적 부패(altruistic corruption)

이라 정의하고 있다. 성과 측정 및 평가 전반적인 과정에서 소속 조직을 

위해 의도적인 자료의 조작, 왜곡, 결과 조작 등과 같은 공무원은 부정

적 행태(Taylor, 2020)가 이타적 부패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Veetkazhi et al.(2020) 연구에서 행태의 동기(pro-self 또는 

pro-other)와 가시성(explicit 또는 implicit)을 기준으로 비윤리적 행태를 

유형화하였다(아래 <표 1> 참고).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부처 간 경쟁 등

의 상황에서 소속 부처의 이익을 위해 보이는 비윤리적 행태는 <표 1>에

서 타인 지향적 비윤리적 행태의 유형 및 심리적 과정(Type 2-1, Type 

2-2)을 통해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비윤리

적 친조직 행태’라는 개념을 통해 논의를 확장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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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비윤리적 행태 유형

비윤리적 

행태

개인지향 (pro-self) 행태 타인지향 (pro-other) 행태

명시적

(Type 1-1)

암묵적

(Type 1-2)

명시적

(Type 2-1)

암묵적

(Type 2-2)

예시

개인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하거나 훔치는 

행위

마땅히 대우받

아야 할 다른 

사람보다 (무

의 식 적 으 로 ) 

자신에게 더 

많은 점수

(credit) 부여

상품 장점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 투영, 

회사를 위한 

세금 포탈

무의식적으로 

같은 그룹에 

있는 구성원을 

선호

심리적 

과정

효용에 기반한 

이익-비용 

인식 경제학적 

분석

객관성의 환상, 

자기 고양적 

편향 

(self-serving 

bias),  도덕적 

일탈,  개인 

지향

개인 및 조직 

동일시, 

사회적 교환

내집단 편향, 

시점할인, 

타인지향 

프레이밍

출처: Veetkazhi et al. (2020: 8). Table 1 Typology for unethical employee 

behaviour 편집 인용.

2. 비윤리적 친조직 행태

    1) 정의

비윤리적 친조직 행태(Unethical Pro-Organizational Behavior, 이하 

UPB)란 개인이 소속된 조직 및 구성원들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

기 위해 사회적 핵심 가치, 규범, 적절한 행동기준 등을 의도적으로 위

반하는 행동이라 정의된다(Chen, Chen, & Sheldon, 2016; Umphress & 

Bingham, 2011). 정의에서 나타나듯, UPB를 구성하는 두 가지 핵심요소

는 ‘친조직성’과 ‘비윤리성’이다. 예를 들면, 소속 조직의 평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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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고, 다른 조직과의 경쟁에서 상대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조직 구

성원이 성과를 조작하거나 과장하는 행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경

우, 소속 조직을 돕고자 하는 의도와 사회의 윤리 기준을 위반 행태가 

동시에 나타난다(Chen, Chen, & Sheldon, 2016).

UPB는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개념으로 Umphress, Bingham, & 

Mitchell(2010)과 Umphress & Bingham(2011) 연구에서 시작되었으며, 이

후 경영학, 심리학, 행동 경제학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관심을 

보이며 발전시켜오고 있다. Umphress & Bingham(2011)의 논의에 따르

면, UPB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경계조건(boundary 

conditions)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들을 바탕으로 다른 

비윤리적 행태와 차별화된다. 우선, UPB는 조직의 이익증진이라는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한 ‘의도성’이 존재하는 행동이다. 따라서 특정 대상에 

도움을 주거나 해를 가하고자 하는 등의 구체적인 의도가 없이도 나타나

는 업무와 관련된 오류, 실수, 무의식적 과실 등은 UPB에 해당하지 않는

다. 둘째, UPB의 목적은 조직을 이롭게 하기 위한 것이나 그 결과는 의

도와는 다를 수 있다. 예컨대, 소속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문제의 소지

가 다분한 서류를 의도적으로 파기하는 행위는 반드시 조직에 이익이 되

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이러한 행동들이 의심

을 사거나 장기적으로 조직에 해를 끼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셋

째, UPB는 ‘조직 및 구성원들의 이익을 위한’ 비윤리적인 행위이다. 

이는 비윤리적인 행태의 동기를 사적 이익(self-interested motives) 추구

라 가정하고 있는 대다수의 관련 선행연구와는 차별화된다(Veetkazhi et 

al., 2020). 

일반적으로 비윤리적 행태에 관한 연구에서는 개인이 자신의 행태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인 영향력의 잠재적 심각성(potential severity)을 인

지하고, 그 수준에 따라 행동이 달라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논

의는 UPB 개념에서도 적용되며, Umphress & Bingham(2011: 623)은 UPB

로 인해 나타나는 부정적인 결과의 심각성 수준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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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UPB는 소속 조직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나 결과적으로 조직 

외부 대상에게는 부정적이거나 치명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UPB에 해당하는 다양한 행태의 부정적인 영향력의 심각성 수준

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조직을 위해 다른 경쟁 

조직과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사례와 약품의 결함을 밝히지 않아 타인이 

죽음에 이르는 경우를 비교한다면 심각성 측면에서 현격히 차이가 존재

한다. 따라서 개인의 UPB 의도는 예상되는 결과의 심각성에 따라 달라

진다. 또한, 심각성 정도가 높을수록 사람들은 UPB를 실행하기에 앞서 

자신의 행태가 윤리적이라고 정당화하는 중립화 과정(neutralization 

process)을 필연적으로 거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람들은 도덕

적인, 좋은 사람이라는 자아상(self-image)을 유지할 수 있다. 중립화 과

정은 행동의 윤리성을 제거하거나 가리도록 작동하며, 사람들이 UPB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잠재적 이익에 집중하도록 한다. 그러나 잠재적 심각

성을 사전에 인식하지 못하거나 단순 정보를 숨기는 등과 같이 잠재적 

심각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 사람들은 중립화 과정을 거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난다. 

한편, UPB와 유사한 개념으로는 필요악(necessary evils), 일탈 행동 

(deviance), 조직 내 비행-유형 O(organizational misbehavior – type O) 
등이 논의되고 있다(Molinsky & Margolis, 2005; Umphress & Bingham 

2011; Warren, 2003; Vardi & Weitz, 2004). 이러한 행동의 동기는 조직

의 이익 도모라는 점에서는 UPB와 유사하지만, 조직 내외부 구성원들에

게 해를 가하는 행동을 포함하거나 행위의 의도성이 아니라 결과에 중점

을 두고 있어 UPB와 차이가 존재한다(<표 2>에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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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UPB 유사 개념 비교

정의 UPB와 차이점

필요악

necessary 

evils

- Molinsky & Margolis(2005)

-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상대에게 감정적으로나 

물리적으로 해를 끼치는 행

위

- 필요악의 경우 조직뿐만 아

니라 사회의 이익을 위한 행

동도 포함됨(UPB 범위를 벗

어남)

- 윤리적인 행태도 포함

일탈

deviance

- Warren(2003)

- 조직 규범을 해치는 반조직

적 행위

- UPB를 넘어선 일탈적인 행

위(예: 직장내 괴롭힘 등과 

같은 일탈적인 행동을 지지

하여 조직 규범을 따르도록 

하는 행태)

조직내 

비행-

유형 O

Org. 

misbehavior 

- Type O

- Vardi & Weiner(1996)

  Vardi & Weitz(2004)

- 조직내 비행: 조직 구성원이 

의도적으로 조직 또는 사회

의 핵심 규범을 위반하는 행

동

유형 O: 조직을 이롭게 하려

는 의도를 가진 비행 행동

- 조직내 비행-유형O: 조직 또

는 사회적 규범 위반에 의해 

결정(결과에 중점)

- UPB: 조직의 기대와 상관없

이 사회 또는 상위규범

(hypernorms)을 위반하는 행

위

출처: Umphress & Bingham(2011)을 바탕으로 재정리.

    2) 이론적 논의

사람들은 왜 소속 조직을 위해 기꺼이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는가? 

UPB 이론적 모델은 사회 교환(social exchange)과 조직 동일시

(organizational identification)가 비윤리적 행동을 정당화하는 중립화

(neutralization) 과정을 거쳐 UPB가 나타난다고 보았다(Umphress & 

Bingham, 2011; Umphress, Bingham, & Mitchell, 2010). 기본 모델을 바

탕으로 UPB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직 특성, 개인 특성 등에 대한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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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통해 연구가 확장되고 있다. 다음에서 본 연구의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① 사회교환이론

사회교환이론은 자원의 교환을 통해 구축되는 양자 관계에 중점을 두

고 있다. 그리고 교환 행위는 받은 만큼 되돌려 주어야 한다는 호혜성 

규범(reciprocity norm)을 따른다. 호혜성 규범을 준수하는 행위자는 상호 

신뢰, 인정, 존경 등과 같은 이익을 지속적으로(self-perpetuating benefit) 

누리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행위자는 불신, 낮은 평판 등과 같은 불이

익을 감수해야 한다(Blau, 1964; Gouldner, 1960; Umphress & Bingham, 

2011 재인용).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회사에 고용된 개인은 자신에게 기

대되는 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한 계약을 바탕으로 호혜성을 보인다. 만약 고용주가 보상을 제공하

지 못하거나 직원이 주어진 업무를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관

계가 종료된다. 이 외에도 심리적 계약, 조직적 지원 인식, 인지된 계약

적 의무 등과 같이 상사 또는 조직으로부터 받는 처우에 따라서도 긍정

적인 호혜 관계가 나타나기도 한다(Cropanzano & Mitchell, 2005; 

Umphress & Bingham, 2011).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사회교환은 조직 기능을 위해 윤리적이고 긍정적

인 행태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예를 들면, 리더의 배려와 존중 

등은 부하들에게 상호호혜 의무감을 느끼게 하고, 나아가 자발적으로 비

과업적인 영역에서도 다른 조직 구성원이나 조직을 위한 조직 시민행동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예: 문국

경·허경렬, 2019). 그러나 UPB 논의에서는 긍정적인 사회교환이 비윤리

적인 행태의 동기가 될 수 있음을 논의하고 있다. 즉, 개인은 고용주(또

는 조직)와 긍정적인 교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꺼이 비윤리적인 행

위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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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 사회적 교환 관점에서 조직 지원(예: Wang, Zheng, & Zhao, 

2021), 리더십(예:  Bryant & Merritt, 2019; Guo et al., 2020), 사회적 자

본(예: 이의연·이준혁·전정호, 2019), 조직문화(예: Herchen. Cox, & 

Davis, 2012) 등과 같은 심리적 계약이 UPB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② 사회정체성 이론

사회정체성은 1972년 Tajfel에 의해 처음 소개된 개념이며, ‘특정 사

회 집단에 소속되어 구성원으로서 느끼는 감정 및 가치에 대한 인식’이

라 정의된다. 이후 사회 정체성 논의는 집단 간 맥락에서 개인이 자신을 

정의하는 방법까지도 고려 대상으로 확장되었으며, 이론으로 발전하였다

(Hogg & Terry, 2014: 2-3). 사회 정체성 이론에 따르면, 개인의 자아개

념(self-concept)은 개인의 특성에 의해 정의되는 개인적 자아(personal 

self), 타인과의 관계로부터 정의되는 관계적 자아(relational self), 사회적 

집단의 소속감에 의해 정의되는 집단적 자아(collective self)의 세 가지 

차원을 갖는다. 또한, 개인은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여러 조직의 조직 

구성원으로서 다양한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Tajfel & Turner, 1985).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조직이 조직 구성원들의 집단적 자아에 포함되

는 정도가 조직 동일시(organizational identification)로 개념화되었으며 

(Ashforth & Mael, 1989; Dutton, Dukerich, & Harquail, 1994), 조직 동일

시는 사회 정체성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Gautam et al., 2004). 

조직 동일시가 강할수록 조직의 가치, 업무 관련 관행 등을 중요시하

여 내재화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더 나아가 개인은 조직의 

성공과 실패를 내면화하며, 조직의 기대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행동하며, 

조직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Ashforth & Mael, 1989). 

그러나 조직 동일시 과잉은 부정적인 행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예를 들

면, 개인 수준에서 지나치게 높은 동일시는 개인성 상실(a los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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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viduality)로 이어진다. 이 경우, 개인적 욕구의 대부분은 조직 소속감

을 통해 충족되며, 업무에 과도하게 투입하여 업무 외적인 역할에까지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조직 동일시가 강한 구성원은 자신의 

조직을 위해 윤리적 기준(예: 개인적 가치, 규범, 인지적 과정)과 조직 외

부의 대상을 등한시하기도 한다(Ashforth & Anand, 2003). 단기적으로는 

조직에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조직에 해가 될 수도 있는 UPB와 

같은 행동들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Conroy et al., 2017; Umphress & 

Bingham, 2011). 

Umphress, Bingham, & Mitchell(2010)은 조직 동일시가 높은 개인이 호

혜성에 대한 믿음이 강할 때, UPB에 더 참여함을 보여주었다. 이후 여러 

실증 연구들을 통해서 조직 동일시 수준이 높을수록 비윤리적 친조직 행

위의 의도가 강해진다는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더 나아가 Umphress

와 그 동료들이 제시한 이론적 토대 및 기본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UPB 

연구가 확장되고 있다(예:이강민·전상길, 2016; Castille, Buckner, & 

Thoroughgood, 2018; Chen, Chen, & Sheldon, 2016; Shaw & Liao, 2020; 

Xu & Lv, 2018). 

③ 중립화 과정

중립화 과정(neutralization processes)은 비윤리적인 행태를 정당화하고 

자기 비난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도록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개인

은 자신의 비윤리적인 행동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지 못한다. 긍

정적 사회교환과 조직 동일시는 중립화 과정을 유도한다. 긍정적 사회 

교환 관계는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이 윤리적인가에 집중하기보다는 자신

의 행동을 역할로서 인식하도록 한다. 또한, 조직과 개인 사이의 긍정적

인 관계는 조직에 충성심을 높이고, 상호작용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높인

다(Umphress & Bingham, 2011: 626). 조직 동일시가 높은 경우, 비윤리

적 친조직 행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대의 고통을 무시하며,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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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지른 잘못된 행동에 집중하여 자신의 비윤리적인 행동에 대해 정당화

하게 된다. 그리고 사회에서 도덕이나 규범보다는 집단에 대한 충성심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여 소속 집단을 위한 행동에 대해서는 윤리적 기준

을 낮추거나 고려하지 않는다(Umphress & Bingham, 2011: 627).

UPB는 조직을 위한다는 의도는 있으나 결과적으로 비윤리적인 행태이

기 때문에 도덕적 정당화, 중립화 과정에 대한 논의를 반영한 연구들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Kong et al.(2020)에서는 직무 열의가 도덕 허

용(moral licensing) 메커니즘을 통해 UPB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3. 공무원의 비윤리적 친조직 행태에 대한 선행연구

UPB는 민간 조직을 대상으로하는 경영학에서 발전한 개념으로 행정학 

분야에서 공무원 및 공공부문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양적인 면에

서 매우 한정적이다. 이는 공공부문에 적용되는 윤리적 기준이 엄격하여 

정보 은폐, 사실 과장, 진실 호도 등의 행태가 표면화되기 어려운 부분

도 분명 존재하기 때문이다(이슬기․백승주, 2019).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

는 UPB 연구는 해외보다 국내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이철우·김철우(2017)는 중앙공무원을 대상으로 윤리적 리

더십이 UPB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러나 두 변수 사이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발견하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연구자들은 UPB 개념을 공공부문에 바로 적용시키기 어려

운 부분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Umphress, Bingham, & Mitchell(2010)에

서 고안한 문항들을 모두 직역하여 활용하였기 때문일 것이라 짐작하였

다. UPB 연구의 시작은 경영학적 관점에서 사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를 바로 공공부문에 적용시키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김진·금현섭(2017) 연구에서는 중앙 공무원의 친조직적 정보은닉, 친

조직적 규정무시 등을 친조직적 부정행위로 정의하였으며, 이러한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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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조직의 목표 명료성에 영향을 받는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조직의 

공식적 목표에 대한 명료성이 증가하면 부정행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반면, 평가적 명료성이 증가하게 되면 부정행위가 증가하였다. 

이는 객관적인 수치로 측정되는 조직의 목표 달성이 중요해짐에 따라 조

직의 성과를 좋게 포장할 수 있도록 규정무시 행태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해될 수 있다. 또한, 평가적 명료성이 친조직적 규정 무시 행

위를 증가시키나, 높은 조직 몰입이 그 정도를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슬기·백승주(2019)에서는 중앙 부처 공무원의 성과주의 인식 및 조

직 동일시와 UPB와의 관계에 관한 가설을 설정하였다. 흥미로운 발견은 

조직 동일시는 비윤리적 친조직 행위와 역 U자 형태의 비선형적인 관계

를 보였으며, 이러한 관계는 조직 내 성과주의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아

질수록 더욱 뚜렷해지는 경향이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조직 구성원으로서 성과 창출에 대한 압박’과 ‘사회적·공법적 지위

를 갖는 공직자로서 윤리적 규범 준수에 대한 의무감’ 중 어느 것을 우

선시해 자신과 동일시하느냐에 따라 UPB 의도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이 

달라진 것으로 보았다.

해외 연구로는 Miao et al.(2013)가 중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3차례의 

설문 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를 활용하여 윤리적 리더십과 UPB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두 변수 사이에 역 U자형의 비선형 관

계를 발견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즉, 일정 수준까지는 윤리적 리더십이 

증가할수록 UPB가 증가하였으나, 이후에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

로 해석된다. 또한, 이러한 관계는 상사에 대한 동일시가 높을 때 더 뚜

렷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일정 수준의 윤리적 리더십을 보이는 상

사와는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 형성을 통해 UPB가 증가될 수 있는 것으

로 보았다. 이에 반해 아주 낮은 수준의 윤리적 리더십을 보이는 상사는 

자기중심적이거나 윤리 이슈에 대해 민감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부하

와 사회관계를 형성하지 못하였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 34 -

공공부문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을 정리한 결과, 주제가 

성과주의 인식, 목표 불명확성, 리더십 등 조직 내부 특성에 한정된 경

향이 있다. 따라서 이후 연구에서는 UPB 이론적 모델을 제시한 

Umphress & Bingham(2011)이 강조하였듯 UPB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조직 수준의 요인들을 고려하여 연구를 확장시킬 수 있

을 것이다. 

제 2 절 부처 간 경쟁과 비윤리적 친조직 행태

1. 부처 간 경쟁과 조직 동일시

집단 간 경쟁은 사회 정체성 이론의 중요한 부분이며, 수많은 집단 간 

관계(intergroup relations) 연구에서 다루어지고 있다(Hewstone, Rubin, & 

Willis, 2002; Messic & Mackie, 1989; Tajfel, 1982). 사회정체성 이론에 

따르면, 명시적이거나 제도화된 경쟁이 존재하지 않는 환경이라고 하더

라도 집단(또는 조직)은 지위 또는 명예 등을 위해 주기적으로 경쟁하고 

있다(Tajfel, 1982). 따라서 사회 정체성 이론은 집단 간 조화에 대해 회

의적인 시각을 제공한다. 예를 들면, 경쟁 과정에서 집단은 다른 준거 

집단과의 차이를 극대화하고자 집단경계를 명확히 하며, 집단의 가치나 

규범을 강조한다. 그리고 상대 조직을 폄하하거나, 험담하는 등의 부정

적인 태도를 보이게 된다(Mael & Ashforth, 1989: 31).

상대 경쟁 조직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경쟁 상황에서 개인이 어떠한 

집단으로 자신을 범주화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사회 범주화 이론(social 

categorization theory)에 따르면, 개인은 느슨하게 연결된 복수의 정체성

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 정체성은 상호배타적이지 않다. 하지만 동일한 

사회적 분류 속한 여러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정체성을 가진 경우, 경쟁, 

갈등 등과 같은 상황에서 특정 조직의 정체성은 희미해진다. 즉, 정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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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편이지만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우선순위가 변할 수 있다(Ashforth & Mael, 1989). 예를 들면, 이기적인 

개인이라 할지라도 집단의 소속감이 중요해질 경우 조직에 협력하는 모

습을 보이기도 한다(De Cremer & Van Vugt, 1999). Lee et al.(2012)은 

하나의 큰 조직 아래 여러 하위조직이 존재하고, 하위조직들 사이에 경

쟁 또는 협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구성원의 어떠한 자아가 편향된 자원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시나리오 설문 실험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친밀한 관계에서 형성된 관계적 자아(relational self)가 내집단 편

향적(ingroup-biased) 분배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성원들의 조직 일체감이 높은 조직 내부에서는 단합력, 응집성 등을 

통해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만, 조직 간 관계에

서는 ‘우리 대 그들’이라는 대결 구도(us-versus-them mindset)나 칸막

이 사고(silo mentality) 등을 형성하여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면, 소속 조직에서 무의식적으로 체화된 생각, 믿음, 

특정관습 등은 조직 구성원들의 인지 및 사고에 칸막이를 형성하며(de 

Waal et al., 2019; Diamond & Allcorn, 2009: 4; 질리언 테트, 2015: 

37-39), 일종의 정체성(identities as silos)으로 자리잡고 있다(Porck et al., 

2020). 이러한 심리적 칸막이는 구성원들에게는 안전감과 편안함을 주지

만, 다른 한편으로는 조직 간 관계에서는 ‘우리 대 그들’이라는 대결 

구도(us-versus-them mindset)를 형성하거나 칸막이 사고(silo thinking)에 

매몰되는 등의 역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난다(Diamond & Allcorn, 

2009: 42; Lee et al., 2012; Porck et al., 2020). 조직 간 경쟁상황에서,

‘우리 대 그들’ 대결 사고방식은 ‘내가(또는 우리가) 하는 일이 그들

이 하는 일보다 더 중요하다’, ‘우리 부서는 추가 자원을 받을 자격이 

있지만, 그들 부서는 아니다’, ‘그들은 팀워크가 부족하다’ 등과 같

이 맹목적으로 자신의 조직이 우월하다고 믿으며(inter-silo chauvinism), 

상대 조직을 부정적으로 이미지화하는 모습을 보인다(Diamond & 

Allcorn, 2009: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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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현상은 양하이데·유민봉 (2012)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연구자들은 국내 공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근거이

론을 통해 조직 차원에서의 우리성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기본적으로 공

기업 종사자들은 조직 내부에서 경쟁보다는 신뢰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

며, 주어진 업무보다 지나치게 높은 성과를 달성하여 동료에게 경쟁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등과 같이 우리성을 해치는 행동들은 피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우리’라는 경계에 포함되지 않는 대상

과 경쟁이 존재하는 경우, 조직을 위해 자신의 업무가 아니라도 자발적

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찾으며, 경쟁에서 이기고자 적극적인 자세

로 대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부처 간 경쟁과 비윤리적 친조직 행태

조직 간 경쟁은 구성원들에게 조직이 위협받고 있다는 인식을 불러일

으켜 조직 구성원으로서 정체성을 강조하며, 소속 집단에 대한 높은 충

성도를 요구한다(Hildreth et al., 2016). 이 과정에서 충성도가 높은 구성

원은 조직을 위해 행한 비윤리적인 행동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하기도 한

다. 즉, 비윤리적인 행동을 방어할 수 있도록 재프레임화하거나, 비윤리

적인 행동을 정당화하여 죄책감을 줄이는 등의 중립화 과정이 나타난다

(Hildreth, Gino, & Bazerman,  2016; Moore & Gino, 2013; Umphress & 

Bingham, 2011). 

사람들은 속임수나 거짓이 특정 개인의 사리사욕(self-serving)을 채우

기보다는 여러 사람에게 혜택(group-serving)을 주는 경우, 비윤리적인 

행동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Hildreth & Anderson, 

2018; Weisel & Shalvi, 2015). 또한, 이러한 행동에 대해 주위의 비난이 

상대적으로 약하다(Gino, Ayal, & Ariely, 2013; Hildreth & Anderson, 

2018; Pulfrey, Durussel, & Butera, 2018). Hildreth et al.(2016)의 실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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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 따르면, 집단 간 경쟁상황에서 소속 집단에 대한 충성도 높은 경우 

속임수를 선택하는(loyal deceit)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행동을 비윤

리적이라 인식하지 않는 경향이 높았다. 그러나 반대로 정직함은 충성도

가 낮아서 오는 것(disloyal honest)으로 인식했다.

조직 간 경쟁이 UPB에 미치는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

던 연구는 Chen, Chen, & Sheldon(2016)이 대표적이다. 연구자들은 응답

자들에게 무작위로 다른 조직과의 경쟁적인 상황을 묘사한 Vignette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각기 다른 수준의 경쟁이 설정된 상황에서 조직 동

일시가 UPB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떻게 다른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앞서 살펴보았던 사회 정체성 이론 및 사회 범주화 이론의 예측과 동일

하게 경쟁적인 상황에서 조직 동일시와 UPB의 관계가 더욱 강해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성원들 사이에 상호의존성이 높은 조직에서는 조직을 우선시

하는 행동을 하도록 동료에게 압력(peer pressure)을 가하거나 압력을 받

게 된다. 조직 간 경쟁은 구성원들에게 높은 충성도를 요구하며, 이때 

조직에 동조하지 않는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은 비난을 받게 된다. 오히

려 경쟁 집단에 대한 비난보다 배신자에 대해 더 가혹한 평가를 하는 것

으로 나타난다(예: Travaglino et al., 2014). 이에 개인 구성원은 집단에서 

배제되지 않기 위해 조직의 규범을 따를 수밖에 없게 된다(Chan, 2006; 

Kong, 2016; Vallerand et al., 2003). 예를 들면, Thau et al.(2015)에서는 

개인이 소속 집단에서 배제될 위험이 있다고 인식할 때, UPB 의도가 높

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UPB는 소속 집단을 위한 기여도를 높이고, 결

과적으로 자신의 기여도를 증명하는 수단이다. 즉, UPB는 의무감, 사회

적 배제(social exclusion)의 두려움으로 인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Bryant, 2020).

앞선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조직 간 경쟁은 구성원의 

조직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며, 소속 조직에 집중하도록 한다. 이 과정에

서 경쟁 조직에 대해 비윤리적인 행태가 나타나기도 한다. 이는 조직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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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가 높을 때, 비윤리적인 행동에 대한 정당화를 위한 심리적 과정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조직 수준에서 부처 간 경쟁이 높을수록 UPB가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가설 1>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가설 1: 부처 간 경쟁은 공무원의 UPB에 정(+)의 영향력을 미칠 것이

다.

제 3 절 부처 내 개인 경쟁과 비윤리적 친조직 행태

한국 정부는 신공공관리적 개혁의 일환으로 성과중심 관리제도를 도입

하였다. 특히, 성과주의 인사제도는 전통적 연공서열 중심의 비경쟁적 

인사 관행을 탈피하여 경쟁 원리에 바탕을 둔 능력 중심의 인사제도를 

의미하며, ‘성과에 따른 보상 차별화’와 ‘인사평가 강제 배분’을 강

조하여 조직 구성원들 간의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경쟁과 그

에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

며, 나아가 정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고 보았다(예: 이건, 2019; 이하

영·이수영, 2020; 이형우, 2020). 또, 정부조직 내 개인 경쟁 도입이 칸

막이에 안주하는 공무원들로 인해 나타나는 부처 이기주의를 완화해 줄 

것이라는 기대가 존재한다(김윤권·오시영, 2020). 

1. 긍정적 사회교환 관점

성과 경쟁과 그에 따른 보상은 조직과 개인 간 자원 교환관계라 할 수 

있다. 즉, 개인이 조직의 다른 구성원들보다 뛰어난 성과를 내기 위해 

추가적인 노력을 제공하고 조직은 노력에 비례하여 보상을 제공하는 교

환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개인은 자신의 노력이 미래에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상호호혜적 기대가 존재할 때 조직과 긍정적인 관계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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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한다. 이러한 관계는 단순히 경제적 교환뿐만 아니라 신뢰, 감정 등과 

같은 측면도 포함하고 있다(Campbell & Im, 2019; Wang et al., 2018). 선

행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사회교환 관계는 직무 만족, 조직 성과, 조직 

몰입, 조직 시민 행동 등으로 나타나며(Campbell & Im, 2019; 

Cropanzano & Mitchell, 2005; Gould-Williams & Davies, 2005), 절도 등

과 같이 조직에 해를 가하는 비윤리적인 행동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난

다(Umphress & Bingham, 2010). 예를 들면, Campbell(2015)에서 조직 수

준의 성과 관리와 공무원 개인에 대한 성과보상이 조직 동일시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며, 변화지향 조직 시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난다.

그렇다면 조직이 제공하는 보상을 통해 형성한 긍정적 사회 교환관계

는 구성원이 조직을 위해 비윤리적인 행동도 하도록 할 것인가? 라는 의

문을 제기해 볼 수 있다. Umphress & Bingham(2010)은 조직과 구성원 

사이의 긍정적인 사회교환 관계는 조직에 대한 충성심을 높이며, 조직을 

위한 비윤리적인 행태를 정당화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긍정적 교환관계

를 통해 조직 동일시가 높아지며, 이로 인해 조직 구성원이 조직을 위해 

비윤리적인 행태를 기꺼이 감수한다는 것이다. 이는 실증 연구를 통해서

도 뒷받침된다.

예를 들면, 이슬기·백승주(2019)에서는 조직 내 승진, 보상이 실적에 

따라 달라지며, 무능하거나 일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지

는 성과 지향적인 조직에서는 UPB 의도가 증가하였다. 이외에도 최근 

김기만·성윤지·전인(2020) 연구에서는 실적 중시 분위기와 UPB사이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하였으며, 사회교환 이론적 예측과 동일하게 정(+)의 

관계가 나타났다. Wang et al.(2019) 실증 연구에서는 사회적 교환 관점

에서 직원-조직 관계(employee-organization relationships, EORs)와 UPB

를 분석하였다. 직원들에게 조직이 제공하는 물질적 보상 및 발전적 보

상(교육 훈련) 등을 통해 형성된 양질의 사회 교환관계는 UPB에 정(+)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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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 성과경쟁과 사회 비교

조직 내 개인 간 경쟁 도입은 직원들의 동기를 고취시키고, 팀 성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중요한 관리 전략으로 활용되어왔다. 조직 내 개인들 

사이의 승진, 연봉, 상사의 칭찬 등을 위한 경쟁은 일반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구성원들 사이의 경쟁은 불안감 조성, 자원 낭비, 응집력 

약화 등의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Birkinshaw, 2002; Swab & 

Johnson, 2018; Zuo, Chen, & Zhao, 2018). 특히, 개인의 목표가 다른 구

성원의 목표와 경쟁적으로 연결되어있는 경우(intra-group competition), 

부정적인 효과가 더욱 부각된다. 예를 들면, 사람들은 조직에서 다른 구

성원과 경쟁해야 한다고 인식하게 되면, 구성원들과 일부 정보만 교환하

거나 전혀 공유하지 않는 등의 행태를 보인다. 이처럼 정보공유가 되지 

않거나 중요한 정보가 왜곡되는 경우 조직도 성공적일 수 없다(De Dreu, 

Nijstad, & van Knippenberg, 2008).

이러한 현상은 개인 경쟁으로 인해 나타나는 사회 비교 과정(social 

comparison processes)으로 이해될 수 있다. 제로섬 게임과 같이 어떤 사

람의 이익이 나의 손해로 이어지는 경우,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일어나

며 경쟁이 나타나게 된다(Garcia, Tor, & Schiff, 2013). 사회 비교란 ‘자

신과 관련된 한 명 이상의 타인에 대한 정보를 생각하는 과정’이라 정

의된다. 사람들은 자신보다 자원, 급여, 능력, 평판, 상사와의 관계 등이 

나쁘거나 혹은 나은 사람들과 비교를 한다. 특히, 다른 동료의 운

(fortunes)이나 능력(abilities)이 자신보다 뛰어나 부러움(envy)을 느끼는 

경우, 경쟁적인 행동(competitive behavior)을 보인다. 심할 경우 동료에

게 해를 가하거나 상대의 노력을 공격하는 등 비윤리적인 행태를 보인다

(Garcia, Tor, & Schiff, 2013; Lee & Gino, 2016: 352-353).  

개인 간 경쟁은 내집단 선호(ingroup favoritism)를 저해하며, 심각한 

경우 조직 내 조화를 방해하기도 한다(Zuo, Chen, & Zhao, 2018). 제한

된 일반적 상호호혜성(bounded generalized reciprocity) 이론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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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단 선호는 조직 내 구성원들 사이의 상호호혜성에 대한 기대와 구성

원들 사이의 상호의존성에서 나타난다. 하지만 개인 간 경쟁이 존재할 

때 상호호혜성에 대한 기대가 약화되거나 사라지기도 한다(Everett, 

Faber, & Crockett, 2015). 이는 조직 내 경쟁과 같이 개인 간 차별성을 

강조되는 경우. 사람들은 자신을 개인 수준에서 정의하기 때문이다(De 

Cremer & Van Vugt, 1999). 예를 들면, Zuo, Chen, & Zhao(2018)의 실험 

연구에서는 조직 내 개인 간 경쟁이 존재하는 경우 구성원들은 내집단 

선호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조직 동일시와 상관없이 

개인 간 경쟁 상황에서는 내집단 선호를 보이지 않았다.

조직 내 구성원들 사이에 경쟁이 존재하는 경우, 내집단 선호가 존재

하지 않더라도 조직을 위한 행동을 취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평가 점

수, 성과급, 승진 등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한 도구로써 조직시민행동

(OCB)과 같은 친조직 행동을 보이며(Tolentino, 2009), 도구적 동기가 높

은 사람들은 속임수와 같은 행동을 보인다(Taylor, 2020). 외재적, 도구적 

동기(instrumental)에서 비롯된 행동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 난 후에

는 줄어들거나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Hui, Lam, & Law, 2000). 

개인 경쟁이 존재할 때, 조직 간 경쟁은 개인의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일종의 사회적 단서(social cue)로 작용할 수 있다. 사회적 정보 처리 이

론(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theory)에 따르면 적응의 동물인 인간은 

자신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 과거 및 현재의 행태와 상황에 따라 자신의 

태도(attitudes), 행태(behavior), 신념(beliefs) 등을 맞추어 나간다. 따라서 

개인의 행태는 그 사람을 둘러싼 정보 및 사회적 환경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환경은 개인이 사건을 구성하고 해석하는데 사

용하는 근거(cues)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태도 및 의견이 어떠해

야 하는지(should be)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특히, 상대적으로 현저성

(salience)과 연관성(relevance)이 높고, 신뢰할 수 있는(credible) 사회적 

정보의 영향을 받아 특정 대상(예: 직무, 목표, 사건)에 대한 태도가 형성

된다(Salancik & Pfeffer, 1978; Zalesny & Ford, 1990). 사회적 정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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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을 적용해 보면, 우리 조직이 다른 조직과 경쟁하고 있다는 정보는 

사람들에게 성과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조직을 위해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는 단서로 작용할 수 있다. 

앞서 개인 성과경쟁이 UPB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긍정적 사회 관

점과 사회 비교 관점을 통해 논의하였다. 간략하게 정리하면, 성과 보상

에 대한 상호호혜성으로서 UPB가 증가할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수단으로 UPB가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따

라서 다음의 <가설 2>를 설정하였다.

가설 2: 부처 내 개인성과 경쟁은 UPB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가설 2-1: 부처 내 개인성과 경쟁은 UPB에 정(+)의 영향력을 미칠 것

이다.(직접효과)

가설 2-2: 부처 내 개인성과 경쟁은 부처 간 경쟁이 UPB에 미치는 정

(+)의 영향력 강화시킬 것이다.(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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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개인의 경쟁심과 비윤리적 친조직 행태

제 1 절 개인 특성으로서 경쟁심

개인의 성격 특성(personality traits)은 심리학, 정치학 등에서 행태를 

설명하는데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에 반해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성격적 특성이 조직에서의 행태, 신념 등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가 존재

함에도 행정학에서는 여전히 연구가 제한적이다(Aarøe et al., 2021). 

한국의 발전 사례에서 살펴보았듯 공무원의 경쟁적 특성은 경쟁을 이

해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경쟁심은 다른 개인 특성 변수와 마

찬가지로 공무원의 행태를 설명하는 변수로 행정학 연구에서 관심을 받

지 못했다. 경쟁이 중요한 특성으로 자리 잡고 있는 한국 행정조직에서 

개인의 경쟁심이라는 특성이 자신의 조직을 위해 어떻게 발현되는 심리

적 과정을 다음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1. 특성 활성화 이론

인간의 행태를 예측하는 데 사람의 문제인가 상황의 문제인가에 대한 

오래된 토론(person-situation debate)은 사람과 상황 모두 중요하다고 보

는 상호주의적 관점(interactionism)으로 귀결되었다(Pervin 1989). 따라서 

과정적 측면에서의 경쟁은 경쟁적 상황과 개인의 경쟁심(또는 경쟁적 태

도) 사이의 상호작용이라 할 수 있다(Swab & Johnson, 2019). 이를 바탕

으로 전문적 업무 환경 및 경쟁적인 작업 환경하에서 개인의 경쟁심이 

대인관계, 윤리적 행태, 개인 및 조직 성과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에 관한 연구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이형우, 2020; 최승진·정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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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임도빈, 2018; Fletcher, Major, & Davis 2008; Garcia, Tor, & Schiff, 

2013; Newby & Klein, 2014). 

상황적 요인과 개인 특성의 상호작용은 특성 활성화 이론(trait 

activation theory, TAT)을 통해 논의된다. 특성 활성화 이론에 따르면 개

인이 본래 가지고 있는 성향이 과업, 집단 혹은 조직 등의 다양한 수준

에서 나타나는 상황과 배경에 따라 활성화된다. 즉, 개인의 특성은 항상 

정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특성과 관련된 행동을 유도할 

상황적인 단서(trait relevant cues)가 주어져야만 발현된다는 것이다. 예

를 들면, 경쟁심이 강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언제나 모든 상황에서 경

쟁심이 높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경쟁심을 자극할 수 있는 수

준(strength)의 특정 상황에서만 경쟁심이 발현된다. 또한, 동일한 조직에 

있다고 하더라도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나

타난다(예: Jones, Davis, & Thomas, 2017; Mudrack, Bloodgood, & 

Turnley, 2012; Piest & Schreck, 2020; Yoon et al., 2020). 이처럼 개인의 

특성과 관련된 단서의 원천은 과업(task), 집단(social), 조직

(organizational) 수준으로 범주화할 수 있으며, 각각의 수준으로부터 나오

는 상황적 단서는 조절변수로 작용한다(Tett & Burnett, 2003; Tett & 

Guterman, 200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행정조직에 존재하는 경쟁적 상

황과 공무원 개인의 경쟁심의 상호작용이 UPB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

는가에 논의하고자 한다. 

2. 경쟁심에 대한 일반적 논의

사람들은 저마다 경쟁적 상황에 대해 다르게 반응한다. 경쟁적 상황에

서 즐거움이나 성취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경쟁적 상황을 피하

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러한 개인 수준에서의 차이를 흔히 경쟁심

(trait competitiveness)이라 하며,‘보편적으로 적용가능하며(gener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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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icable), 시간이 지나도 안정적이고(stable over time), 갑작스러운 변

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rarely show sudden changes or 

discontinuities)’ 개인의 고유한 성격으로 논의된다(Connelly et al., 

2014: 77; Mudrack, Bloodgood, & Turnley, 2012: 347). 경쟁심에 대한 연

구는 1897년 Triplett이 ‘경쟁적 본능(competitive instincts), 업무수행 과

정에서의 정신적 태도(mental attitude during performance), 이기고자 하

는 강렬한 열망(an intense desire to win)’ 등으로 개념화하면서 시작되

었다(Houston et al., 2002; Newby & Klein, 2014). 지난 100여 년 동안 

연구자들은 저마다 다양한 관점에서 경쟁심을 정의하였으며, 경쟁심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를 발전시켜왔다. Newby & Klein(2014)은 경쟁심 연

구를 종합하였으며, 공통으로 나타나는 경쟁심 유형을 ①　일반적 특성

으로서 경쟁심(general competitiveness),　② 지배(dominance), ③　경쟁

과 관련된 감정(competitive affectivity), ④　개인적 발전을 위한 경쟁에 

대한 내재적 관심(personal enhancement) 등 4가지로 분류하였다. 경쟁심 

연구가 발전하면서 대인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경쟁심에서 벗어나 다차

원적인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다. 예를 들면, 경쟁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

조하며 심리적으로 건강한 개념인 개인발전 경쟁심(personal 

development competitiveness)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개인발전 경쟁

심은 남을 이기기 위한 경쟁심보다는 자신에 대한 이해의 과정으로서 경

쟁을 이해하며,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회로 인식한다(Houston et al., 2008; 

Newby & Klein, 2014; Ryckman et al.,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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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경쟁심과 비윤리적 친조직 행태

1. 대인 경쟁심과 비윤리적 친조직 행태

1) 대인 경쟁심

타인과의 관계에서 발현되는 경쟁심은 1937년 정신분석학자 Karen 

Horney의 신경증 이론(theory of neurosis)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

었다. Horney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가치(self-worth)에 대

한 감정을 지속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해 타인을 이기거나 타인보다 뛰어

나고자 하는 무분별한 욕구(an indiscriminate need)를 과잉경쟁심 

(hypercompetitiveness)이라 정의하였으며, 경쟁으로 인해 나타나는 부정

적인 심리 효과를 강조하였다. 대인 경쟁심이 높은 사람들은 타인에 대

한 배려가 부족하며, 비윤리적인 행동에 대해 거부감이 낮은 것으로 나

타난다. 평등주의(egalitarianism)나 이타주의에 기반한 사회적 배려에 대

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Beau et al., 2003; Mudrack, Bloodgood, 

& Turnley, 2012). 그리고 권력, 부(wealth), 지배(dominance), 타인에 대

한 영향력 등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다(Mudrack et al., 2012; Ryckman 

et al., 1997). 

    2) 부처 간 경쟁, 대인 경쟁심, 그리고 비윤리적 친조직 행태

대인 경쟁심(interpersonal competitiveness)이 높은 사람일수록 윤리적 

기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면, 경쟁심이 과한 사람들은 윤리

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행동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모습을 보

인다(Mudrack, Bloodgood, & Turnley, 2012; Terpstra et al., 1993). 국내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대인 경쟁심을 측정하였던 최승진·정윤

진·임도빈(2018) 연구에서는 대인 경쟁심이 높을수록 성과조작, 수당 부



- 47 -

정 수령 등과 같은 부정부패행위를 용인하는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대인 경쟁심 비롯해 경쟁심이 UPB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가에 대

해서는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신, 타인과의 관계에서 우

위를 차지하고자 하는 욕구 측면에서 대인 경쟁심과 유사한 마키아벨리

즘(machiavellianism)4), 나르시시즘(narcissism)5) 등을 활용한 UPB 연구를 

통해 대인 경쟁심의 영향력을 짐작해볼 수 있다. 예를 들면, Castille, 

Buckner, & Thoroughgood(2018)은 마키아벨리즘과 UPB의 관계를 분석하

였다. 마키아벨리즘은 개인이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윤리적 기준을 

무시하며(amoral manipulation), 타인의 의도나 동기를 불신하며(distrust 

of others), 대인 관계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타인의 파워를 최소화하고자 

하며(desire for control), 성공을 위해 외적인 지표를 강력하게 원하는

(desire for status) 성격으로 정의된다. 마키아벨리즘 성격과 UPB와 정(+)

의 방향성을 보였다. 또한, 자기애를 강조하며 우월성(superiority)을 중요

시하는 나르시시즘과 UPB의 관계를 살펴본 Shah et al.(2020), 

Wilmore(2021) 등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나르시시즘이 

높을수록 UPB가 높아졌다. 이러한 결과들에 대해 연구자들은 비윤리적

인 행동이지만 조직의 이미지를 보호하는 것이 개인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로 인식하였을 것이라 해석하였다. 즉, 조직을 자신의 목표 달

성을 위한 도구로 인식하며, 기꺼이 비윤리적인 행동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소속 조직이 다른 조직과 경쟁하는 경우, 대인 경쟁심이 높은 구성원

은 UPB를 보일것인가? 여러 집단이 제한된 자원을 나눠 가져야 하는 제

4) 예를 들면, Houston et al.,(2015), Zhang, Andersson, & Wang(2021) 등 에서는 마키아
벨리즘 성격은 과잉경쟁심(hypercompetitiveness), 대인 경쟁심과 정(+)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5) 나르시시즘은 마키아벨리즘과 같이 어두운 성격(dark triad of personality)의 유형으로 
분류된다. Luchner et al.(2011)에서는 외현적 나르시시즘(overt narcissism)과 경쟁심이 
일반적 경쟁심(general competitiveness)와 과잉경쟁심(hypercompetitiveness)와 정(+)의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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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섬 게임 상황에서 사람들은 상대 집단을 ‘우리’집단에 대한 위협 또

는 잠재적 경쟁자로 인식하게 된다. 이때, 경쟁심이 높은 사람들은 외부 

집단에 대해 편견(prejudice)을 만들어내기도 한다(Piotrowski et al., 

2019). 나아가 경쟁적일수록 외부 집단이 소속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아

래에 있기를 원한는 것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면, 경쟁적인 사람은 소속 

집단이 외부 집단과 동등한 수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선택보다는 소

속 집단의 이익이 적어지더라도 외부 집단과 차이가 크게 낼 수 있는 선

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경쟁심이 강한 사람들일수록 상대

와의 차이를 극대화하여 소속 집단을 절대적인 우위에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Benistant & Villeval, 2019).

양하이데·유민봉 (2012) 연구에 따르면 개인의 안정욕구, 성취욕구, 

인정욕구, 소명의식 등과 같은 욕구에 따라 ‘우리성’형성과 유지를 위

한 노력을 달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성취욕구가 높은 사람은 평

판이 좋은 부서나 우리성이 강한 부서가 자신의 욕구를 실현하는데 도움

이 된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앞선 논의를 종합하면, 대인 경쟁심이 높은 사람은 자신이 속한 조직

이 다른 조직과 경쟁하고 있을 때, 소속 조직의 지위를 상승시키기 위해 

기꺼이 조직을 위해 비윤리적인 행태를 보일 것이라 예상된다. 이는 대

인 경쟁심이 높은 사람들은 비윤리적인 행동에 대한 거부감이 낮으며, 

소속 조직의 평판, 지위 등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중요한 수

단이기 때문이다. 

    3) 부처 내 개인 성과경쟁, 대인 경쟁심, 그리고 UPB

대인 경쟁심은 자원보존이론(conservation of resources theory)의 관점

에서 논의할 수 있다(Kurtessis, 2018). 자원보존이론에서 개인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소실하지 않고, 유지 및 보존하고자 하는 욕구를 

지니고 있다고 본다(Hobfoll, 1989). 이때, 자원은 자신에게 가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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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겨지는 것을 의미하며, 사회적 지원, 상사지원, 동료지원, 보상, 진급, 

피드백, 조직 보살핌 등이 있다. 자원보존이론에 의하면 UPB는 가치 있

는 자원을 획득하거나 보존하기 위한 하나의 투자라고 할 수 있다. 소속 

조직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UPB는 상호호혜 규범에 기반하여 개인이 

의도적으로 조직과 교환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행동으로 이해할 수 있으

며, UPB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자원은 소속감, 조직으로부터의 인정 등 

내재적 자원(intrinsic resources)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자원을 투

자하는 결정은 경쟁심 등과 같이 개인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한, 구성원들 사이에 경쟁이 존재할 때, 자원을 획득하는 것이 중요해

진다. 따라서 개인 간 경쟁이 존재할 때, 대인 경쟁심이 높은 사람일수

록 타인과 차별화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UPB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을 것

이라 예측할 수 있다. 

앞선 논의를 바탕으로 대인 경쟁심이 높은 사람들은 UPB에 연루될 가

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에게 부처 간 경쟁과 부처 내부 

개인 성과경쟁은 대인 경쟁심이 발현될 수 있는 상황적 단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의 <가설 3>을 설정하였다.

가설 3: 대인 경쟁심은 행정조직에서의 경쟁(부처 간/부처 내부)이 

UPB에 미치는 정(+)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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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발전 경쟁심과 비윤리적 친조직 행태

    1) 개인발전 경쟁심

개인발전 경쟁심은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개념에 집중하기보다는 경

쟁을 통해 개인 성장(personal growth)에 중점을 두고 있다. 즉, 개인발전 

경쟁심은 경쟁을 통해 자아 발견(self-discovery), 개인 성장

(self-improvement)을 이루는 것에 집중하도록 한다. 개인발전 경쟁심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달성을 위해 타인을 방해물로 생각하거나 타

인에게 해를 끼쳐도 된다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이들은 상대방을 개

인 학습과 발견을 도와주는 대상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개인발전 경쟁심

은 스스로를 독립적이고, 자신의 목표를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인식하

도록 하며, 타인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것을 중요시 한다. 즉, 개인발전 

경쟁심이 높은 사람들은 박애(benevolence), 보편주의(universalism), 전통

(tradition), 순응(conformity), 안정(security) 등과 같은 가치들을 중요시한

다(Ryckman et al., 1997: 273). 그러나 이들은 부정직함(dishonesty), 속임

수(cheating), 조작(manipulation) 등과 같은 행동은 자신의 발전을 가로막

는 방해물로 인식하고, 비윤리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반감이 높다

(Mudrack, Bloodgood, & Turnley, 2012).

윤리적 판단 및 행태에 있어서 자기발전 경쟁심은 대인 경쟁심과는 반

대의 효과가 있다. 예를 들면, Collier et al.(2010) 연구에서는 대인 경쟁

심과 자기발전 경쟁심은 음(-)의 상관관계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Zhang, Andersson, & Wang(2021)에서는 대인 경쟁심이 높은 사람들과는 

달리 자기발전 경쟁심이 높은 사람들은 마키아벨리즘 성격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Mudrack, Bloodgood, & Turnley(2012)연구에서는 경영학과 4학년

(senior-level) 학부생을 대상으로 경쟁심을 측정하고 윤리적 판단을 측정

할 수 있는 3가지 vignette(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개인발전 경쟁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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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사람일수록 타인에게 직접적으로 해가 되는 행동을 꺼리며 윤리적

으로 의구심이 드는 결정은 지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부처 간 경쟁, 개인발전 경쟁심, 그리고 비윤리적 친조직 행태

개인발전 경쟁심은 대인 경쟁심과는 달리 이타심(altruism), 자비

(benevolence), 따뜻함(warmth), 사회적 배려(social concerns) 등과 같은 

친사회적 특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예: Fletcher & Nusbaum, 2008; 

Ross et al., 2003; Ryckman et al., 1997; Zhang, Andersson, & Wang, 

2021). 이러한 개인 성격은 집단 간 갈등 및 협력 관계에서도 대인 경쟁

심이 높은 사람들과는 다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면, 

친사회적인 성향(prosociality)인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은 소속 집단만을 

위한 편협적 협력(parichial cooperation)을 보일 것인가 아니면 전체적인 

보편적인 협력(universal cooperation)을 보일것인가를 살펴본 연구는 본 

연구에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예를 들면, Mosleh et al.(2020)에 따르

면 독재자 게임에서 친사회적 성향을 보인 응답자일수록 자신의 팀에 대

한 선호적 동일시(preferencial identification)가 낮았으며, 교착 상태를 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친사회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지엽적인 이익

보다는 보편적인 이익에 더 가치를 두는 것을 알 수 있다.

Thielmann & Böhm(2016)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친사회적 

가치(social value orientation)이 높은 사람들은 집단 간 갈등이 나타나는 

상황에서도 외부집단에 해를 가하거나 하는 행동을 보이지 않으며, 내 

집단 경계(ingrou boundary)를 넘어 전체적인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을 중

요시하였다. 그리고 내부집단의 이익을 보기 위해 외부 집단에게 불이익

을 필수로 수반되는 경우, 친사회적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내집단 이익

을 위한 기여도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하면, 개인발전 경쟁심이 높은 사람들은 대인 경쟁심이 높은 사람

들에 비해 윤리적 판단 기준이 높으며, 이들이 지닌 친사회적인 성향은 



- 52 -

소속 조직에 한정된 지엽적인 이익보다는 전체적인 이익을 강조할 것이

라 예상된다. 

    3) 개인 성과경쟁, 개인발전 경쟁심, 그리고 비윤리적 친조직 행태

조직 내 개인 간 경쟁은 개인발전 경쟁심이 높은 사람이 비윤리적인 

행동을 기꺼이 하도록 할 것인가? 앞서 논의하였듯 모든 사람이 이기는 

것에만 집중하지는 않는다. 개인발전 경쟁심이 높은 사람들은 업무를 완

수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

해 속임수를 쓰거나 방해(sabotage) 행위를 하지 않는다. 따라서 경쟁이 

비윤리적 행태에 미치는 영향력은 개인발전 경쟁심이 높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비윤리적인 행태가 자신의 발전과 

업무를 익히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Mudrack et 

al., 2012). 그러나 이론적 논의와 달리 실증연구에서는 다른 결과를 보이

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최승진·정윤진·임도빈(2018) 연구에서는 개인

발전 경쟁심이 높은 공무원일수록 부정부패를 쉽게 용인하지는 않았지만

(직접효과), 성과압박이 심하다고 인식할 때 부정부패 용인도가 증가(조

절효과)하였다. 

과연 공직 사회에서의 개인간 성과경쟁이 개인발전 경쟁심이 높은 사

람들의 윤리적 태도까지 바꿀 수 있는 수준인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의 

선행 연구를 통해 논의가 쉽지 않다. 예를 들면, 개인발전 경쟁심과 보

편적 이익 추구 등과 같은 면에서 유사한 점이 있는 공공봉사동기의 연

구를 살펴보면, 외재적 보상이 공공봉사동기가 높은 사람들의 내재적 동

기를 구축(crowd-out) 하였다는 연구가 있다(Corduneanu, Dudau, & 

Kominis, 2020; Stazyk, 2012). 그러나 Voorberg et al.(2018) 연구에서와 

같이 금전적 보상이 친사회적 행동까지 구축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난

다. 따라서 경쟁에서 보상을 위해 UPB를 수단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

일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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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를 정리하면, 대인 경쟁심이 높은 사람들과는 달리 개인발전 경쟁

심이 높은 사람들은 경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지엽적인 이익보다는 전

체 이익, 발전에 관심을 둔다. 따라서 이들에게 경쟁은 비윤리적인 행동

의 동기가 되지 않는다. 이를 반영하여 본 연구의 <가설 4>를 설정하였

다.

 

가설 4: 개인발전 경쟁심은 행정조직에서의 경쟁(부처 간/부처 내부)이 

UPB에 미치는 정(+)의 영향력을 약화하는 방향으로 조절할 것

이다.

제 5 장 연구 설계

제 1 절 연구가설 및 연구방법

1. 연구가설

본 연구는 행정조직 내 존재하는 각기 다른 유형(부처 간 경쟁, 부처 

내 개인 성과 경쟁)의 경쟁이 부처 이기주의 행태라 할 수 있는 공무원

의 비윤리적 친조직 행태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 나아

가 개인의 특성인 경쟁심(대인 경쟁심, 개인발전 경쟁심)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 모형을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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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구 모형

앞서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설정한 가설은 아래의 <표 3>에서 

정리하였다. 

<표 3> 연구가설

가설

가설 1
부처 간 경쟁은 공무원의 UPB에 정(+)의 영향력을 미칠 것이

다.

가설 2

부처 내 개인성과 경쟁은 UPB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2-1
부처 내 개인성과 경쟁은 UPB에 정(+)의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2-2

부처 내 개인성과 경쟁은 부처 간 경쟁이 UPB에 

미치는 정(+)의 영향력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절할 

것이다.

가설 3

대인 경쟁심은 행정조직에서의 경쟁(부처 간/부처 내부)이 

UPB에 미치는 정(+)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절할 

것이다.

가설 4

개인발전 경쟁심은 행정조직에서의 경쟁(부처 간/부처 내부)이 

UPB에 미치는 정(+)의 영향력을 약화하는 방향으로 조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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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시나리오 설문 실험

본 연구는 시나리오 설문 실험을 통해 연구 모형을 검증하고자 하였

다. 시나리오 설문 실험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첫째, 윤리나 도덕

과 같은 주제의 경우, 직접적으로 비윤리적인 행동을 할 것인가를 묻는 

설문 문항을 활용하게 되면 응답자는 실제 자신의 의사보다는 사회적으

로 바람직한 응답을 할 가능성(i.e. 사회적 소망성 편항)이 높은 문제가 

발생한다. 대신 가상적인 상황을 제시하고, 응답자가 상황에 한정하여 

판단하도록 하여 편향을 줄일 수 있다(예: Dickel & Graeff, 2018; 

Gaines, Kuklinski, & Quirk, 2007). 둘째, 연구자가 보고자 하는 요인의 

효과에 집중할 수 있다. 연구자는 연구 질문에 적합한 가상적인 상황을 

조작하고, 응답자는 각기 다른 상황을 제시하는 무작위로 설문지를 받게 

된다. 즉, 통제와 처치그룹을 나눠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처치의 인과 효

과를 확인할 수 있다(예: Gaines, Kuklinski, & Quirk, 2007).

시나리오를 활용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2×2 요인설계

(factorial design)를 활용하여 가설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요인설계는 

고전적인 단일 요인 실험(one-factor experiment)과는 달리, 동시에 여러 

요인을 조작화하여 좀 더 현실적이고 타당한 시나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

(Atzmuller & Steiner, 2010; Mee, 2009:　3-4; Migchelbrink, & Van de 

Walle, 2020). 더불어 개별 요인들 사이에 상호작용 효과(interaction 

effects) 등과 같은 관계가 존재하는가를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요인의 

효과를 회귀분석을 통해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Mee, 2009:　

7-8).

본 연구 분석에서는 부처 간 경쟁 수준(① 협력,　② 경쟁)과 부처 내 

개인 성과경쟁(① 협력, ② 경쟁)을 기준으로 총 4가지의 시나리오를 구

성하였다(<표 4> 참고). 구체적인 시나리오 및 설문 문항은 변수 측정 부

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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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2×2 요인설계 프레임

                    조직

      개인                     

부처 간 경쟁

낮음 (협력) 높음 (경쟁)

부처 내 개인

성과경쟁

낮음 (협력) S1 S3

높음 (경쟁) S2 S4

제 2 절 분석대상 및 자료 수집

1. 연구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설문 조사는 연구자가 소속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부

경쟁력센터에서 중앙 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시행하는 공무원 인

식조사의 일부에 포함하여 실시되었다. 설문 조사는 경쟁입찰에 참여한 

업체 중 기술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선정된 업체가 실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업체 선정 후, 설문 조사 방식, 조사가 가능한 부

처, 가능한 표본 수 등을 논의를 거쳤다. 

본 연구는 중앙정부부처 소속 3-9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조사를 

준비한 시점인 2021년 2월 기준 정부조직은 18부 4처, 18청, 7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6) 이 중 경찰청, 검찰청 등과 같이 일반인의 접근을 제한

하거나 이메일 수집이 차단되어 조사가 불가능7)한 조직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모집단이 300명 미만8)인 조직 역시 조사대상에서 제

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부 단위 16개, 청 단위 9개, 처 단위 3개, 1개 

6) 청와대. 정부 조직도. <https://www1.president.go.kr/about/government-organization> 
7) 국방부, 외교부, 경찰청, 검찰청, 방위사업청, 병무청, 해양경찰청, 감사원,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법제처 등
8)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무총리비서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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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등 총 29개의 조직에 소속된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

다. 응답자는 무작위로 선정하되, 층별 모집단 수를 고려하여 직급별(3-5

급, 6-9급)로 제곱근 비례배분을 하여 표본을 할당하는 방법을 활용하였

다. 자료 수집 시 부처 내 부서 추출 방법은 계통적 추출법을 활용하여 

부처별로 k번째 부서를 선정해 연속성 있는 규칙으로 간격을 두고 부서

를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부서 내 조사대상이 부족한 경우 동일 부처 내 

새로운 부서(인접 부서)를 추가하여 선정하도록 하였다.

본격적인 자료 수집에 앞서 본 연구 분석에 적합한 표본 수를 산정하

였다. 통계 검정력 분석(statistical power analysis)을 통해 특정 수준의 

효과 크기(effect size)를 얻는 데 필요한 표본 크기를 산출하고, 한정된 

예산 안에서 구할 수 있도록 표본 크기를 조정하였다(Faul et al., 2009). 

표본 크기를 산정하기 위해 G*Power 3.1.9.7 프로그램을 활용하였으며, 

사전 검정력 분석(priori powe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분석 

방법론으로는 시나리오에 따라 구분한 집단 간 비교를 예상하여 ANOVA 

F-test를 선택하였으며, 유의 수준 0.05, 효과 크기 0.1, 검정력 0.95를 적

용하였다. 그 결과, 가장 보수적인 효과 크기인 0.10 수준에서 적정한 총 

표본수는 1,302명으로 나타났다(<표 5> 참고). 본 연구에서는 4개의 집단

으로 나뉘므로 개별 집단은 약 326명으로 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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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검정력 분석: G*Power 통계

F tests - ANOVA: 

Fixed effects, special, main effects and interactions
Analysis: A priori: Compute required sample size

Input
Effect size f 0.1
α err prob 0.05
Power (1-β err prob) 0.95
Numerator df 1
Number of groups 4

Output
Noncentrality parameter λ 13.02
Critical F 3.85
Denominator df 1298
Total sample size 1302
Actual power 0.95

연구자가 설계한 시나리오 및 설문 문항의 오류를 점검하고, 연구자가 

의도한 대로 설문 문항을 이해하였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2021년 2월 15

일(월)부터 2월 26일(금)까지 약 2주간 중앙부처 공무원을 30명과 해당 

분야 연구자를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전 조사에서 응답자

가 제기한 의문 사항이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문항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시나리오와 설문 문항을 확정하였다. 이후, 2021년 3월 2

일(화)부터 3월 31일(수)까지 약 4주간에 걸쳐 온라인으로 설문 조사가 

실시되었다.

2. 변수의 측정

    1) 시나리오: 부처 간 경쟁과 부처 내부 개인 성과경쟁

본 연구에서는 각기 다른 상황을 설명한 시나리오 4개 중 하나를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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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 무작위로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시나리오는 선행연구들을 바탕

으로 작성하였다. 부처 간 경쟁을 구체화하기 위해, 조직 간 경쟁과 UPB

의 관계를 설문 실험을 통해 살펴본 Chen, Chen, & Sheldon(2016)의 

<Study 3>을 참고하였다. 이들 연구에서는 경쟁 수준을 조작화하기 위해 

시나리오에서 특정인을 타 업체에 추천하는 상황을 설정하고 업체와의 

관계를 “경쟁 업체의 HR 담당자”와 “협력 업체의 HR 담당자”로 구

분하였다. 그리고 경쟁 업체는 “오랫동안 시장 점유율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한 업체”라는 문구를 추가하였다. 협력 업체인 경우, “해외 시장

을 공동으로 탐색하기 위해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묘사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부처 간 경쟁 수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경쟁이 

높은 상황과 부처 간 협력 상황 2가지로 구분하여 반영하였다. 

본 연구 설계에서 부처 간 경쟁은 선행연구(제2장)를 바탕으로 ‘여러 

부처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으며, 사업의 관할권 확보와 주도권 선점을 위

해 경쟁’하는 상황으로 묘사하였으며, 상대 부처를 ‘경쟁 부처’로 표

현하였다. 부처 간 협력의 경우, ‘다른 부처들이 사업을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한 상황을 설정하였으며, 협력 부처라 표현하였다.

부처 내부 개인 간 성과경쟁 상황 역시 부처 간 경쟁 상황과 유사하게 

구성원들 사이의 경쟁과 협력 상황 2가지로 구분하였다. 개인 성과경쟁

이 높은 상황은 가시적 성과에 대한 압박이 높고, 조직 내 성과평가점수

를 잘 받기 위해 구성원들 사이에 견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음을 

설정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성과경쟁이 낮은 상황은 성과에 대한 압박이 

낮고 구성원들 사이에 협력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 서로 격려하고 응원

하는 분위기가 존재하는 상황을 제시하였다.

응답자가 받은 완성된 시나리오는 다음의 <표 6>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설문 조사 과정에서 응답자가 온전히 시나리오 상황에 집중하여 응답할 

수 있도록 설문지의 가장 첫 번째 순서에 우선적으로 배치하도록 하였

다. 일반 설문 조사와 달리 가상적 상황을 제시하는 시나리오를 활용하

였으나, 해당 문항을 뒤쪽에 배치하였을 경우 응답자의 집중력이 떨어져 



- 60 -

상황에 집중하지 못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 61 -

<표 6> 시나리오 설계

부처 간

경쟁

부처 내

개인 경쟁
시나리오

S1 낮음 (L) 낮음 (L)

김철수씨는 중앙 부처 <AA 부> 소속 공무원입
니다. 
<AA 부>는 가시적 성과에 대한 압박이 낮은 편
입니다. 그리고 구성원들은 서로 경쟁하기보다
는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동료와 
함께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김철수씨는 <우선순위 사업 1>을 총괄하
는 책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업 1>은 다른 부처의 지원과 협조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관계 부처들 역시 <AA 부>가 <사
업 1>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
로 협력하여 도울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김철수씨는 <AA 부>를 대표하여 협력 부처들과
의 사업 관련 회의에 참석하기로 되어있습니다.

S2 낮음 (L) 높음 (H)

김철수씨는 중앙 부처 <AA 부> 소속 공무원입
니다. 
<AA 부>는 가시적 성과에 대한 압박이 높은 편
입니다. 그리고 구성원들 사이에 성과 경쟁이 
심하며, 동료보다 높은 성과평가점수를 받기 위
해 서로 견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김철수씨는 <우선순위 사업 1>을 총괄하
는 책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업 1>은 다른 부처의 지원과 협조가 필요한 
사업 입니다. 관계 부처들 역시 <AA 부>가 <사
업 1>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
로 협력하여 도울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김철수씨는 <AA 부>를 대표하여 협력 부처들과
의 사업 관련 회의에 참석하기로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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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3 높음 (H) 낮음 (L)

김철수씨는 중앙 부처 <AA 부> 소속 공무원입
니다. 
<AA 부>는 가시적 성과에 대한 압박이 낮은 편
입니다. 그리고 구성원들은 서로 경쟁하기보다
는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동료와 
함께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김철수씨는 <AA 부>의 <우선순위 사업 
1>을 총괄하는 책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업 1>는 여러 부처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업입니다. <AA 부>는 <사업 1>의 관할권을 
확보하고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다른 부처들
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씨는 <AA 부>를 대표하여 경쟁 부처들과
의 사업 관련 회의에 참석하기로 되어있습니다.

S4 높음 (H) 높음 (H)

김철수씨는 중앙 부처 <AA 부> 소속 공무원입
니다. 
<AA 부>는 가시적 성과에 대한 압박이 높은 편
입니다. 그리고 구성원들 사이에 성과 경쟁이 
심하며, 동료보다 높은 성과평가점수를 받기 위
해 서로 견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김철수씨는 <AA 부>의 <우선순위 사업 
1>을 총괄하는 책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업 1>는 여러 부처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업입니다. <AA 부>는 <사업 1>의 관할권을 
확보하고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다른 부처들
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씨는 <AA 부>를 대표하여 경쟁 부처들과
의 사업 관련 회의에 참석하기로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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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에서는 부처 간 경쟁과 부처 내부 개인 성과경쟁 등 2개의 요

인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요인은 2개의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

한 정보를 분석에 활용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효과코딩(effect 

coding 또는 contrast coding)을 실시하였다. 효과코딩은 더미코딩(dummy 

coding)과 유사하지만 두 개의 수준으로 구성된 변수를 –1과 1로 코딩하

는 것이다. 특히, 2×2 요인설계에서 효과코딩을 활용할 경우, 개별 요인

의 벡터 사이에 직교성(orthogonality)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이에 개별 요

인의 주 효과(main effect)를 독립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Kugler, Dziak, & Trail, 2018; Ravenscroft & Buckless, 2017: 361-364).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를 포함한 모형은 <식 1>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부처 간 경쟁 수준이 낮은 시나리오(협력)를 할당받은 

경우 -1, 부처 간 경쟁 수준이 높은 시나리오를 할당받은 경우 1로 코딩

하였다. 부처 내 개인 경쟁 역시 경쟁이 낮은 시나리오를 받았으면 -1, 

경쟁이 높은 시나리오를 받았으면 1로 코딩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아래 

<표 7> 참고).

    부처간경쟁   부처내개인경쟁  부처간경쟁×부처내개인경쟁 
<식 1> 주효과 및 상호작용효과

<표 7> 효과코딩

요인 전체 평균

(population mean)부처 간 경쟁 부처 내 개인 경쟁

S1 -1 -1    
S2 -1  1    
S3  1 -1    
S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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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비윤리적 친조직 행태

비윤리적 친조직행태는 조직의 이익을 위해 행하는 비윤리적 행태로 

정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쟁 또는 협력 부처와의 회의상황을 제

시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보일 수 있는 비윤리적 친조직 행태로 수정한 

4개의 UPB 문항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Umphress, Mitchell, & Bingham(2010) 연구에서 제시한 총 6개의 문항

은 <표 8>과 같다. 그러나 해당 문항들은 정부조직에서는 바로 적용하기

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예를 들면, 5번 문항과 같이 초과 부과된 비용을 

돌려주지 않는 행동은 공무원 또는 정부조직에서는 나타나기 힘들 뿐만 

아니라 법적인 문제로 번지거나 조직의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음이 

자명한 상황이다. 그리고 문항 1과 같이 시민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

하는 공무원이나 조직은 처벌받을 수 있다. 

앞서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았듯, 관료제 조직에서 정보 왜곡은 흔히 나

타난다. 그리고 공무원 개인이 지닌 정보가 곧 자원이 되어 다른 부처와

의 관계에서도 전략적으로 활용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UPB 문항 

중 정보공유와 관련되어 나타날 수 있는 행태로 재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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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비윤리적 친조직 행태 측정 문항

UPB 설문 문항 (Umphress, Mitchell, & Bingham, 2010)

1

조직에 도움이 된다면, 나는 소속 조직이 좋게 보이도록 사실을 왜

곡할 것이다 

(If it would help my organization, I would misrepresent the truth to 

make my organization look good)

2

조직에 도움이 된다면, 나는 회사의 고객과 클라이언트들에게 제품

이나 서비스에 대해 과장할 것이다

(If it would help my organization, I would exaggerate the truth 

about my complany’s products or services to customers and 

clients)

3

조직에 이익이 된다면, 나는 회사나 제품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를 

고객이나 클라이언트에게 알리지 않을 것이다

(If it would benefit my organization, I would withhold negative 

information about my company or its products from customers and 

clients)

4

조직이 나에게 바란다면, 나는 무능력한 직원이 다른 조직으로 옮겨

가도록 좋은 추천서를 써 줄 것이다

(If my organization needed me to, I would give a good 

recommendation about my company on behalf of an incompetent 

employee in the hope that the person will become another 

organization’s problem instead of my own)

5

조직이 나에게 바란다면, 실수로 고객이나 클라이언트에게 과부과된 

비용을 환불해 주는 것을 미룰 것이다

(If my organization needed me to, I would withhold issuing a 

refund to a customer or client accidentally overcharged)

6

필요하다면, 나는 소속 조직을 해할 수 있는 정보를 대중에 공개하

지 않을 것이다

(If needed, I would conceal information from the public that could 

be demaging to my organization)

UPB 문항은 모두 ①‘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⑦ ‘매우 그렇다’로 

7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문항은 <표 9>와 같다.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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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적으로 UPB 개별 문항에 나타난 행태의 잠재적 심각성 수준을 비교하

지는 않았으나, 차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과장하는 행

위는 왜곡 행위와는 심각성의 수준이 다르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 실시

할 분석에서는 개별 문항을 활용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표 9> 비윤리적 친조직 행태

귀하가 김철수씨라면, 부처간 회의에서 소속 조직인 <AA 부>를 위해 다음과 같은 행동
을 하시겠습니까?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편
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1. 조직에 이익이 된다면, 나는 <AA 부>가 좋게 
보이도록 정보를 왜곡해서 말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2. 조직에 이익이 된다면, 나는 <AA 부>의 역량
에 대해 과장해서 말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3. 조직에 이익이 된다면, 나는 <AA 부>에 불리
한 정보는 회의에서 공개하지 않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4 <AA 부>가 원한다면, 나는 회의에서 실수로 
잘못 전달한 정보를 관계 부처에 알리지 않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경쟁심: 대인 경쟁심과 개인발전 경쟁심

본 연구에서 경쟁심은 대인 경쟁심과 개인발전 경쟁심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대인 경쟁심은 타인과의 비교에서 타인을 뛰어넘고자 하는 

욕구로 정의될 수 있다. 반면, 개인발전 경쟁심은 타인의 희생을 전제로 

하지 않고 자신의 발전을 위해 경쟁하는 즐거움에 초점을 맞추는 태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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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활용한 측정 문항은 경쟁심 연구를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경쟁심을 유형화하고, 유형별로 타당성을 확보한 문항들을 제시한 

Newby & Klein (2014)의 연구를 참고하여 선정하였다. 아래의 <표 10>에

서와 같이 대인 경쟁심과 개인발전 경쟁심은 각각 5문항으로 구성하였

다. 두 유형의 경쟁심을 분리하여 측정하기는 하였으나, 경쟁심이라는 

큰 범주 안에 속하는 개념으로 완전히 분리가 어려운 문항들이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분석에 앞서 설문 문항들이 두 개의 유형으로 개념화될 

수 있는가를 요인분석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표 10> 경쟁심 설문 문항

경쟁심 설문문항

대인

경쟁심

IPC-1 나는 경쟁심이 강한 사람이다

IPC-2 나는 남보다 뛰어난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IPC-3
나는 어떤 상황이든 남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증명하

고 싶다 

IPC-4
타인과의 경쟁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을 선호

한다

IPC-5 다른 사람과의 경쟁은 되도록 피하고 싶다

개인

발전

경쟁심

PDC-1 나는 경쟁을 통해 나의 능력(역량)을 향상시킨다

PDC-2
나는 스스로에게 무엇인가를 증명하기 위해 경쟁을 

활용한다

PDC-3
경쟁은 내가 최선을 다하도록 동기를 부여하지 않는

다 (R, 역코딩)

PDC-4
경쟁을 통해 나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을 이해할 수 

있으며, 인간적으로 가까워질 수 있다

PDC-5
경쟁은 나의 잠재성과 능력을 최대한 이끌어 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 음영으로 표시된 문항만 분석에 활용됨.

대인 경쟁심과 개인발전 경쟁심 두 유형의 측정 문항의 신뢰도와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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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EFA)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는 각각 <표 11>에서 제시하였

다.

<표 11> 탐색적 요인분석(EFA) 결과

경쟁심 항목 요인적재치
Cronbach’s 

alpha

대인

경쟁심

IPC-1 0.688

0.850IPC-2 0.745

IPC-3 0.763

개인

발전

경쟁심

PDC-1 0.734

0.811PDC-3 0.581

PDC-5 0.752

탐색적 요인분석(EFA)에서는 요인 적재량이 0.5 이상이면 타당도가 있

다고 본다(Fabrigar et al., 1999). 본 연구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문항들은 

모두 0.5 이상을 확보하고 있다. 크론바흐 알파는 0.7 이상이면 개념의 

신뢰도가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대인 경쟁심, 개인발전 경쟁심 모

두 0.8 이상으로 나타나 개념 신뢰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요인분석 결과를 참고하여, 최종적으로 분석에 활용한 문항은 <표 10>

에서 음영으로 표시된 문항이다. 개인발전 경쟁심의 경우, 숫자가 커질

수록 경쟁심이 높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도록 역코딩을 하여 분석에 활

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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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는 UPB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령, 성별, 직급, 재직년

수, 교육수준, 소속 부처 등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통제에 포함하였다.

이론적 논의에 의하면, 조직 동일시와 UPB 사이는 밀접한 관련이 있

다. 비록 본 연구는 시나리오에 집중하도록 설계된 설문 문항에 답하도

록 하였으나, 응답자 개인의 조직 동일시가 시나리오 상황 몰입에 영향

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직 동일시 역

시 따로 측정하였다. 조직 동일시는 자신을 조직과 하나로 인식하고, 조

직의 성공과 실패를 자신의 성공과 실패로 인식하는 정도라 정의할 수 

있다(Campbell, 2015). 조직 동일시는 Mael & Ashforth(1992)의 연구를 

참고하여 총 6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표 12> 조직 동일시 측정 문항

문항
Cronbach’s

alpha

1
누군가 내가 속한 부처를 비난하면, 나에 대한 비난처

럼 느껴진다

0.884

2
내가 속한 부처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

는지에 관심이 많다

3
남들에게 내가 속한 부처에 대해 이야기할 때 호칭을 

“우리”라고 지칭한다

4
내가 속한 부처가 잘되는 것이 곧 내가 잘되는 것이

라고 생각한다

5
누군가 내가 속한 부처를 칭찬하면, 나에 대한 칭찬처

럼 느껴진다

6
소속 부처에 대한 매스컴 등의 비난에 거부감을 느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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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응답자 본인이 소속 부처의 조직 간 경쟁 정도 인식 역

시 통제하고자 하였다. 부처 간 경쟁이 존재하는 원인과 그 정도는 조석

준·임도빈(2019), 박천오(2005) 등을 비롯한 다른 연구들을 참고하여 연

구자가 구성하였다. 총 5개의 문항으로, 7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크론바

흐 알파 계수가 0.91로 높게 나타나 신뢰도가 있다고 판단된다.

<표 13> 부처 간 경쟁 인식 측정 문항

문항
Cronbach’s

alpha

1
우리 부처는 사업 관할권 확보를 위해 다른 부처와 

경쟁한다

0.907

2 우리 부처는 예산확보를 위해 다른 부처와 경쟁한다

3
우리 부처는 법적/공식적 권한을 넓히고자 다른 부처

와 경쟁한다

4 우리 부처는 인력확보를 위해 다른 부처와 경쟁한다

5
우리 부처는 대통령의 관심과 지지를 얻기위해 다른 

부처와 경쟁한다

이 외에도 윤리나 부패와 같이 민감한 주제의 설문 응답 과정에서 사

회적 소망성(social desirability)이 나타날 우려가 있음을 고려하여야 한

다. 이에 연구자들은 사회적 소망성 편향을 측정한 설문 문항을 추가로 

포함하여 통제한다(Jung, 2020). 본 연구에서도 사회적 소망성 편향을 최

소화하기 위해 Steenkamp, De Jong, & Baumgartner(2010)에서 제시하는 

설문 문항의 일부를 포함하여 통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 포함된 사

회적 소망성 편향 설문문항은 총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른 변수

와 동일하게 7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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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사회적 소망성 편향 측정 문항

문항
Cronbach’s

alpha

1 나는 필요한 상황에서는 가끔 거짓말을 한다

0.75

2 나는 다른 사람들의 일에 대해 소문을 내지 않는다

3 나는 나의 실수를 감추지 않는다

4 나는 적발 가능성이 없더라도, 항상 법을 지킨다

5 나는 내 것이 아닌 것은 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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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분석 및 결과 논의

제 1 절 기술통계 분석

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설문 조사를 통해 수집된 응답은 총 1,327건이다. 자료수집 시 문항에 

응답하지 않을 경우, 다음 문항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중도에 포기한 경우 자료에서 자동으로 저장되지 않게 되어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327명의 자료를 분석에 모두 활용하였다.

전체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15>와 같

다. 우선, 연령을 살펴보면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약 40.6세로 나타나고 

있으며, 20세부터 59세까지 분포되어 있다. 성별의 경우, 남성이 797명으

로 전체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은 530명으로 40% 였다. 응

답자의 평균 재직년수는 약 12.6년이었다. 직급별 분포를 살펴보면, 5급

이 434명으로 약 32.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6급 421명(약 31.7%), 

7급 254명(약 19.1%) 순으로 많았다. 나머지 직급들에서 응답자수는 모두 

두 자릿수로 나타났다.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약 69.9%로 가장 높게 나

타나고 있으며, 고등학교 졸업이 약 3.1%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인구통계학적 특성 외에도 본 연구에서 통제변수로 포함하고자 하였던 

변수들을 살펴보았다. 사회적 소망성 편향의 경우 평균이 4.82점이었으

며, 조직 동일시는 평균 4.73점, 조직 간 경쟁 인식은 평균 4.07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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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특성

(N=1,327)
빈도 (명) 평균

표준편차

(s.d.)
min. max.

나이 40.58 8.30 20 59

성별

남(0) 
797명

(60.1%)
0.40 0.49 0 1

여(1)
530명

(39.9%)

재직년수 12.56 8.72 1 40

직급

3급
12명

(0.90%)

5.90 1.18 1 7

4급
94명

(7.08%)

5급
434명

(32.71%)

6급
421명

(31.73%)

7급
254명

(19.14%)

8급
62명

(4.67%)

9급
50명

(3.77%)

학력

고졸(1)
41명

(3.09%)

2.29 0.61 1 4

대졸(2)
928명

(69.93%)

석사(3)
288명

(21.70%)

박사(4)
70명

(5.28%)

사회적 소망성 4.82 0.63 1 7

조직 동일시 4.73 0.98 1 7

조직 간 경쟁 4.07 1.08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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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나리오별 응답자 특성

본 연구에서는 어떠한 시나리오를 받았는가에 따라 총 4개의 그룹으로 

나뉜다. 각 그룹은 331명에서 333명의 응답자 수를 확보하였다. 이는 검

정력 분석에서 제시한 326명과 차이가 존재하지 않아 적정한 표본 수를 

확보하였다고 할 수 있다.

<표 16> 개별 시나리오 표본 수

시나리오 상황 표본 수

S1: 부처 간 경쟁 낮음

   & 부처 내부 성과경쟁 낮음
333명

S2: 부처 간 경쟁 낮음

   & 부처 내부 성과경쟁 높음
331명

S3: 부처 간 경쟁 높음

   & 부처 내부 성과경쟁 낮음
332명

S4: 부처 간 경쟁 높음

   & 부처 내부 성과경쟁 높음
331명

합     계 1,327명

각각의 시나리오가 무작위로 배포되었는가를 확인(verification of 

randomization)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각기 다른 시나리오의 응답자 특

성을 비교하였다(Dalton, Nhung, & Ruschenpohler, 2020). 집단별 비교를 

위해 ANOVA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연구 분석에 포함된 모든 특성에서 

그룹별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나리오가 특정 

집단에 편향되어 배분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표 17> 참고). 

설문 조사 과정에서 부처와 직급(3-5급, 6-9급)을 계층화 표본 추출에 

활용하였다. 이에 소속 부처의 분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표 18>을 

통해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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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개별 시나리오 응답자 특성 비교

S1 (n=333) S2 (n=331) S3 (n=332) S4 (n=331) ANOVA

F-test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나이 41.19 8.38 40.21 8.59 40.70 8.26 40.21 7.96 1.05 (p>.1)

성별[0-1] 0.35 0.48 0.43 0.50 0.39 0.49 0.42 0.49 1.88 (p>.1)

재직년수 13.2 8.79 12.40 8.49 12.36 8.88 12.26 8.74 0.82 (p>.1)

직급[3-9] 5.77 1.12 5.95 1.19 5.97 1.22 5.92 1.19 2.17 (p>.1)

학력[1-4] 2.27 0.62 2.31 0.66 2.29 0.57 2.31 0.60 0.25 (p>.1)

사회적 

소망성[1-7]
4.83 0.64 4.89 .63 4.80 0.64 4.78 0.61 2.06 (p>.1)

조직동일시

[1-7]
4.72 1.00 4.72 0.99 4.73 1.03 4.74 0.91 0.05 (p>.1)

부처 간
경쟁 인식

[1-7]

4.06 1.10 4.03 1.11 4.10 1.11 4.10 1.01 0.27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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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시나리오별 응답자 소속 부처 분포

소속 조직
시나리오

합계
S1 S2 S3 S4

1. 고용노동부 18 12 8 14 52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3 12 19 4 48

3. 교육부 11 13 13 18 55
4. 국토교통부 7 11 12 10 40
5. 기획재정부 8 9 13 11 41

6. 농림축산식품부 16 9 10 11 46
7. 문화체육관광부 13 9 10 19 51

8. 법무부 11 11 14 10 46
9. 보건복지부 13 11 15 8 47

10. 산업통상자원부 12 12 8 13 45
11. 여성가족부 15 9 14 8 46

12. 중소벤처기업부 11 16 14 8 49
13. 통일부 11 9 13 9 42

14. 해양수산부 11 14 11 10 46
15. 행정안전부 13 13 9 13 48
16. 환경부 11 11 12 13 47
17. 관세청 9 12 8 13 42
18. 국세청 8 10 12 14 44
19. 기상청 10 11 13 12 46

20. 농촌진흥청 13 11 14 17 47
21. 문화재청 11 17 12 12 52
22. 산림청 13 11 14 12 50
23. 조달청 10 12 11 4 37
24. 통계청 11 13 5 14 43
25. 특허청 12 12 11 7 42

26. 공정거래위원회 12 11 4 15 42
27. 국가보훈처 8 12 13 14 47

28. 식품의약품안전처 18 8 10 9 45
29. 인사혁신처 10 12 10 9 41

합계 333 331 332 33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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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처별 평균 비교

    1) 부처 간 경쟁 인식

본 연구에서는 부처 간 경쟁 인식을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특히, 선

행연구에서 부처 간 경쟁에 관한 실증 연구가 부족하며, 부처별 인식차

이가 존재하는가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가 없다. 부처 간 경쟁 수준에 대

한 인식 차이 존재 여부는 본 연구의 시나리오 타당성도 뒷받침해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부

처 간 인식 차이가 있는가를 평균차이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표 19>에서는 5개의 경쟁 유형과 전체 문항 평균의 차이를 제시하고 

있다. 사업 관할권 확보 경쟁, 예산확보 경쟁, 법직/공식적 권한 확장 경

쟁, 인력확보 경쟁, 대통령 관심과 지지를 얻기 위한 경쟁을 각각을 부

처별로 살펴보았다. 5개 문항 중 인력확보 경쟁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부

처별로 유의미한 인식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우선, 사업 관할권 확보 경쟁의 경우, 전체평균은 3.98이었다. 사업 관

할권 확보 경쟁을 위해 타 부처와의 경쟁이 심하다고 인식한 상위 5개 

부처는 산림청(4.68), 중소벤처기업부(4.63), 환경부(4.49), 산업통상자원부

(4.47), 여성부(4.37) 순이었다. 반대로 경쟁이 낮다고 인식하고 있는 부처

는 통계청(3.14), 기상청(3.24), 법무부(3.48), 기획재정부(3.49) 등으로 나타

난다. 

예산 확보 경쟁에 대한 인식 전체평균은 4.14이다. 예산 확보 경쟁이 

심하다고 인식하는 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4.76), 산업통상자원부(4.67), 

농총진흥청(4.57) 순이었다. 이에 반해, 상대적으로 경쟁이 낮다고 인식한 

부처는 기획재정부(3.05), 공정거래위원회(3.36), 통일부(3.69) 등으로 나타

났다.

 법적/공식적 권한 확장을 위한 경쟁의 전체평균은 4.14이다. 산림청

(4.86), 중소벤처기업부(4.78), 행정안전부(4.56) 등의 순으로 경쟁이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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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고 인식하였으며, 통계청(3.58), 기상청(3.65), 통일부(3.76) 등은 타 부

처와의 법적/공식적 권한 경쟁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인력확보 경쟁의 경우, 부처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

다. 산림청이 7점 중 4.62점으로 인력확보 경쟁이 가장 심한 것으로 나

타났으며, 가장 낮은 부처는 통일부 3.52점이었다.

대통령의 관심과 지지를 받기 위해 타부처와 경쟁이 심하다고 인식한 

부처는 산림청(4.68), 중소벤처기업부(4.45), 행정안전부(4.44), 환경부(4.36) 

등이었다. 반대로 경쟁이 낮은 부처는 통계청(3.21), 문화관광부(3.33), 문

화재청(3.33) 등으로 나타났다.

부처별 5개 문항의 평균을 비교하였을 때, 산림청(4.68), 중소벤처기업

부(4.58), 행정안전부(4.42), 농림축산식품부(4.41) 순으로 타 부처와의 경

쟁이 전반적으로 심한 것으로 나타난다. 상대적으로 경쟁이 낮은 부처는 

통계청(3.47), 기상청(3.53), 기획재정부(3.65), 통일부(3.69) 등이었다. 이러

한 부처는 타 부처와 비교적 업무가 구분이 명확하며, 통계청, 기상청 

등과 같이 전문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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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부처 간 경쟁 인식 비교

소속 부처 관할권
경쟁

예산
확보

법적/
공식적
권한

인력
확보

대통령
관심과
지지

평균

1. 고용노동부 4.038 4.269 4.058 4.192 4.038 4.119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979 4.104 4.292 4.063 4.146 4.117
3. 교육부 3.982 4.309 3.982 4.255 4.000 4.105
4. 국토교통부 4.275 4.125 4.425 4.350 4.350 4.305
5. 기획재정부 3.488 3.049 4.024 3.829 3.854 3.649
6. 농림축산식품부 4.304 4.565 4.543 4.348 4.283 4.409
7. 문화체육관광부 4.020 4.137 4.020 4.137 3.980 4.059
8. 법무부 3.478 4.196 3.935 3.978 3.674 3.852
9. 보건복지부 3.809 4.128 3.809 4.043 3.957 3.949
10. 산업통상자원부 4.467 4.667 4.267 4.289 4.267 4.391
11. 여성가족부 4.370 4.478 4.370 4.022 4.304 4.309
12. 중소벤처기업부 4.633 4.755 4.776 4.265 4.449 4.576
13. 통일부 3.810 3.690 3.762 3.524 3.667 3.690
14. 해양수산부 4.283 4.217 4.391 4.174 4.109 4.235
15. 행정안전부 4.313 4.479 4.563 4.292 4.438 4.417
16. 환경부 4.489 4.106 4.468 4.106 4.362 4.306
17. 관세청 3.643 3.857 3.810 4.048 3.738 3.819
18. 국세청 3.727 4.136 3.886 4.045 4.068 3.973
19. 기상청 3.239 3.696 3.652 3.696 3.370 3.530
20. 농촌진흥청 4.277 4.574 4.277 4.277 4.064 4.294
21. 문화재청 4.038 3.981 4.058 3.750 3.327 3.831
22. 산림청 4.680 4.560 4.860 4.620 4.680 4.680
23. 조달청 3.838 4.027 4.000 4.351 3.838 4.011
24. 통계청 3.140 3.814 3.581 3.581 3.209 3.465
25. 특허청 3.524 3.786 3.857 4.190 3.643 3.800
26. 공정거래위원회 3.524 3.357 4.190 3.952 4.095 3.824
27. 국가보훈처 3.574 4.064 3.872 4.149 3.915 3.915
28. 식품의약품안전처 4.178 4.356 4.156 4.267 3.978 4.187
29. 인사혁신처 3.805 4.024 4.049 4.122 4.146 4.029

평균 3.976 4.136 4.142 4.104 4.003 4.072

부처별 평균 차이
(ANOVA F-test)

5.02***

(p<0.01)
4.23***

(p<0.01)
3.33***

(p<0.01) n.s. 3.51***

(p<0.01)
3.79***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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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무원의 경쟁심

공무원의 경쟁심은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이다. 경쟁심에 따라 타 부처

와의 경쟁 및 개인 수준의 성과경쟁이라는 상황에 따라 다른 행태를 보

일 수 있다. 흥미로운 발견은 부처별로 대인 경쟁심의 차이가 유의미하

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표 20>에서는 경쟁에서 남보다 뛰어난 성과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한 응답자가 모여있는 부처는 산림청(4.14), 

기상청(4.09), 인사혁신처(4.0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대인 경

쟁심 평균이 낮은 부처는 고용노동부(3.31), 환경부(3.48), 통일부(3.52) 순

이었다. 

산림청의 경우, 부처 간 경쟁이 가장 심하다고 인식한 조직이었으며 

대인 경쟁심도 가장 높았다. 통일부의 경우, 반대로 부처 간 경쟁도 가

장 낮은 그룹에 속하며, 대인 경쟁심 평균도 낮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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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경쟁심 부처별 비교

소속 부처 대인 경쟁심 개인발전 경쟁심

1. 고용노동부 3.31 3.77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59 4.06

3. 교육부 3.69 3.93

4. 국토교통부 3.84 4.07

5. 기획재정부 3.79 4.00

6. 농림축산식품부 4.00 4.22

7. 문화체육관광부 3.90 3.93

8. 법무부 3.86 4.15

9. 보건복지부 3.63 3.84

10. 산업통상자원부 3.89 4.30

11. 여성가족부 3.93 4.12

12. 중소벤처기업부 3.67 4.10

13. 통일부 3.52 3.90

14. 해양수산부 3.88 3.99

15. 행정안전부 3.75 3.84

16. 환경부 3.48 3.80

17. 관세청 3.90 4.42

18. 국세청 3.92 4.11

19. 기상청 4.09 4.28

20. 농촌진흥청 4.01 4.35

21. 문화재청 3.64 3.79

22. 산림청 4.14 4.25

23. 조달청 3.66 4.10

24. 통계청 4.01 4.16

25. 특허청 3.80 3.68

26. 공정거래위원회 3.71 4.45

27. 국가보훈처 3.82 4.12

28. 식품의약품안전처 4.05 3.99

29. 인사혁신처 4.08 4.06

전체 평균 3.81 4.06

부처별 평균 차이
(ANOVA F-test)

1.61**

(p<0.05) 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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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조직 동일시 부처별 비교

조직 동일시는 UPB 이론의 중요한 요인이다. 비록 본 연구의 시나리

오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통제변수로 분석에 포함하였다. 따라서 

조직 동일시가 부처별로 차이가 존재하는가를 살펴보았다.

조직 동일시 전체평균은 4.72로 나타나, 응답자들은 전반적으로 조직 

동일시가 높다고 평가하였다. 부처별 조직 동일시가 통계적으로도 유의

미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21>를 살펴보면, 조직 동일

시가 가장 높은 조직은 산림청(5.18)이었으며, 다음으로 농촌진흥청(5.16), 

기상청(5.05), 식품의약품안전처(4.98)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조직 

동일시가 낮은 부처는 행정안전부(4.36), 기획재정부(4.39), 국세청(4.45)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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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조직 동일시 부처별 비교

소속 부처 평균 S.D.

1. 고용노동부 4.635 0.879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587 0.917

3. 교육부 4.721 0.964

4. 국토교통부 4.600 0.817

5. 기획재정부 4.394 0.905

6. 농림축산식품부 4.884 0.775

7. 문화체육관광부 4.549 1.082

8. 법무부 4.728 1.078

9. 보건복지부 4.798 0.867

10. 산업통상자원부 4.548 0.940

11. 여성가족부 4.772 1.031

12. 중소벤처기업부 4.578 0.975

13. 통일부 4.536 1.141

14. 해양수산부 4.899 1.017

15. 행정안전부 4.361 0.909

16. 환경부 4.507 0.967

17. 관세청 4.861 0.814

18. 국세청 4.451 1.177

19. 기상청 5.047 1.165

20. 농촌진흥청 5.156 1.092

21. 문화재청 4.788 0.825

22. 산림청 5.180 1.110

23. 조달청 4.784 1.096

24. 통계청 4.721 0.898

25. 특허청 4.571 0.976

26. 공정거래위원회 4.873 0.978

27. 국가보훈처 4.837 0.889

28. 식품의약품안전처 4.978 0.857

29. 인사혁신처 4.679 0.721

전체 평균 4.727 0.980

부처별 평균 차이
(ANOVA F-test) 2.18***(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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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비윤리적 친조직 행태

UPB의 경우, 어떠한 시나리오를 받았는가와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평

균이 낮게 나타난다. 이는 윤리적인 이슈가 포함된 설문에서 흔히 나타

나는 현상이다. 그리고 부처별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우선, 정보 왜곡 형태의 UPB 평균은 2.62로 가장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보 왜곡 행태가 높은 부처는 인사혁신처(2.95), 식품의약품안전처

(2.93), 기획재정부(2.90) 등이었고, 낮은 부처는 특허청(2.21), 기상청

(2.26), 문화재청(2.35) 순이었다.

소속 조직 역량 과장 행태는 식품의약품안전처(4.11), 국토교통부(3.75), 

산림청(3.74) 등이 높았으며, 특허청(2.88), 환경청(3.04), 농촌진흥청(3.13)

은 낮게 나타났다.

불리한 정보 비공개 행태 전체평균은 3.99로 다른 유형의 행태의 평균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정보 비공개 행태 의도가 높은 부처는 식품

의약품안전처(4.47), 문화체육관광부(4.39), 산업통상부(4.27) 등이었다. 반

대로 낮은 부처는 고용노동부(3.60), 농촌진흥청(3.68), 국세청(3.73) 등으

로 나타난다.

잘못된 정보 고지 행태는 정보 왜곡 행태와 같이 비윤리적인 행태를 

넘어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심각성이 존재한다. 이에 전체적인 

평균도 2.95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3.51), 식품의약품안

전처(3.31), 해양수산부(3.30)에서 잘못된 정보 고지 행태 의도가 높게 나

타났으며, 문화재청(2.62), 기상청(2.63), 국세청(2.64) 등이 낮은 점수를 보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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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부처별 UPB 비교

소속 부처 정보왜곡 역량과장
불리한 
정보 
비공개

잘못된 
정보 고지

1. 고용노동부 2.42 3.33 3.60 2.67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88 3.33 3.73 2.73

3. 교육부 2.42 3.44 4.05 2.73

4. 국토교통부 2.60 3.75 4.03 3.00

5. 기획재정부 2.90 3.54 3.83 3.02

6. 농림축산식품부 2.63 3.46 4.02 2.93

7. 문화체육관광부 2.75 3.59 4.39 3.51

8. 법무부 2.59 3.43 3.91 2.96

9. 보건복지부 2.83 3.47 4.13 3.02

10. 산업통상자원부 2.76 3.36 4.27 2.84

11. 여성가족부 2.61 3.54 3.85 3.04

12. 중소벤처기업부 2.71 3.61 4.14 3.00

13. 통일부 2.69 3.45 3.88 3.29

14. 해양수산부 2.43 3.70 4.17 3.30

15. 행정안전부 2.79 3.46 4.06 3.29

16. 환경부 2.40 3.04 4.02 2.64

17. 관세청 2.52 3.52 4.00 2.90

18. 국세청 2.64 3.50 3.73 2.64

19. 기상청 2.26 3.15 3.78 2.63

20. 농촌진흥청 2.47 3.13 3.68 2.87

21. 문화재청 2.35 3.21 3.88 2.62

22. 산림청 2.80 3.74 4.22 2.96

23. 조달청 2.78 3.43 3.92 3.11

24. 통계청 2.49 3.65 4.23 3.05

25. 특허청 2.21 2.88 3.88 2.71

26. 공정거래위원회 2.52 3.69 3.88 2.74

27. 국가보훈처 2.68 3.34 4.00 3.06

28. 식품의약품안전처 2.93 4.11 4.47 3.31

29. 인사혁신처 2.95 3.32 3.95 3.00

전체 평균 2.62 3.45 3.99 2.95

부처별 평균 차이
(ANOVA F-test) n.s. n.s. n.s. 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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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의 경우, 앞서 살펴보았듯 부처 간 경쟁, 대인 경쟁심에 이어 

조직 동일시까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UPB 중 불리한 정보 비공

개 행태 의도가 29개 부처 중 5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소속 역량 과장 

행태는 29개 부처 중 3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 경우, 부처 간 경쟁이 높은편은 아니지만, 대인경쟁심, 조직 동일시가 

높으며, UPB 행태 모두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반대로 환경부는 대인 경쟁심과 조직 동일시 수준이 낮은 그룹에 속하

며, UPB 행태 의도 모두 낮게 나타나는 것을 <표 23>에서 확인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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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부처별 특징 비교

부처 간
경쟁

대인
경쟁심

조직
동일시

상위 
5개
부처

산림청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산림청
기상청

인사혁신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촌진흥청

기상청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

하위 
5개
부처

특허청
통일부

기획재정부
기상청
통계청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국세청
환경부
통일부

UPB

정보
왜곡 조직 역량 과장 불리한 정보 

비공개
잘못된 정보 

고지

상위 
5개
부처

인사혁신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산림청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산림청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산림청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통계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통일부

하위 
5개
부처

특허청
기상청
문화재청
환경부
교육부

문화재청
기상청

농촌진흥청
환경부
특허청

기상청
과학기술정보통

신부
국세청

농촌진흥청
고용노동부

문화재청
기상청
국세청
환경부

고용노동부

제 2 절 가설 검증

1. 평균 비교 분석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자료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의 핵심 

변수인 UPB의 기초 통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시나리오 그룹별로 비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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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B는 <표 24>를 통해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소속 조직의 역량을 과

장하는 행태와 소속 조직에 불리한 정보 비공개 행태는 시나리오 그룹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소속 조직 

역량을 과장하는 행태는 부처 간 경쟁과 부처 내 경쟁이 모두 높은 시나

리오(S4)를 받은 응답자의 평균이 3.71로 가장 높았다. 이에 반해, 부처 

간 협력이 존재하나 부처 내부에는 성과경쟁이 높은 시나리오(S2)를 받

은 응답자의 평균이 4개 그룹 중 가장 낮았다. 

소속 조직에 불리한 정보 비공개 행태는 부처 간 경쟁은 높으나 부처 

내부 성과경쟁은 낮은 시나리오 그룹(S3)의 평균이 4.18로 가장 높았고, 

부처 간 경쟁 낮고 부처 내부 성과경쟁이 높은 S2 그룹에서 3.78로 가장 

낮은 평균을 보였다.

그러나 조직을 위해 정보를 왜곡하는 행태나 잘못된 정보를 고지하지 

않는 행태에서는 시나리오 그룹별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다. 특히, 이들 두 행태는 평균이 2.x점 대로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

러한 결과는 앞서에도 이미 밝혔든 문항들 사이에 비윤리적 행태의 잠재

적 심각성 수준이 다를 수 있으며, 이 두 문항의 경우 심각성 수준이 높

아 응답 평균 점수도 낮은 것으로 짐작된다. 예를 들면, 시나리오에서 

설정한 회의상황에서 왜곡된 또는 잘못된 정보의 경우 문서화 되었을 가

능성이 높아 발각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반해, 조직의 역량을 부풀려 

말하는 것은 자신이 생각하는 조직의 역량이 이러한 수준이라는 식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앞선 두 행태보다 심각성이 경미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불리한 정보를 요청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굳이 미리 

알릴 필요가 없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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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평균 비교분석

시나리오

1) 조직을 

위해

정보 왜곡

2) 소속 

조직 역량 

과장

3) 소속 

조직에 

불리한 

정보 

비공개

4) 잘못된 

정보 고지 

안 함

전체

UPB

평균

S1: 부처 간 경쟁 낮음 & 

부처 내부 성과경쟁 낮음 
2.55

(SD=1.35)
3.38

(SD=1.53)

3.87

(SD=1.50)
2.97

(SD=1.53)
3.19
(1.20)

S2: 부처 간 경쟁 낮음 & 

부처 내부 성과경쟁 높음
2.57

(SD=1.30)
3.33

(SD=1.54)

3.78

(SD=1.51)
2.82

(SD=1.48)
3.13
(1.18)

S3: 부처 간 경쟁 높음 & 

부처 내부 성과경쟁 낮음
2.62

(SD=1.30)
3.39

(SD=1.48)

4.18

(SD=1.46)
2.97

(SD=1.54)
3.29
(1.10)

S4: 부처 간 경쟁 높음 & 

부처 내부 성과경쟁 높음
2.73

(SD=1.34)
3.71

(SD=1.55)

4.14

(SD=1.56)
3.04

(SD=1.49)
3.40
(1.18)

ANOVA F=1.19 F=4.20*** F=5.73*** F=1.29 F=3.60**

<그림 3> 시나리오별 평균 비교: 조직역량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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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시나리오별 평균 비교: 조직에 불리한 정보 비공개

UPB 행태 중 시나리오 그룹별로 차이가 존재했던 2개의 설문 문항의 

분포를 다음의 그래프를 통해 확인하였다. 두 문항 모두 완만한 정규분

포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림 5> 소속 조직 역량 과장 

문항 분포

<그림 6> 소속 조직에 불리한 

정보 비공개 문항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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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부처 간 경쟁 수준과 부처 내 개인 성과경쟁 수준에 따라 

UPB 평균이 차이가 나타나는가를 확인하였다. 결과는 <표 25>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응답자를 부처 간 협력이 존재하는 상황이 주어진 그룹과 

부처 간 경쟁이 존재하는 시나리오가 주어진 그룹으로 분리하여 평균 차

이를 살펴볼 수 있다. 부처 간 경쟁 여부에 따라 조직역량 과장, 조직에 

불리한 정보 비공개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

으로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부처 간 경쟁을 묘사한 시나리오를 받은 응

답자가 그렇지 않은 응답자들에 비해 조직역량 과장과 조직에 불리한 정

보 비공개에 대한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반해 부처 내부 

성과경쟁 여부에 따라 구분한 경우, 두 집단의 UPB는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차이로 나타나지 않았다.

<표 25> 부처 간 경쟁 vs. 부처 내 성과 경쟁

조직역량 과장
조직에 불리한 정보 

비공개

평균 차이분석 평균 차이분석

부처 간 

경쟁

협력 

(Low)
3.36

F=5.33
**

3.82

F=16.55***

경쟁 

(High)
3.55 4.15

부처 내부 

경쟁

협력 

(Low)
3.38

F=2.57

4.02

F=0.55
경쟁 

(High)
3.52 3.96

*** p<0.01, ** p<0.05, * p<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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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순 효과 분석: 처치집단과 비윤리적 친조직 행태

본 연구에서는 4개의 각기 다른 시나리오를 받은 집단으로 나누었다. 

이에 4개의 집단 조작화가 비윤리적 친조직 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

는지, 어떠한 시나리오 집단들이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비교하기 위하여 

OLS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통제변수를 포함한 모형과 그렇지 않은 모

형을 모두 분석하였다. 

분석시 복수의 그룹을 비교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Bonferroni 보정방법(Bonferroni correction)을 사용하였다. 이 방법은 여

러 집단을 비교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집단별 오류율(familywise error 

rate)을 가장 엄격한 기준으로 통제하는 방법이다. 이는 귀무가설이 옳음

에도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되는 오류인 1종 오류를 줄이는 방법이다

(Chen, Feng, & Yi, 2017). 따라서 <표 26>에서 표시된 유의 수준은 

Bonferroni-adjusted p-value이다. 

조직역량 과장 행태의 경우, S3(부처 간 경쟁 높음 & 부처 내 성과경

쟁 낮음)과 S4(부처 간 경쟁 높음 & 부처 내 성과경쟁 높음)의 차이가 

95% 수준(p<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

과는 부처 내부 개인 성과경쟁이 UPB를 증가시켰을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소속 조직에 불리한 정보 비공개 행태의 경우, S1(부처 간 경쟁 낮음 

& 부처 내 성과경쟁 낮음)과 S3(부처 간 경쟁 높음 & 부처 내 성과경쟁 

낮음)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나 유의수준(p<0.1)이 낮다. 이러한 결과는 

부처 간 경쟁이 소속 조직에 불리한 정보를 감추도록 한다고 예상된다. 

그리고 S2(부처 간 경쟁 낮음 & 부처 내 성과경쟁 높음)와 S3(부처 간 

경쟁 높음 & 부처 내 성과경쟁 낮음) 사이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

이(p<0.01)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그 방향성을 예측하기는 

어렵다. 이에 부처 간 경쟁, 부처 내 개인성과 경쟁이 각각 UPB에 미치

는 영향력과 그 방향성은 다음에서 평균처치효과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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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표 26> Pairwise Comparisons of Marginal Linear Predictions with and 

without Covariates

소속조직역량 과장
소속조직에 불리한 

정보 비공개
Without

covariates

With

covariates

Without

covariates

With

covariates

S1 vs. S2
-0.023

(0.145)

-0.019

(0.134)

-0.076

(0.151)

-0.078

(0.141)

S1 vs. S3
0.039

(0.139)

-0.011

(0.135)

0.341**

(0.116)

0.308*

(0.117)

S1 vs. S4
0.352*

(0.129)

0.280

(0.118)

0.284

(0.164)

0.216

(0.155)

S2 vs. S3
0.063

(0.112)

0.008

(0.104)

0.417***

(0.105)

0.386***

(0.099)

S2 vs. S4
0.375*

(0.142)

0.300

(.121)

0.360

(0.157)

0.294

(0.136)

S3 vs. S4
0.312*

 (0.110)

0.292**

(0.099)

-0.057

(0.144)

-0.092

(0.142)

Obs. 1,327 1,327 1,327 1,327

R-squared 0.03 0.11 0.03 0.10

*** p<0.01, ** p<0.05, * p<0.10
- Bonferroni correction 사용
- Cluster-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Std. Err. adjusted for 29 clusters in 소속 부처
- 통제변수 : 나이, 성별, 재직기간, 직급, 학력, 소속부처, 사회적 소망성 편향, 

조직동일시, 부처간 경쟁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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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시나리오별 조직역량 과장 의도 비교

<그림 8> 시나리오별 소속 조직에 불리한 정보 비공개 의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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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균처치효과: 경쟁과 비윤리적 친조직 행태

본 연구의 부처 간 경쟁, 부처 내 개인 성과경쟁, 둘 사이의 상호작용 

효과를 설정한 <가설 1>, <가설 2>을 검증하고자 OLS 회귀분석을 활용

하여 평균처치효과(Average Treatment Effects, ATEs)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는 총 4개의 시나리오 중 하나만 받도록 개체 간 설계

(between-subjects design)를 활용하였다. 동일부처 응답자들은 시나리오

에 대한 평가가 군집화(clustered)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표준오차(standard errors)를 클러스터하는 방법이 있다. 본 연구에

서도 부처 수준에서 표준오차를 cluster 하였으며, 분석표들에 표시된 표

준오차는 모두 clustered-robust 표준오차이다.

    1) 경쟁과 소속조직역량 과장

부처 간 경쟁, 부처 내부 경쟁, 상호작용이 소속 조직역량 과장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표 27>의 통제변수와 부처 

고정효과까지 포함된 최종 모델인 Model 4를 살펴보면, 부처 내 개인 성

과 경쟁이 UPB에 10% 유의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나, 부처 간 

경쟁 및 상호작용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유의 수준이 높지는 않지만, 부

처 내 개인성과 경쟁이 존재할 때 소속 조직의 역량을 과장하는 행태가 

나타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효과코딩(effect 

coding)을 활용하였기 때문에 해석에 유의가 필요하다. 회귀계수 2배 한 

값을 활용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부처 내부 경쟁이 존재하는 경우, 그

렇지 않을 때 보다 소속 부처역량 과장이 0.136(=0.068×2) 증가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부처 내부 개인 경쟁의 효과 크기는 Cohen’s d9)를 

9) Cohen’s d는 0.1<d<0.2(small effect), 0.2<d<0.5(moderate effect), 
0.5<d<0.8(medium effect), 0.8<d<1.3(large effect), 1.3<d<2.0(very large effect), 
d>2.0(huge effect)가 있다고 본다(White, Redford, & Macdonald,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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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9로 나타나 효과가 아주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표 27> 경쟁과 소속 부처역량 과장

소속 부처 

역량 과장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부처 간 경쟁 (A) 0.097** 0.068 0.104** 0.072
(0.047) (0.043) (0.047) (0.043)

부처 내부 경쟁 (B) 0.067* 0.068** 0.072* 0.068*
(0.036) (0.032) (0.038) (0.035)

A×B 0.090* 0.083* 0.084 0.078
(0.048) (0.043) (0.052) (0.047)

[통제변수]

조직 동일시 0.035 0.019
(0.0449) (0.0462)

부처 간 경쟁 인식 0.256*** 0.268***
(0.0393) (0.0456)

사회적 소망성 
편향

-0.390*** -0.384***
(0.0752) (0.0753)

(constant) 3.452*** 7.377*** 3.323*** 7.297***
(0.045) (1.455) (0.014) (1.538)

통제변수 포함 No Yes No Yes
Fixed effects No No Yes Yes
Observations 1,327 1,327 1,327 1,327
R-squared 0.01 0.10 0.03 0.11

*** p<0.01, ** p<0.05, * p<0.10
- Cluster-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Std. Err. adjusted for 29 clusters in 소속 부처
- 통제변수 : 나이, 성별, 재직기간, 직급, 학력, 소속부처, 사회적 소망성 편향, 

조직동일시, 부처간 경쟁인식 (모든 통제변수가 포함된 전체 모델은 
부록에 포함)

- 모든 변수를 포함한 Full model은 부록 <표 27-A>에 제시하였다.

    2) 경쟁과 소속 조직에 불리한 정보 비공개

<표 28>에서는 정부조직 내 존재하는 2개 유형의 경쟁이 소속 조직에 

불리한 정보 비공개 사이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Model 4에서 부처 간 경쟁 여부가 불리한 정보 비공개 결정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p<0.01). 즉, 부처 간 협력이 존재하는 상황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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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간 경쟁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소속 조직에 불리한 정보를 비공개할 

용의가 큰 것으로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부처 간 협력 상황보다 부처 간 

경쟁 상황에서 불리한 정보 비공개 의도가 0.302점(=0.151×2) 상승한다

고 할 수 있다. Cohen’s d는 0.20로 small effect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 1>은 지지 된다. 그러나 부처 내부 개인 성과경

쟁과 상호작용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가설 2>는 기각된다.

이러한 결과는 부처 간 경쟁이 높은 조직에서 구성원들 사이에 응집성

이 높으며, 비윤리적인 행태에 대해서도 정당화시킨다는 이론적 논의를 

뒷받침해준다. 그러나 부처 내 개인 경쟁은 어떠한 효과도 나타나지 않

았다. 이는 공직 사회에서 성과경쟁에 대한 보상이 긍정적 사회교환 관

계를 형성하거나 비윤리적인 행동까지도 수단으로 동원할 정도의 유인이 

되지 못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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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경쟁과 소속 조직에 불리한 정보 비공개

소속 조직에 불리

한 정보 비공개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부처 간 경쟁 (A) 0.168*** 0.146*** 0.175*** 0.151***
(0.046) (0.041) (0.045) (0.041)

부처 내부 경쟁 (B) -0.031 -0.033 -0.033 -0.043
(0.050) (0.049) (0.052) (0.051)

A×B 0.013 0.006 0.005 -0.004
(0.049) (0.046) (0.052) (0.049)

[통제변수]

조직 동일시 -0.066 -0.076
(0.0478) (0.048)

부처 간 경쟁 인식 0.224*** 0.230***
(0.045) (0.048)

사회적 소망성 
편향

-0.252*** -0.260***
(0.076) (0.078)

(constant)
3.992*** 9.833*** 3.622*** 10.07***
(0.041) (1.089) (0.012) (1.143)

통제변수 포함 No Yes No Yes
Fixed effects No No Yes Yes
Observations 1,327 1,327 1,327 1,327
R-squared 0.01 0.09 0.03 0.11

*** p<0.01, ** p<0.05, * p<0.10
- Cluster-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Std. Err. adjusted for 29 clusters in 소속 부처
- 통제변수 : 나이, 성별, 재직기간, 직급, 학력, 소속부처, 사회적 소망성 편향, 

조직동일시, 부처간 경쟁인식 (모든 통제변수가 포함된 전체 모델은 
부록에 포함)

- 모든 변수를 포함한 Full model은 부록 <표 28-A>에 제시하였다.

    3) 소속 부처의 영향력

앞선 분석에서 본 연구의 주요 관심 변수 외에도 응답자의 소속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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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UPB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구체

적으로 <표 27>, <표 28>에서 통제변수 중 응답자가 현 소속 부처가 다

른 부처와의 경쟁이 심하다고 인식할수록 소속 부처의 역량을 과장하거

나 불리한 정보를 비공개할 것으로 나타났다(p<0.01). 이러한 결과는 타 

부처와의 경쟁이 심한 부처에 속한 응답자는 시나리오의 상황을 자신의 

상황이라 인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소속 부처에 따라 응답자는 조직역량 과장행태(<표 27-1>, <그림 9> 

참고)와 정보 비공개 행태(<표 28-1>, <그림 10> 참고)에 차이를 보인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 산림청 소속 응답자는 어떠한 시나리오를 받았

는가와 상관없이 조직역량 과장행태 의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대로 

환경부 소속 응답자가 소속 조직역량 과장 의도가 가장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기술통계 부분(<표 23> 참고)에서 살펴보았듯 산림청, 식품의약품

안전처 소속 응답자들은 소속 부처가 다른 부처와 경쟁이 심하다고 인식

하고 있으며, 대인 경쟁심 및 조직 동일시도 높은 부처이다. 이와는 반

대로 환경부 소속 응답자들은 세 변수 모두 낮은 부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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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1> 소속 부처 효과: 소속 부처 역량 과장 

소속 부처 

역량 과장
Model
(4)

소속 부처 

역량 과장
Model
(4)

소속부처 (준거기준: 1. 고용노동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0.0548 16. 환경부 -0.243***
(0.0580) (0.0661)

3. 교육부 0.0862* 17. 관세청 0.338***
(0.0423) (0.0617)

4. 국토교통부 0.343*** 18. 국세청 0.291***
(0.0468) (0.0578)

5. 기획재정부 0.219*** 19. 기상청 0.0432
(0.0720) (0.0621)

6. 농림축산식품부 -0.0107 20. 농촌진흥청 -0.133**
(0.0549) (0.0578)

7. 문화체육관광부 0.262*** 21. 문화재청 0.0916**
(0.0465) (0.0375)

8. 법무부 0.312*** 22. 산림청 0.425***
(0.0434) (0.0630)

9. 보건복지부 0.175*** 23. 조달청 0.238***
(0.0475) (0.0507)

10. 산업통상자원부 -0.132** 24. 통계청 0.523***
(0.0578) (0.0679)

11. 여성가족부 0.216*** 25. 특허청 -0.231***
(0.0672) (0.0638)

12. 중소벤처기업부 0.139** 26. 공정거래위원회 0.342***
(0.0527) (0.0590)

13. 통일부 0.255*** 27. 국가보훈처 0.103***
(0.0605) (0.0346)

14. 해양수산부 0.328*** 28. 식품의약품안전처 0.780***
(0.0550) (0.0621)

15. 행정안전부 -0.0377 29. 인사혁신처 0.115**
(0.0548) (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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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1> 소속 부처 효과: 불리한 정보 비공개

소속 조직에 불리한 

정보 비공개
Model
(4)

소속 조직에 불리한 

정보 비공개
Model
(4)

소속부처 (준거기준: 1. 고용노동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0.173*** 16. 환경부 0.362***
(0.0550) (0.0607)

3. 교육부 0.302*** 17. 관세청 0.580***
(0.0359) (0.0549)

4. 국토교통부 0.229*** 18. 국세청 0.135**
(0.0459) (0.0533)

5. 기획재정부 -0.0334 19. 기상청 0.287***
(0.0543) (0.0530)

6. 농림축산식품부 0.123** 20. 농촌진흥청 0.0346
(0.0514) (0.0831)

7. 문화체육관광부 0.643*** 21. 문화재청 0.397***
(0.0449) (0.0343)

8. 법무부 0.417*** 22. 산림청 0.554***
(0.0391) (0.0553)

9. 보건복지부 0.388*** 23. 조달청 0.282***
(0.0375) (0.0429)

10. 산업통상자원부 0.380*** 24. 통계청 0.739***
(0.0510) (0.0644)

11. 여성가족부 0.0499 25. 특허청 0.243***
(0.0615) (0.0848)

12. 중소벤처기업부 0.283*** 26. 공정거래위원회 0.124*
(0.0506) (0.0652)

13. 통일부 0.213*** 27. 국가보훈처 0.389***
(0.0431) (0.0353)

14. 해양수산부 0.390*** 28. 식품의약품안전처 0.675***
(0.0581) (0.0642)

15. 행정안전부 0.147*** 29. 인사혁신처 0.328***
(0.0438) (0.0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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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소속 부처 영향력: 소속 부처 역량 과장

<그림 10> 소속 부처 영향력: 불리한 정보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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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 경쟁심 조절 효과

본 연구의 <가설 3>, <가설 4>에서 설정한 경쟁심의 조절 효과를 검증

하고자 대인 경쟁심과 개인발전 경쟁심을 각각의 개별변수로 포함한 모

형과 경쟁(부처 간 경쟁, 부처 내부 개인 경쟁)과 경쟁심의 상호 작용항

을 포함한 모형을 분석하였다.

우선, 소속 조직역량 과장행태에 경쟁과 경쟁심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가를 분석한 결과는 <표 29>에 제시하였다. 분석에서는 통제변수를 모

두 포함하고 있으며, 소속 부처 고정효과 역시 포함하였다. <Model 1>과 

<Model 2>에서 대인 경쟁심이 1% 유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요인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대인 경쟁심이 높을수록 소속 조직의 

역량에 대해 과장하는 경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즉, 대인 경쟁심의 

직접 효과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대인 경쟁심이 높은 

사람은 상대를 이기고자 하는 욕망이 크며, 윤리 기준이 낮아 UPB에 연

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 성취 욕구가 강한 사람

일수록 자신이 속한 조직이 다른 조직보다 높은 지위에 있거나 더 나은 

평가를 얻기를 원한다는 연구(Tolentino, 2009; 양하이데·유민봉, 2012)

와도 일맥 상통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표 29>의 <Model 3>, <Model 4>에서는 개인발전 경쟁심의 효과

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개인발전 경쟁심은 직접효과 및 조절효과 어떠한 

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개인발전 경쟁심

은 소속 부처의 편협적인 이익을 도모하기보다는 정부 전체 또는 공익을 

도모하고자 하며, 비윤리적인 행동에 거부감을 가져 UPB를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가설 4>는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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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경쟁, 경쟁심, 그리고 소속 조직역량 과장

소속조직역량 과장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부처 간 경쟁 (A) 0.0741* 0.0970 0.0722 0.107
(0.0434) (0.148) (0.0432) (0.182)

부처 내부 경쟁 (B) 0.0751** 0.0607 0.0679* 0.0534
(0.0342) (0.160) (0.0351) (0.123)

A×B 0.0806 -0.180 0.0778 0.0451
(0.0483) (0.181) (0.0472) (0.207)

대인 경쟁심 (C) 0.188*** 0.184***
(0.0399) (0.0408)

A×C -0.00549
(0.0351)

B×C 0.00359
(0.0411)

A×B×C 0.0683
(0.0477)

개인발전 경쟁심 
(D) -0.00152 -0.00132

(0.0451) (0.0450)

A×D -0.00849
(0.0411)

B×D 0.00366
(0.0314)

A×B×D 0.00802
(0.0513)

[통제변수]
조직 동일시 -0.035 -0.0345 0.0192 0.0198

(0.049) (0.048) (0.051) (0.052)

부처 간 경쟁 인식 0.248*** 0.248*** 0.268*** 0.268***
(0.047) (0.046) (0.045) (0.045)

사회적 소망성 
편향 -0.340*** -0.340*** -0.384*** -0.384***

(0.070) (0.070) (0.076) (0.077)

(constant) 6.507*** 6.466*** 7.304*** 7.306***
(1.511) (1.492) (1.547) (1.540)

통제변수 포함 Yes Yes Yes Yes
Fixed effects Yes Yes Yes Yes
Observations 1,327 1,327 1,327 1,327
R-squared 0.13 0.13 0.11 0.11

*** p<0.01, ** p<0.05, * p<0.10
- Cluster-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Std. Err. adjusted for 29 clusters in 소속 부처
- 통제변수 : 나이, 성별, 재직기간, 직급, 학력, 소속부처, 사회적 소망성 편향, 

조직동일시, 부처간 경쟁인식 (모든 통제변수가 포함된 전체 모델은 
부록에 포함)

- 모든 변수를 포함한 Full model은 부록 <표 29-A>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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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각기 다른 2가지 유형의 경쟁심이 소속 조직에 불리한 정보 비

공개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앞서 실시한 분석과 같이 

상호작용항을 포함하여 Clustered OLS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는 다음의 <표 30>에서 정리하였다. <표 30>의 개인 발전 경쟁심은 불리

한 소속 조직에 정보 비공개 행태에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난다(<Model 3>, <Model 4>). 부처 간 경쟁이 소속 조직에 정보 비공개 

행태에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인 경쟁심과 부처 간 경쟁은 <표 30>의 

<Model 1>과 <Model 2>에서 나타나듯 소속 조직에 불리한 정보 비공개

에 정(+)의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특히, <Model 2>에서

는 부처 간 경쟁, 부처 내부 개인 성과경쟁, 대인 경쟁심 3개 변수의 상

호작용항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효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그림 11>을 통해 효과를 그래프로 도식화하

였다. 대인 경쟁심은 평균, 평균±1·(표준편차)를 활용하여 낮은 대인경

쟁심(평균-1·(표준편차)), 평균 대인 경쟁심, 높은 대인 경쟁심(평균+1·

(표준편차)) 등 세 수준으로 구분하여 그래프에 반영하였다. 다음에서 3

개의 그래프 해석을 통해 경쟁심 수준에 따라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를 살펴볼 수 있다.

대인 경쟁심이 평균 수준인 응답자 집단에서는 부처 간 경쟁 여부와 

상관없이 부처 내부 협력적인 분위기가 존재할 때, 소속 조직에 불리한 

정보를 더 숨기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부처 

간 협력 상황보다는 부처 간 경쟁 상황에서 UPB 의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정리하면, 부처 내부 구성원들 사이에 협력적 관

계가 형성되어 있고, 타 부처와의 경쟁이 존재할 때 소속 부처에 불리한 

정보를 숨기는 행동을 보일 것이다.

대인 경쟁심이 낮은 경우와 대인 경쟁심이 높은 경우에는 효과가 정반

대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인 경쟁심이 낮은 응답자 집단에서는 소

속 조직에서 구성원 간 협력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을 때, 소속 부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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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부처와 경쟁하게 되면 UPB 의도가 더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이는 대인 경쟁심이 낮은 사람들은 개인 간 성과경쟁보다

는 조직 내 구성원 간 협력을 통한 신뢰 관계 등이 조직을 위한 행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동기가 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더불어, 소속 조

직이 타 부처와 경쟁하고 있는 경우 기꺼이 조직을 위해 비윤리적인 행

동을 보일 의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반해, 대인 경쟁심이 높은 응답자 그룹에서는 부처 내부 개인 간 

경쟁이 높은 경우, 소속 부처가 다른 부처와 경쟁하게 되는 상황에 직면

하게 되면 UPB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

과는 앞서 이론적 논의에서 보았듯, 대인 경쟁심이 높은 사람들은 UPB

를 하나의 도구로 삼아 개인 간 경쟁에서 자신을 타인과 차별화되는 전

략으로 사용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대인 경쟁심이 높은 경우, 개인 

성과경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적다고 인식하게 되면 조직을 위해 

기여하고자 하는 동기가 약화된다. 이는 대인 경쟁심이 높은 사람들은 

소속 조직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더 중시하며, 자신의 이익을 위

해서는 조직을 위한 행동을 취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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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0> 경쟁, 경쟁심, 그리고 소속 조직에 불리한 정보 비공개

소속 조직에 불리한 

정보 비공개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부처 간 경쟁 (A) 0.152*** 0.412** 0.149*** 0.448**
(0.0403) (0.190) (0.0409) (0.190)

부처 내부 경쟁 (B) -0.0368 -0.126 -0.0440 -0.106
(0.0495) (0.161) (0.0508) (0.169)

A×B -0.00133 -0.401** -0.00332 -0.190
(0.0495) (0.185) (0.0486) (0.204)

대인 경쟁심 (C) 0.152*** 0.147***
(0.0482) (0.0496)

A×C -0.0674
(0.0473)

B×C 0.0230
(0.0354)

A×B×C 0.104**
(0.0445)

개인발전 경쟁심 (D) -0.0592 -0.0567
(0.0472) (0.0468)

A×D -0.0732

(0.0457)

B×D 0.0158

(0.0380)

A×B×D 0.0457

(0.0495)

[통제변수]

조직 동일시 -0.119** -0.118** -0.0563 -0.0527
(0.0492) (0.0494) (0.0544) (0.0547)

부처 간 경쟁 인식 0.214*** 0.216*** 0.234*** 0.233***
(0.0486) (0.0474) (0.0478) (0.0477)

사회적 소망성 편향 -0.224*** -0.228*** -0.266*** -0.269***
(0.0745) (0.0731) (0.0807) (0.0819)

(constant) 9.428*** 9.393*** 10.33*** 10.35***
(1.140) (1.102) (1.113) (1.109)

통제변수 포함 Yes Yes Yes Yes
Fixed effects Yes Yes Yes Yes
Observations 1327 1327 1327 1327
R-squared 0.115 0.123 0.106 0.110

*** p<0.01, ** p<0.05, * p<0.10
- Cluster-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Std. Err. adjusted for 29 clusters in 소속 부처
- 통제변수 : 나이, 성별, 재직기간, 직급, 학력, 소속부처, 사회적 소망성 편향, 

조직동일시, 부처간 경쟁인식 (모든 통제변수가 포함된 전체 모델은 
부록에 포함)

- 모든 변수를 포함한 Full model은 부록 <표 30-A>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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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3-way interaction: 대인 경쟁심 효과

3) 소속 부처의 영향력

경쟁심을 추가한 분석 결과에서 역시 통제변수 중 응답자의 부처 간 

경쟁 인식, 소속 부처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난다(부록 <표 29-A>, <표 30-A> 참고). 따라서 소속 부처가 소속 조직 

역량 과장과 소속 조직에 불리한 정보 비공개 행태에 미치는 한계효과를 

다음에서 도식화하였다.

경쟁심이 포함된 분석 모델에서 부처의 영향력은 경쟁심이 포함되지 

않았던 모델에서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12>에서 

통계청과 식품의약안전처에서 소속 조직역량 과장 의도가 높았으며, 환

경부, 특허청 등에서는 그 의도가 낮은 편에 속한다. 이는 <그림 9>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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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는 효과와 비슷하다. 

<그림 13>에서는 부처가 조직에 불리한 정보 비공개 의도에 미치는 영

향력을 도식화하였다. 이를 <그림 10>과 비교하면 거의 유사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통계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서 UPB 의도가 높

은 반면 기재부는 낮게 나타난다.

<그림 12> 부처 한계 효과: 경쟁과 조직 역량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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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부처 한계 효과: 조직에 불리한 정보 비공개

제 3 절 부처 특성과 부처 이기주의 행태

1. 부처 조절 효과

본 장의 제 1 절과 제 2 절에서 주요 연구가설 검증을 위해 실시한 분

석에서 응답자의 소속 부처, 소속 부처의 부처 간 경쟁 수준 인식이 부

처 이기주의 행태인 UPB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부처 간 경쟁의 효과는 조직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한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추가로 분

량을 할애하여 부처의 조절 효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의 

일부는 <표 31>에 제시하였으면, 전체 결과는 부록 <표 31-1>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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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표 31> 부처 조절 효과 분석

(1) (2)
소속 조직 역량 과장 불리한 정보 비공개

부처 간 경쟁 (A) 0.0395 0.262***
(0.0267) (0.0275)

부처 내부 경쟁 (B) 0.0141 -0.0730**
(0.0335) (0.0293)

A×B 0.640*** 0.540***
(0.0216) (0.0184)

Observations 1327 1327
R-squared 0.168 0.176

Cluster-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 < 0.1, ** p < 0.05, *** p < 0.01

** 부처의 상호작용항 계수는 부록 <표 31-A>에서 확인

<표 31>을 살펴보면, 부처 간 경쟁과 부처 내부 경쟁의 상호 작용항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14>

는 부처 간 경쟁과 부처 내부 경쟁 상호 작용항이 소속 조직 역량 과장

에 미치는 평균적인 효과이다. 이를 부처별로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그

림 14-1>과 같다.

<그림 14> 평균 효과: 부처 간 경쟁, 부처 내부 경쟁, 소속 조직 역량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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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1> 부처 조절 효과: 경쟁과 조직 역량 과장

<그림 15>는 부처 간, 부처 내부 경쟁이 조직에 불리한 정보 비공개에 

미치는 평균효과를 도식화 한 것이다. <그림 15-1>는 두 유형의 경쟁이 

조직에 불리한 정보 비공개에 미치는 영향력을 부처가 어떻게 조절하는

가를 보여준다. 

흥미로운 발견은 <그림 14-1>, <그림 15-1> 두 그림 모두에서 확인할 

수 있듯 부처마다 효과가 각기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는 다시 부

처의 특성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을 확인시켜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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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평균 효과: 부처 간 경쟁, 부처 내부 경쟁, 불리한 조직 

정보 비공개

<그림 15-1> 부처 조절 효과: 조직에 불리한 정보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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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과연 부처의 어떠한 특성이 UPB와 관련이 있는가를 살펴보

기 위해, 분석에서 통제변수로 포함되었던 부처 간 경쟁 인식, 대인 경

쟁심, 조직 동일시 등을 고려하여 <표 32>에서와 같이 산림청, 식품의약

안전처, 환경부, 기재부 등 4개 부처를 선정하여 비교하였다. 개별 부처

의 한계 효과를 살펴면(<그림 9>, <그림 10>, <그림 12>, <그림 13> 참고) 

산림청과 식품의약처의 소속 조직역량 과장과 불리한 정보 비공개 의도

가 높은 편에 속한다.

<표 32> 4개 부처 특성 비교

산림청 식약처 환경부 기재부

부처 간 경쟁 

수준

4.68

(1st/29)

4.19

(11th/29)

4.31

(7th/29)

3.65

(27th/29)

대인 경쟁심
4.14

(1st/29)

4.05

(4th/29)

3.48

(28th/29)

3.79

(18th/29)

조직 동일시
5.18

(1st/29)

4.98

(4th/29)

4.51

(26th/29)

4.39

(28th/29)

산림청의 경우, 부처 간 경쟁, 대인 경쟁심, 조직 동일시 모두가 조사

에 포함된 부처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14>와 <그림 15>

에 따르면, 산림청에서는 부처 내부 경쟁과 부처 간 경쟁이 모두 높을 

때 UPB 의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식품의약안전처 소속 응답자들은 전체적으로 UPB 의도가 높은 편에 

속한다. 그러나 경쟁이 미치는 영향력은 산림청과 정반대의 양상을 보인

다. 조직역량 과장의 경우, 내부 경쟁은 낮으나, 타 부처와의 경쟁이 높

을 때 UPB 의도가 가장 높았다. 그러나 불리한 정보 비공개 의도는 타 

부처와의 관계와 상관없이 부처 내부 경쟁이 존재할 때 높았다.

기획재정부는 준거 조직으로 선정하였다. 기획재정부 소속 응답자들은

은 다른 부처와의 경쟁이 낮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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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상식적으로도 예상가능한 것이다. 과거 재무부에서 현재 기획재정

부에 이르기까지 경제부처는 전통적으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기

획재정부는 정부의 예산 운영, 배분, 관리하는 조직으로 여타 부처에 막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조직이기 때문이다(조석준·임도빈, 2019: 

172-173). 조직 역량 과장 의도는 부처 간 경쟁이 존재할 때 높게 나타

난다. 불리한 정보 비공개 의도는 산림청과 유사하게 부처 내부 경쟁과 

부처 간 경쟁 모두 높을 곳에서 높게 나타난다.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부처에 따라 부처 간 경쟁, 부처 내부 성과 경

쟁이 UPB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르다. 또한, 그 방향성도 각기 다른 것으

로 나타난다. 이들 결과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부처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따라서 다음에서 권력과 경쟁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론적 함

의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해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2. 부처 권력과 경쟁

정부 부처가 더 많은 예산, 자원, 권한 등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부처

와 경쟁하고 부처 이기주의 행태를 보이는 원인은 부처들 사이에 권력 

불균형에서 비롯된다. 만약, 모든 부처가 동등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면 

부처 간 관계에서 이기주의 행태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조석준·임도

빈, 2019: 26). 이에 부처 권력에 대한 논의 없이는 부처 간 경쟁을 온전

한 설명을 제시하기 어렵다.

조직들 사이의 권력 불균형과 경쟁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는 자원의

존이론(resource dependence theory)을 통해 흔히 논의된다. Pfeffer & 

Salancik(1978)은 사회교환이론의 발전시켜 자원의존이론을 제시하였다. 

자원의존이론에서는 특정 조직은 상호의존성과 사회적 공간(social space)

에서의 지위를 통해 다른 조직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진다고 가정한다. 그

리고 중요한 자원과 자율성에 대한 접근성은 다른 조직에 대한 의존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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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친다. 자원에 대한 비대칭적인 접근성에서 벗어나 자율성을 회

복하고자 하는 시도는 다시 새로운 패턴의 상호의존성과 권력 불균형을 

낳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의존 비대칭(dependence asymmetry)이라 정의

되며, 의존 비대칭은 교환적 관계를 관리하기 위한 전략, 다른 조직과의 

협력 또는 경쟁 선택 등에 영향을 미친다. 권력 불균형이 증가하면, 상

대적으로 권력이 약한 조직은 원하지 않는 조건의 교환을 요구받게 되고 

이로 인해 갈등이 나타나게 된다(Pfeffer & Salancik, 1978; McCarthy & 

Rhodes, 2018 재인용). 정리하면, 부처 권력이 낮은 조직은 다른 조직과 

경쟁하거나 갈등적 관계를 형성할 것이다.

부처 권력에 대한 논의는 무수히 존재하나, 지표를 통해 한국 중앙 정

부 부처의 권력을 수치화하여 비교한 연구는 오재록(2018)이 대표적이다. 

오재록 연구에서는 자원(인적, 물적, 조직, 법적), 자율성(구조, 재정, 입

법), 네트워크(수직적, 수평적), 잉여력(내부, 외부), 잠재력(공식적 권한) 

등을 구성하여 권력지수를 산정하였다(<표 33> 참고). 다음에서는 오재록

(2018)의 권력지수를 활용하여 권력 수준과 부처 간 경쟁 인식은 어떠한 

관계가 존재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자원의존이론에서의 논의와 같

이, 권력지수가 낮은 부처일수록, 다른 부처들과의 경쟁이 심하다고 인

식할 것이다.



- 117 -

<표 33> 중앙부처의 관료제 권력지수

부처 자원 자율성 네트
워크 잉여력 잠재력 권력

지수 순위

기획재정부 67.32 81.57 18.08 85.46 86.63 72.1 1

국토교통부 59.64 31.31 57.24 47.8 84.61 54.19 2

산업통상 44.73 43.66 94.88 45.6 50.11 50.94 3

교육부 88.61 30.48 84.78 20.67 19.58 49.24 4

행정자치부 46.36 35.78 46.01 35.34 68 45.02 5

보건복지부 56.93 27.76 34.2 37.68 32.42 39.55 6

미래창조과
학부 34.47 48.08 79.43 24.11 13.44 37.08 7

문화체육관
광부 29.5 48.53 42.06 41.64 18.08 36 8

법무부 31.96 43.54 22.25 24.89 27.05 31.41 9

농림축산 
식품부 31.58 27.86 31.56 26.23 42.88 31.4 10

해양수산부 28.78 21.95 36.17 24.15 52.89 30.89 11

고용노동부 28.52 37.25 23.13 26.19 33.71 30.36 12

국세청 20.44 30.05 9.9 30.63 44.45 27.53 13

환경부 24.26 28.62 17.28 20.09 38.76 26.02 14

식품의약품
안전처 12.73 21.78 9.66 15.32 21.15 16.44 15

공정거래위
원회 11.21 7.78 2.63 20.05 37.09 15.43 16

여성가족부 11.63 29.03 9.74 9.63 9.86 14.88 17

관세청 19.68 15.59 7.7 6.44 16.78 14.22 18

통일부 10.1 26.42 4.51 16.66 5.28 13.93 19

인사혁신처 14.96 13.75 33.16 5.08 4 12.86 20

조달청 7.21 22.06 18.82 10.08 0.56 11.52 21

특허청 15.45 12.42 4.41 7.1 9.26 10.81 22

중소기업청 14.55 9.43 9.53 5.29 11.87 10.45 23

산림청 11.73 8.49 8.28 3.18 17.34 9.74 24

국가보훈처 9.59 9.76 9.72 2.73 6.19 7.69 25

문화재청 6.1 12.61 4.31 6.24 6.27 7.51 26

통계청 9.04 9.73 6.71 7.04 0.49 7.15 27

기상청 7.93 6.99 5.75 9.2 1.69 6.71 28

농촌진흥청 6 8.55 4.58 5.62 1.98 5.72 29

출처: 오재록(2018) 연구의 <표  13> 박근혜 정부 중앙부처의 관료제 권력지수(BPI) 
편집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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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를 위해 수집한 부처 간 경쟁 인식에 관한 자료와 부처 권력지

수를 각각 낮음과 높음 두 개의 수준으로 구분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

구에서 활용된 29개 부처 중 부처 간 경쟁 수준과 부처 권력지수를 순서

대로 정렬하여 상위 7개, 하위 7개 조직으로 수준을 구분하였다. 그리고 

수준에 따라 2×2 매트릭스의 개별 칸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부처가 <표 

34>과 같다. 

<표 34> 부처 권력과 부처 간 경쟁 인식 관계

부처 간 경쟁 인식

낮음 높음

부처

권력

낮음
통계청(4.23)

기상청(3.78)

산림청(4.22)

중소기업청(4.14)

높음 기획재정부(3.83)
산업통상부(4.27)

행안부(4.06)

** 부처명 옆 괄호안 수치는 UPB 점수(조직에 불리한 정보 비공개)임.

부처 권력지수가 높은 조직은 모두‘부’단위 조직으로 나타난다. 그

러나 기획재정부와는 달리 산업통상부와 행안부는 타 부처와의 경쟁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기획재정부와 비교하면 산업통상부와 행정안

전부 두 조직 모두 권력이 낮으며 상대적으로 경쟁 수준이 높다. 또한, 

두 조직의 응답자들은 기획재정부에 비해 UPB(소속 조직에 불리한 정보 

비공개) 의도가 높았다.

권력지수가 낮은 조직은 모두 ‘청’단위 조직이다.‘청’단위 기관은 

주로 집행 업무를 담당하며, 부 단위 조직과 비교하면 규모, 예산 등의 

자원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으며(조석준 임도빈, 2019: 40), 부처 간 경

쟁 수준이 다르게 확인될 것이라 기대된다. 

권력과 부처 간 경쟁이 모두 낮은 조직은 통계청과 기상청이었다. 이

들 조직은 다른 조직에 비해 비교적 담당 업무의 전문성이 높아 조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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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가 확고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타 부처와의 경쟁이 높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을 것이다. 산림청과 중소기업청은 권력지수가 하위권에 속

하며, 부처 간 경쟁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다. 

정리하면, 회귀분석 등과 같은 분석은 실시하지 않았으나 권력지수와 

부처 간 경쟁의 관계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권력이 낮을수록 부처 간 

경쟁이 높다고 인식하며, 또 UPB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패턴은 자원의존이론과 더불어 본 연구에서 논의한 이론적 예측과도 방

향이 일치한다.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부처의 특성, 특히 권력적 측면을 

반영하여 연구를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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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결   론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는 한국 정부 조직에서의 경쟁이 부처 이기주의 행태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았다. 부처 이기주의 행태는 다른 조직과의 

관계에서 다양한 행태로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처 간 경쟁과 

같이 조직 간 이익 충돌이 발생하였을 때, 소속 부처을 위해 비윤리적인 

행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윤리적 친조직 행태(UPB)’라는 개

념을 활용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경쟁은 상황적 특성, 개인 특

성 등 다양한 측면을 이해할 필요하다는 점(Brown, Cron, & Slocum, 

1998; Garcia, Tor, & Schiff, 2013; Swab & Johnson, 2019)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상황적 특성으로서 부처 간 경쟁, 부처 내

부 개인 경쟁, 그리고 개인 특성으로서 경쟁심을 연구 모형에 포함하였

다. <표 34>에서 개별 가설의 채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조직 동일시, 내집단 편향 등의 심리적 과정 논의를 통해 부처 

간 경쟁이 UPB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을 설정하였

다. 부처 간 경쟁이 존재할 때, 소속 조직에 불리한 정보를 비공개할 가

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처 간 경쟁이 조직 역량 강화에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다.

부처 내부 개인 경쟁의 영향력은 직접효과와 조절효과를 설정한 2개의 

가설로 세분화하였다. 개인의 성과에 대해 조직이 제공하는 보상을 통해 

개인과 조직이 긍정적 사회 교환 관계가 형성되며, 조직을 위해 기꺼이 

비윤리적인 행동에 연루되기도 한다. 또 다른 측면에서 한 부처 내 개인

간 경쟁이 존재할 때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조직에 기여함을 보

이고자 UPB와 같은 전략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논의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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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으로 <가설 2-1>에서는 개인 경쟁과 UPB와 정(+)의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았다. 검증 결과, 개인 성과 경쟁이 조직 역량 과장에 아주 미

미한 수준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2-2>에서는 개인 

경쟁의 조절효과를 설정하였으나, 유의미한 결과는 보이지 않았다.

<가설 3>과 <가설 4> 검증을 통해 개인 특성인 경쟁심의 영향력을 살

펴보고자 하였다. <가설 3>에서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이기는 것이 중요

하며, 윤리 기준을 낮추는 대인 경쟁심이 경쟁과 UPB의 관계를 강화시

킬 것이라 보았다. 이를 검증한 결과 대인 경쟁심이 높을수록 부처 간 

경쟁과 개인 경쟁이 모두 존재하는 곳에서 소속 조직에 불리한 정보를 

비공개 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설 4>에서는 전체의 이익과 공

동선을 중요시하며, 윤리적 기준이 높은 개인 경쟁심은 <가설 3>과 반대 

방향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 설정하였다. 그러나 개인발전 경쟁심은 아무

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가설 검증을 위한 분석 결과에서 부처의 효과가 

매우 유의미하게 나타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에 부처의 어떠한 특성

이 경쟁과 관련이 존재하는가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부처의 권력 수

준은 타 부처와의 경쟁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자원의존이론을 참고하여 

추가 분석을 실시하였다. 오재록(2018)의 권력지수와 본 연구에서 설문 

문항으로 측정된 타 부처와의 경쟁 수준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론의 

예상대로 권력지수가 높을수록 부처 간 경쟁이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나아가 이들 관계는 부처 이기주의 행태와도 관련성이 있을 것으

로 이해된다. 

 



- 122 -

<표 34> 가설 채택 여부

가설

조직

역량 

과장

정보 

비공

개

가설 1
부처 간 경쟁은 공무원의 UPB에 정(+)의 영향력을 미칠 것

이다.
기각 채택

가설 2

부처 내 개인성과 경쟁은 UPB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2-1
부처 내 개인성과 경쟁은 UPB에 정(+)의 영향력을 미

칠 것이다.
채택 기각

2-2

부처 내 개인성과 경쟁은 부처 간 경쟁이 UPB에 미

치는 정(+)의 영향력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절할 것이

다.

기각 기각

가설 3

대인 경쟁심은 행정조직에서의 경쟁(부처 간/부처 내부)이 

UPB에 미치는 정(+)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절할 

것이다.

기각 채택

가설 4

개인발전 경쟁심은 행정조직에서의 경쟁(부처 간/부처 내

부)이 UPB에 미치는 정(+)의 영향력을 약화하는 방향으로 

조절할 것이다.

기각 기각

제 2 절 연구의 함의 및 한계

경쟁은 직장, 학교, 운동 경기 등 인간의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어디

에서나 존재한다(Garcia, Tor, & Schiff, 2013; Landkammer & 

Sassenberg, 2016; Swab & Johnson, 2019). 본 연구에서 논의하였듯 정부 

조직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행정학 분야에서 다양한 경쟁적 측면과 

공무원의 행태에 대한 논의는 주제나 양적인 면에서 매우 제한적이다. 

예를 들면, 경쟁과 관련된 연구는 성과주의 인사 또는 보상제도 효과에 

대한 논의를 통해 주로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와같이 공무원이 경험하는 

조직 간 경쟁, 개인 간 경쟁 등이 그들의 행태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

는지, 그리고 경쟁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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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본 연구는 행정학 주제의 확장성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

다. 또한, 심리적 과정의 이해를 바탕으로 가설을 설정함으로써 공무원

의 행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공공부문 종사자의 성격적 특성(personality trait)은 업무수행과 관련한 

태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Big 5 등 소수의 특성

을 제외하고는 다양한 성격적 특성은 반영되지 않았다(Aarøe et al., 

2021). 본 연구에서는 한국적 공무원의 특성으로 경쟁심을 포함하고 있

다.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았듯 경쟁적인 상황에서 어떠한 

행동을 보일 것인가는 개인의 경쟁심에 따라 달라진다. UPB와 같이 업

무 수행과정에서의 행동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는 방법론적으로도 새로운 시도를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

다. 최근 행정학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실험적 방법론을 통해 경쟁과 

부처 이기주의 행태의 인과관계를 비교적 명확히 할 수 있었다. 실험적 

방법론은 현재까지 국내에서 비용, 시간 등의 한계로 인해 활발하게 나

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

였다는 점에서 함의가 있다. 공무원들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아 기존 실

험 설문 연구에서는 학부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경

우가 자주 나타난다. 그러나 부처 간 경쟁 등과 같은 상황 등에서의 행

태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결과가 의미있는 함의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는 학문적 의의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가 

존재한다. 우선, 본 연구에서 실험 설문을 실시하였으나 비용 및 참여자 

모집의 어려움이 있어 모든 문항을 한 시점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설문 

실험은 상황에 집중하도록 한다는 장점이 존재하나 다른 문항들의 간섭

을 완벽히 통제할 수 없었다. 이러한 문제는 각기 다른 시점에서 주요 

변수를 측정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한계점은 인터뷰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해 좀 더 현장감 있는 해석을 제시하지 못하고 이론

적 논의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정부 부처 내 경쟁과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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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주의 행태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이론적 논의의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현직자를 대상으

로 인터뷰를 실시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통계 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을 

풍부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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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표 27-A> 경쟁과 소속조직역량 과장 Full Model

소속조직역량 과장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부처 간 경쟁 (A) 0.097** 0.068 0.104** 0.072
(0.047) (0.043) (0.047) (0.043)

부처 내부 경쟁 (B) 0.067* 0.068** 0.072* 0.068*
(0.036) (0.032) (0.038) (0.035)

A×B 0.090* 0.083* 0.084 0.078
(0.048) (0.043) (0.052) (0.047)

조직 동일시 0.0346 0.0186
(0.0449) (0.0462)

부처 간 경쟁 인식 0.256*** 0.268***
(0.0393) (0.0456)

사회적 소망성 편향 -0.390*** -0.384***
(0.0752) (0.0753)

Log (연령) -0.923** -0.899**
(0.359) (0.387)

여성 0.125 0.115
(0.0884) (0.0938)

Log (재직기간) -0.0106 -0.0383
(0.0750) (0.0773)

현재직급 (준거기준: 3급)
4급 -0.276 -0.287

(0.406) (0.397)

5급 -0.122 -0.189
(0.389) (0.369)

6급 -0.208 -0.279
(0.406) (0.390)

7급 -0.311 -0.405
(0.447) (0.431)

8급 -0.333 -0.504
(0.458) (0.440)

9급 -0.226 -0.315
(0.454) (0.440)

최종학력 (준거기준: 1. 고졸)
2. 대졸 0.385 0.354

(0.318) (0.325)

3. 석사 0.278 0.224
(0.364) (0.364)

4. 박사 -0.0278 0.0176
(0.346) (0.356)

소속부처 (준거기준: 1. 고용노동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0.0628** -0.0548

(0.0267) (0.0580)

3. 교육부 0.0859*** 0.0862*
(0.0179) (0.0423)

4. 국토교통부 0.425*** 0.343***
(0.0237) (0.0468)

5. 기획재정부 0.203*** 0.219***
(0.0216) (0.0720)

6. 농림축산식품부 0.137*** -0.0107
(0.00546) (0.0549)

7. 문화체육관광부 0.222*** 0.262***



- 146 -

(0.0147) (0.0465)

8. 법무부 0.120*** 0.312***
(0.0181) (0.0434)

9. 보건복지부 0.170*** 0.175***
(0.0177) (0.0475)

10. 산업통상자원부 0.0216** -0.132**
(0.00960) (0.0578)

11. 여성가족부 0.243*** 0.216***
(0.0136) (0.0672)

12. 중소벤처기업부 0.320*** 0.139**
(0.0236) (0.0527)

13. 통일부 0.138*** 0.255***
(0.0163) (0.0605)

14. 해양수산부 0.385*** 0.328***
(0.0174) (0.0550)

15. 행정안전부 0.130*** -0.0377
(0.00979) (0.0548)

16. 환경부 -0.291*** -0.243***
(0.0151) (0.0661)

17. 관세청 0.183*** 0.338***
(0.0157) (0.0617)

18. 국세청 0.151*** 0.291***
(0.0209) (0.0578)

19. 기상청 -0.177*** 0.0432
(0.0181) (0.0621)

20. 농촌진흥청 -0.238*** -0.133**
(0.0260) (0.0578)

21. 문화재청 -0.103*** 0.0916**
(0.0201) (0.0375)

22. 산림청 0.418*** 0.425***
(0.0143) (0.0630)

23. 조달청 0.159*** 0.238***
(0.0239) (0.0507)

24. 통계청 0.308*** 0.523***
(0.0115) (0.0679)

25. 특허청 -0.413*** -0.231***
(0.0163) (0.0638)

26. 공정거래위원회 0.336*** 0.342***
(0.00948) (0.0590)

27. 국가보훈처 -0.000858 0.103***
(0.0223) (0.0346)

28. 식품의약품안전처 0.805*** 0.780***
(0.00893) (0.0621)

29. 인사혁신처 0.00555 0.115**
(0.0165) (0.0520)

(constant) 3.452*** 7.377*** 3.323*** 7.297***
(0.045) (1.455) (0.014) (1.538)

통제변수 포함 No Yes No Yes
Fixed effects No No Yes Yes
Observations 1327 1327 1327 1327
R-squared .01 .10 .03 .11

Cluster-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 < 0.1, ** p < 0.05,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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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A> 경쟁과 소속조직에 불리한 정보 비공개
소속조직에 불리한 

정보 비공개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부처 간 경쟁 (A) 0.168*** 0.146*** 0.175*** 0.151***
(0.046) (0.041) (0.045) (0.041)

부처 내부 경쟁 (B) -0.031 -0.033 -0.033 -0.043
(0.050) (0.049) (0.052) (0.051)

A×B 0.013 0.006 0.005 -0.004
(0.049) (0.046) (0.052) (0.049)

조직 동일시 -0.0660 -0.0758
(0.0478) (0.0483)

부처 간 경쟁 인식 0.224*** 0.230***
(0.0447) (0.0479)

사회적 소망성 편향 -0.252*** -0.260***
(0.0755) (0.0779)

Log (연령) -1.424*** -1.517***
(0.263) (0.270)

여성 0.101 0.0986
(0.0906) (0.0969)

Log (재직기간) 0.0565 0.0441
(0.0612) (0.0612)

현재직급 (준거기준: 3급)
4급 -0.603 -0.615

(0.445) (0.478)
5급 -0.396 -0.438

(0.469) (0.505)
6급 -0.425 -0.483

(0.462) (0.499)
7급 -0.828* -0.914*

(0.478) (0.510)
8급 -0.648 -0.831

(0.490) (0.528)
9급 -1.035** -1.222**

(0.466) (0.504)
최종학력 (준거기준: 1. 고졸)
2. 대졸 0.383* 0.352*

(0.200) (0.201)
3. 석사 0.481** 0.433*

(0.223) (0.220)
4. 박사 0.251 0.221

(0.349) (0.371)
소속부처 (준거기준: 1. 고용노동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0.105*** -0.173***

(0.0296) (0.0550)
3. 교육부 0.414*** 0.302***

(0.0172) (0.0359)
4. 국토교통부 0.388*** 0.229***

(0.0208) (0.0459)
5. 기획재정부 0.177*** -0.0334

(0.0177) (0.0543)
6. 농림축산식품부 0.410*** 0.123**

(0.00629) (0.0514)
7. 문화체육관광부 0.748*** 0.643***

(0.0163) (0.0449)
8. 법무부 0.281*** 0.417***

(0.0158) (0.0391)
9. 보건복지부 0.504*** 0.388***

(0.0178) (0.0375)
10. 산업통상자원부 0.660*** 0.380***



- 148 -

(0.00979) (0.0510)
11. 여성가족부 0.225*** 0.0499

(0.0157) (0.0615)
12. 중소벤처기업부 0.539*** 0.283***

(0.0232) (0.0506)
13. 통일부 0.246*** 0.213***

(0.0143) (0.0431)
14. 해양수산부 0.569*** 0.390***

(0.0164) (0.0581)
15. 행정안전부 0.457*** 0.147***

(0.00941) (0.0438)
16. 환경부 0.389*** 0.362***

(0.0128) (0.0607)
17. 관세청 0.384*** 0.580***

(0.0163) (0.0549)
18. 국세청 0.0764*** 0.135**

(0.0188) (0.0533)
19. 기상청 0.146*** 0.287***

(0.0152) (0.0530)
20. 농촌진흥청 0.00634 0.0346

(0.0239) (0.0831)
21. 문화재청 0.281*** 0.397***

(0.0191) (0.0343)
22. 산림청 0.588*** 0.554***

(0.0119) (0.0553)
23. 조달청 0.327*** 0.282***

(0.0261) (0.0429)
24. 통계청 0.639*** 0.739***

(0.0146) (0.0644)
25. 특허청 0.281*** 0.243***

(0.0173) (0.0848)
26. 공정거래위원회 0.282*** 0.124*

(0.0140) (0.0652)
27. 국가보훈처 0.356*** 0.389***

(0.0201) (0.0353)
28. 식품의약품안전처 0.863*** 0.675***

(0.0128) (0.0642)
29. 인사혁신처 0.343*** 0.328***

(0.0155) (0.0469)

(constant) 3.992*** 9.833*** 3.622*** 10.07***
(0.0406) (1.089) (0.012) (1.143)

통제변수 포함 No Yes No Yes
Fixed effects No No Yes Yes
Observations 1327 1327 1327 1327
R-squared .01 .10 .03 .11

Cluster-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 < 0.1, ** p < 0.05,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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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A> 경쟁, 경쟁심, 그리고 소속 조직역량 과장

소속조직역량 과장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부처 간 경쟁 (A) 0.0741* 0.0970 0.0722 0.107
(0.0434) (0.148) (0.0432) (0.182)

부처 내부 경쟁 (B) 0.0751** 0.0607 0.0679* 0.0534
(0.0342) (0.160) (0.0351) (0.123)

A×B 0.0806 -0.180 0.0778 0.0451
(0.0483) (0.181) (0.0472) (0.207)

대인 경쟁심 (C) 0.188*** 0.184***
(0.0399) (0.0408)

A×C -0.00549
(0.0351)

B×C 0.00359
(0.0411)

A×B×C 0.0683
(0.0477)

개인발전 경쟁심 (D) -0.00152 -0.00132
(0.0451) (0.0450)

A×D -0.00849
(0.0411)

B×D 0.00366
(0.0314)

A×B×D 0.00802
(0.0513)

조직 동일시 -0.0346 -0.0345 0.0192 0.0198
(0.0490) (0.0483) (0.0512) (0.0518)

부처 간 경쟁 인식 0.248*** 0.248*** 0.268*** 0.268***

(0.0466) (0.0457) (0.0452) (0.0449)

사회적 소망성 편향 -0.340*** -0.340*** -0.384*** -0.384***

(0.0699) (0.0698) (0.0763) (0.0770)

Log (연령) -0.813** -0.793** -0.899** -0.899**

(0.390) (0.386) (0.388) (0.388)

여성 0.145 0.142 0.115 0.115
(0.0933) (0.0927) (0.0969) (0.0977)

Log (재직기간) -0.0459 -0.0510 -0.0384 -0.0386
(0.0801) (0.0804) (0.0776) (0.0779)

현재직급 (준거기준: 3급)

4급 -0.273 -0.275 -0.288 -0.287
(0.418) (0.409) (0.396) (0.394)

5급 -0.141 -0.146 -0.190 -0.188
(0.391) (0.379) (0.369) (0.366)

6급 -0.231 -0.233 -0.280 -0.278
(0.414) (0.401) (0.388) (0.389)

7급 -0.351 -0.353 -0.406 -0.405
(0.444) (0.433) (0.426) (0.425)

8급 -0.425 -0.432 -0.505 -0.505
(0.456) (0.449) (0.436) (0.434)

9급 -0.229 -0.240 -0.316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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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59) (0.445) (0.441) (0.438)

최종학력 (준거기준: 1. 고졸)

2. 대졸 0.282 0.290 0.354 0.352
(0.322) (0.326) (0.324) (0.322)

3. 석사 0.0956 0.0973 0.224 0.222
(0.362) (0.366) (0.364) (0.361)

4. 박사 -0.135 -0.137 0.0174 0.0134
(0.347) (0.350) (0.354) (0.351)

소속부처 (준거기준: 1. 고용노동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0.0863 -0.0867 -0.0544 -0.0552

(0.0575) (0.0597) (0.0607) (0.0614)

3. 교육부 0.0199 0.0128 0.0865* 0.0836*

(0.0439) (0.0458) (0.0441) (0.0449)

4. 국토교통부 0.256*** 0.244*** 0.344*** 0.340***

(0.0495) (0.0540) (0.0526) (0.0560)

5. 기획재정부 0.115 0.120 0.219*** 0.219***

(0.0739) (0.0738) (0.0772) (0.0767)

6. 농림축산식품부 -0.104* -0.104* -0.0102 -0.0125
(0.0594) (0.0609) (0.0598) (0.0641)

7. 문화체육관광부 0.154*** 0.155*** 0.263*** 0.261***

(0.0532) (0.0558) (0.0501) (0.0542)

8. 법무부 0.216*** 0.191*** 0.313*** 0.306***

(0.0465) (0.0490) (0.0451) (0.0638)

9. 보건복지부 0.128** 0.138*** 0.175*** 0.174***

(0.0473) (0.0455) (0.0476) (0.0473)

10. 산업통상자원부 -0.230*** -0.231*** -0.131* -0.132*

(0.0597) (0.0613) (0.0689) (0.0697)

11. 여성가족부 0.106 0.103 0.216*** 0.214***

(0.0684) (0.0700) (0.0746) (0.0743)

12. 중소벤처기업부 0.0930* 0.0642 0.140** 0.137**

(0.0528) (0.0625) (0.0558) (0.0593)

13. 통일부 0.223*** 0.204*** 0.256*** 0.253***

(0.0616) (0.0676) (0.0620) (0.0642)

14. 해양수산부 0.250*** 0.249*** 0.328*** 0.326***

(0.0565) (0.0579) (0.0568) (0.0579)

15. 행정안전부 -0.120** -0.128** -0.0375 -0.0386
(0.0565) (0.0585) (0.0562) (0.0572)

16. 환경부 -0.269*** -0.284*** -0.243*** -0.243***

(0.0624) (0.0671) (0.0672) (0.0710)

17. 관세청 0.221*** 0.218*** 0.339*** 0.336***

(0.0660) (0.0681) (0.0749) (0.0791)

18. 국세청 0.161** 0.168** 0.292*** 0.292***

(0.0655) (0.0664) (0.0621) (0.0670)

19. 기상청 -0.0832 -0.0802 0.0440 0.0411
(0.0692) (0.0715) (0.0638) (0.0689)

20. 농촌진흥청 -0.212*** -0.216*** -0.133** -0.137*

(0.0643) (0.0692) (0.0635) (0.0691)

21. 문화재청 0.0263 0.0323 0.0918** 0.0925**

(0.0425) (0.0442) (0.0388) (0.0389)

22. 산림청 0.303*** 0.293*** 0.426*** 0.423***

(0.0671) (0.0696) (0.0669) (0.0706)



- 151 -

23. 조달청 0.187*** 0.182*** 0.239*** 0.238***

(0.0481) (0.0505) (0.0532) (0.0547)

24. 통계청 0.384*** 0.386*** 0.523*** 0.524***

(0.0789) (0.0788) (0.0713) (0.0720)

25. 특허청 -0.308*** -0.321*** -0.231*** -0.230***

(0.0705) (0.0762) (0.0632) (0.0675)

26. 공정거래위원회 0.297*** 0.295*** 0.342*** 0.338***

(0.0579) (0.0598) (0.0658) (0.0661)

27. 국가보훈처 0.0166 0.00472 0.103** 0.103**

(0.0368) (0.0411) (0.0397) (0.0472)

28. 식품의약품안전처 0.685*** 0.670*** 0.780*** 0.777***

(0.0668) (0.0717) (0.0627) (0.0662)

29. 인사혁신처 -0.0258 -0.0288 0.115* 0.116*

(0.0587) (0.0586) (0.0585) (0.0607)

(constant) 6.507*** 6.466*** 7.304*** 7.306***
(1.511) (1.492) (1.547) (1.540)

통제변수 포함 No Yes No Yes
Fixed effects No No Yes Yes
Observations 1327 1327 1327 1327
R-squared .01 .10 .03 .11

Cluster-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 < 0.1, ** p < 0.05,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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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0-A> 경쟁, 경쟁심, 그리고 조직에 불리한 정보 비공개
소속조직에 불리한 

정보 비공개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부처 간 경쟁 (A) 0.152*** 0.412** 0.149*** 0.448**
(0.0403) (0.190) (0.0409) (0.190)

부처 내부 경쟁 (B) -0.0368 -0.126 -0.0440 -0.106
(0.0495) (0.161) (0.0508) (0.169)

A×B -0.00133 -0.401** -0.00332 -0.190
(0.0495) (0.185) (0.0486) (0.204)

대인 경쟁심 (C) 0.152*** 0.147***
(0.0482) (0.0496)

A×C -0.0674
(0.0473)

B×C 0.0230
(0.0354)

A×B×C 0.104**
(0.0445)

개인발전 경쟁심 (D) -0.0592 -0.0567
(0.0472) (0.0468)

A×D -0.0732

(0.0457)

B×D 0.0158

(0.0380)

A×B×D 0.0457

(0.0495)

조직 동일시 -0.119** -0.118** -0.0563 -0.0527
(0.0492) (0.0494) (0.0544) (0.0547)

부처 간 경쟁 인식 0.214*** 0.216*** 0.234*** 0.233***
(0.0486) (0.0474) (0.0478) (0.0477)

사회적 소망성 편향 -0.224*** -0.228*** -0.266*** -0.269***
(0.0745) (0.0731) (0.0807) (0.0819)

Log (연령) -1.447*** -1.413*** -1.535*** -1.539***
(0.269) (0.273) (0.268) (0.269)

여성 0.123 0.119 0.0811 0.0803
(0.0916) (0.0921) (0.0994) (0.0991)

Log (재직기간) 0.0380 0.0272 0.0395 0.0398
(0.0611) (0.0626) (0.0628) (0.0624)

현재직급 (준거기준: 3급)

4급 -0.603 -0.626 -0.633 -0.629
(0.509) (0.487) (0.463) (0.445)

5급 -0.400 -0.422 -0.462 -0.448
(0.529) (0.501) (0.491) (0.476)

6급 -0.444 -0.469 -0.520 -0.504
(0.527) (0.498) (0.482) (0.467)

7급 -0.870 -0.892* -0.949* -0.938*
(0.530) (0.506) (0.494) (0.481)

8급 -0.766 -0.792 -0.872* -0.868*
(0.552) (0.534) (0.509) (0.497)

9급 -1.153** -1.189** -1.273** -1.275**
(0.533) (0.510) (0.488) (0.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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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학력 (준거기준: 1. 고졸)

2. 대졸 0.293 0.297 0.349* 0.336*
(0.206) (0.205) (0.200) (0.194)

3. 석사 0.329 0.324 0.430* 0.415*
(0.223) (0.225) (0.221) (0.220)

4. 박사 0.0976 0.0845 0.212 0.185
(0.368) (0.365) (0.368) (0.362)

소속부처 (준거기준: 1. 고용노동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0.199*** -0.212*** -0.160*** -0.165***

(0.0573) (0.0612) (0.0558) (0.0560)

3. 교육부 0.248*** 0.243*** 0.312*** 0.289***
(0.0364) (0.0361) (0.0365) (0.0383)

4. 국토교통부 0.158*** 0.130** 0.248*** 0.222***
(0.0520) (0.0540) (0.0483) (0.0485)

5. 기획재정부 -0.117** -0.123** -0.0146 -0.0133
(0.0542) (0.0578) (0.0578) (0.0604)

6. 농림축산식품부 0.0474 0.0435 0.141** 0.122**
(0.0568) (0.0594) (0.0533) (0.0521)

7. 문화체육관광부 0.556*** 0.549*** 0.657*** 0.634***
(0.0486) (0.0511) (0.0469) (0.0521)

8. 법무부 0.339*** 0.302*** 0.441*** 0.398***
(0.0484) (0.0521) (0.0430) (0.0498)

9. 보건복지부 0.349*** 0.357*** 0.389*** 0.381***
(0.0405) (0.0424) (0.0376) (0.0371)

10. 산업통상자원부 0.300*** 0.284*** 0.410*** 0.397***
(0.0528) (0.0563) (0.0559) (0.0571)

11. 여성가족부 -0.0389 -0.0495 0.0709 0.0566
(0.0666) (0.0688) (0.0662) (0.0655)

12. 중소벤처기업부 0.245*** 0.203*** 0.295*** 0.276***
(0.0537) (0.0588) (0.0509) (0.0506)

13. 통일부 0.186*** 0.146*** 0.225*** 0.210***
(0.0436) (0.0500) (0.0448) (0.0466)

14. 해양수산부 0.326*** 0.318*** 0.396*** 0.376***
(0.0617) (0.0640) (0.0581) (0.0604)

15. 행정안전부 0.0804 0.0582 0.153*** 0.141***
(0.0477) (0.0497) (0.0447) (0.0497)

16. 환경부 0.341*** 0.312*** 0.367*** 0.370***
(0.0593) (0.0603) (0.0620) (0.0642)

17. 관세청 0.486*** 0.472*** 0.620*** 0.599***
(0.0606) (0.0618) (0.0630) (0.0652)

18. 국세청 0.0289 0.0302 0.161*** 0.160**
(0.0612) (0.0600) (0.0578) (0.0614)

19. 기상청 0.184*** 0.186*** 0.317*** 0.301***
(0.0634) (0.0658) (0.0554) (0.0568)

20. 농촌진흥청 -0.0295 -0.0554 0.0638 0.0332
(0.0875) (0.0912) (0.0825) (0.0816)

21. 문화재청 0.344*** 0.350*** 0.402*** 0.406***
(0.0393) (0.0408) (0.0355) (0.0359)

22. 산림청 0.454*** 0.427*** 0.573*** 0.552***
(0.0679) (0.0668) (0.0575) (0.0570)

23. 조달청 0.241*** 0.231*** 0.300*** 0.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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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50) (0.0457) (0.0460) (0.0443)

24. 통계청 0.626*** 0.635*** 0.767*** 0.771***
(0.0671) (0.0666) (0.0658) (0.0671)

25. 특허청 0.181* 0.151 0.240*** 0.246**
(0.0918) (0.0964) (0.0855) (0.0899)

26. 공정거래위원회 0.0878 0.0720 0.156** 0.127*
(0.0631) (0.0663) (0.0723) (0.0712)

27. 국가보훈처 0.320*** 0.303*** 0.409*** 0.410***
(0.0356) (0.0375) (0.0356) (0.0412)

28. 식품의약품안전처 0.598*** 0.560*** 0.685*** 0.663***
(0.0681) (0.0721) (0.0626) (0.0595)

29. 인사혁신처 0.214*** 0.214*** 0.346*** 0.347***
(0.0553) (0.0582) (0.0519) (0.0548)

(constant) 9.428*** 9.393*** 10.33*** 10.35***
(1.140) (1.102) (1.113) (1.109)

통제변수 포함 No Yes No Yes
Fixed effects No No Yes Yes
Observations 1327 1327 1327 1327
R-squared .01 .10 .03 .11

Cluster-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 < 0.1, ** p < 0.05,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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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A> 부처 조절 효과 분석 Full model

(1) (2)
소속 조직 역량 과장 불리한 정보 비공개

부처 간 경쟁 (A) 0.0395 0.262***
(0.0267) (0.0275)

부처 내부 경쟁 (B) 0.0141 -0.0730**
(0.0335) (0.0293)

A×B 0.640*** 0.540***
(0.0216) (0.0184)

소속부처 (준거기준: 1. 고용노동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0.0151 -0.244***
(0.0632) (0.0572)

3. 교육부 0.271*** 0.474***
(0.0556) (0.0410)

4. 국토교통부 0.608*** 0.448***
(0.0545) (0.0485)

5. 기획재정부 0.346*** 0.116*
(0.0818) (0.0590)

6. 농림축산식품부 0.159** 0.237***
(0.0640) (0.0573)

7. 문화체육관광부 0.430*** 0.715***
(0.0548) (0.0477)

8. 법무부 0.452*** 0.518***
(0.0449) (0.0388)

9. 보건복지부 0.392*** 0.539***
(0.0602) (0.0467)

10. 산업통상자원부 0.0107 0.514***
(0.0680) (0.0570)

11. 여성가족부 0.390*** 0.256***
(0.0761) (0.0638)

12. 중소벤처기업부 0.279*** 0.385***
(0.0608) (0.0507)

13. 통일부 0.363*** 0.308***
(0.0655) (0.0450)

14. 해양수산부 0.470*** 0.477***
(0.0667) (0.0640)

15. 행정안전부 0.159** 0.287***
(0.0641) (0.0484)

16. 환경부 -0.0931 0.492***
(0.0697) (0.0656)

17. 관세청 0.502*** 0.681***
(0.0677) (0.0569)

18. 국세청 0.451*** 0.267***
(0.0657) (0.0535)

19. 기상청 0.157** 0.348***
(0.0709) (0.0566)

20. 농촌진흥청 0.0152 0.260***
(0.0762) (0.0887)

21. 문화재청 0.243*** 0.478***
(0.0444) (0.0376)

22. 산림청 0.533*** 0.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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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759) (0.0564)
23. 조달청 0.335*** 0.237***

(0.0565) (0.0458)
24. 통계청 0.694*** 0.938***

(0.0793) (0.0614)
25. 특허청 -0.0891 0.363***

(0.0749) (0.0844)
26. 공정거래위원회 0.523*** 0.398***

(0.0707) (0.0800)
27. 국가보훈처 0.182*** 0.497***

(0.0387) (0.0339)
28. 식품의약품안전처 1.085*** 0.883***

(0.0674) (0.0649)
29. 인사혁신처 0.268*** 0.473***

(0.0545) (0.0494)

2.sq1xA 0.0256 -0.186***
(0.0218) (0.0251)

3.sq1xA -0.300*** -0.347***
(0.0541) (0.0498)

4.sq1xA -0.183*** -0.236***
(0.0292) (0.0308)

5.sq1xA 0.209*** -0.167***
(0.0299) (0.0308)

6.sq1xA 0.0696** -0.0547**
(0.0256) (0.0267)

7.sq1xA 0.124*** -0.0157
(0.0275) (0.0235)

8.sq1xA 0.191*** -0.0538
(0.0328) (0.0355)

9.sq1xA 0.200*** -0.131***
(0.0316) (0.0281)

10.sq1xA -0.279*** -0.126***
(0.0382) (0.0433)

11.sq1xA 0.555*** -0.0122
(0.0187) (0.0228)

12.sq1xA -0.191*** -0.412***
(0.0347) (0.0382)

13.sq1xA -0.182*** -0.398***
(0.0349) (0.0391)

14.sq1xA 0.0865*** -0.0662*
(0.0311) (0.0373)

15.sq1xA 0.138*** -0.378***
(0.0304) (0.0309)

16.sq1xA 0.0962** 0.118***
(0.0380) (0.0368)

17.sq1xA 0.0672*** -0.0423**
(0.0206) (0.0171)

18.sq1xA -0.0669 -0.317***
(0.0472) (0.0526)

19.sq1xA 0.0137 0.0650*
(0.0428) (0.0349)

20.sq1xA -0.0500 -0.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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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53) (0.0277)

21.sq1xA 0.240*** 0.0159
(0.0319) (0.0344)

22.sq1xA 0.326*** 0.362***
(0.0317) (0.0328)

23.sq1xA -0.437*** -0.232***
(0.0362) (0.0430)

24.sq1xA -0.278*** -0.0678
(0.0394) (0.0423)

25.sq1xA 0.188*** -0.0211
(0.0394) (0.0454)

26.sq1xA -0.194*** -0.368***
(0.0388) (0.0465)

27.sq1xA 0.223*** -0.187***
(0.0390) (0.0338)

28.sq1xA 0.0236 0.178***
(0.0314) (0.0408)

29.sq1xA 0.0146 0.114***
(0.0384) (0.0360)

2.sq1xA -0.180*** -0.263***
(0.0252) (0.0222)

3.sq1xB 0.152*** -0.137***
(0.0373) (0.0327)

4.sq1xB -0.187*** -0.317***
(0.0335) (0.0255)

5.sq1xB -0.00443 0.199***
(0.0358) (0.0347)

6.sq1xB 0.187*** -0.182***
(0.0383) (0.0450)

7.sq1xB 0.0892** 0.557***
(0.0426) (0.0355)

8.sq1xB 0.103*** -0.0777**
(0.0372) (0.0348)

9.sq1xB 0.420*** 0.0562
(0.0563) (0.0436)

10.sq1xB 0.116** -0.0608
(0.0539) (0.0508)

11.sq1xB 0.0541* 0.376***
(0.0311) (0.0328)

12.sq1xB -0.0557 -0.360***
(0.0359) (0.0267)

13.sq1xB -0.242*** -0.108**
(0.0451) (0.0427)

14.sq1xB 0.508*** 0.420***
(0.0389) (0.0311)

15.sq1xB 0.0650 -0.0138
(0.0397) (0.0433)

16.sq1xB 0.133*** -0.237***
(0.0465) (0.0375)

17.sq1xB -0.225*** -0.0246
(0.0404) (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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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sq1xB 0.0843 0.272***
(0.0555) (0.0497)

19.sq1xB 0.195*** 0.506***
(0.0303) (0.0336)

20.sq1xB 0.0726** -0.244***
(0.0330) (0.0290)

21.sq1xB 0.0360 -0.0431
(0.0513) (0.0444)

22.sq1xB -0.138*** 0.165***
(0.0388) (0.0359)

23.sq1xB 0.202*** 0.213***
(0.0431) (0.0394)

24.sq1xB -0.310*** -0.377***
(0.0272) (0.0336)

25.sq1xB 0.0549 0.0254
(0.0468) (0.0561)

26.sq1xB -0.0962** -0.456***
(0.0428) (0.0577)

27.sq1xB 0.245*** 0.151***
(0.0429) (0.0335)

28.sq1xB 0.186*** 0.218***
(0.0376) (0.0359)

29.sq1xB -0.0432 0.0874*
(0.0453) (0.0465)

2.sq1xAxB -0.621*** -0.881***
(0.0369) (0.0298)

3.sq1xAxB -0.811*** -0.743***
(0.0358) (0.0312)

4.sq1xAxB -0.0535** -0.0744***
(0.0245) (0.0197)

5.sq1xAxB -0.626*** -0.185***
(0.0198) (0.0176)

6.sq1xAxB -0.484*** -0.587***
(0.0382) (0.0396)

7.sq1xAxB -0.689*** -0.629***
(0.0267) (0.0236)

8.sq1xAxB -0.380*** -0.535***
(0.0301) (0.0278)

9.sq1xAxB -0.588*** -0.191***
(0.0392) (0.0359)

10.sq1xAxB -0.566*** -0.468***
(0.0285) (0.0249)

11.sq1xAxB -0.728*** -0.629***
(0.0383) (0.0341)

12.sq1xAxB -0.579*** -0.555***
(0.0256) (0.0210)

13.sq1xAxB -0.771*** -0.556***
(0.0315) (0.0301)

14.sq1xAxB -0.523*** -0.740***
(0.0427) (0.0431)

15.sq1xAxB -0.723*** -0.869***
(0.0325) (0.0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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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sq1xAxB -0.437*** -0.726***
(0.0322) (0.0305)

17.sq1xAxB -0.235*** -0.374***
(0.0258) (0.0260)

18.sq1xAxB -0.436*** -0.287***
(0.0413) (0.0356)

19.sq1xAxB -0.580*** -0.641***
(0.0406) (0.0358)

20.sq1xAxB -0.610*** -0.464***
(0.0356) (0.0345)

21.sq1xAxB -0.502*** -0.831***
(0.0342) (0.0248)

22.sq1xAxB -0.184*** -0.246***
(0.0357) (0.0320)

23.sq1xAxB -0.455*** -1.219***
(0.0410) (0.0429)

24.sq1xAxB -0.476*** -0.545***
(0.0393) (0.0455)

25.sq1xAxB -0.903*** -0.572***
(0.0351) (0.0342)

26.sq1xAxB -0.588*** -0.789***
(0.0278) (0.0262)

27.sq1xAxB -0.684*** -0.568***
(0.0336) (0.0356)

28.sq1xAxB -1.228*** -0.541***
(0.0291) (0.0256)

29.sq1xAxB -0.549*** -0.357***
(0.0264) (0.0243)

조직 동일시 0.0518 -0.0545
(0.0498) (0.0553)

부처 간 경쟁 인식 0.250*** 0.203***
(0.0455) (0.0484)

사회적 소망성 편향 -0.363*** -0.262***
(0.0755) (0.0801)

Log (연령) -0.840* -1.590***
(0.421) (0.327)

여성 0.129 0.130
(0.103) (0.0997)

Log (재직기간) -0.0320 0.0836
(0.0862) (0.0678)

현재직급 (준거기준: 3급)

4급 -0.124 -0.594
(0.464) (0.489)

5급 -0.0239 -0.417
(0.428) (0.537)

6급 -0.0929 -0.488
(0.455) (0.536)

7급 -0.160 -0.869
(0.502) (0.539)

8급 -0.293 -0.823
(0.500) (0.559)

9급 -0.101 -1.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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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 < 0.1, ** p < 0.05, *** p < 0.01

(0.520) (0.540)
최종학력 (준거기준: 1. 고졸)

2. 대졸 0.319 0.365
(0.333) (0.217)

3. 석사 0.189 0.408*
(0.373) (0.238)

4. 박사 0.0283 0.277
(0.371) (0.393)

(Constant) 6.575*** 10.12***
(1.618) (1.292)

Observations 1327 1327
R-squared 0.168 0.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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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mainly investigates how intra-governmental competitions 

affect the unethical pro-organizational behavior (UPB here after) of 

bureaucrats in  Korea. In cases of conflicts of interest between 

organizations, each organization tends to show egoistic behaviors, such 

as UPB. UPB refers to actions that may violate core societal values or 

one's ethical standards but are intended to promote the effective 

functioning of the organization. To reflect diverse dimensions of 

competition, this study included competition between ministries, 

competition for individual performance within ministries, and trait 

competitiveness as a personality trait.

Survey experiment was conducted to verify hypotheses in this 

study. Specifically, a total of four scenarios were constructed using 2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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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ional design to vary levels of inter-organizational competition 

(cooperation, competition) and intra-organizational competition 

(cooperation, competition). One of scenarios were randomly distributed 

to respondent. After familiarizing themselves with the scenario, they 

were asked to respond to intentions to engage in UPB, such as hiding 

unfavorable information from competitors, or exaggerating organizational 

capacity.

Main results are found as follows. First of all, it is shown that 

competition between ministries has a positive impact on UPB as 

Hypothesis 1 predicted through discussions on psychological processes 

such as organizational identification, in-group favoritism, etc. 

Hypothesis 2 is about how competition among individual 

members within the ministry affects UPB both directly and indirectly.  

Positive social exchange relationships between employees and 

organizations will be formed through the rewards provided by 

organizations for individual performance and efforts, and employees are 

willing to behave unethically for their own organizations. In another 

way, when there is competition between individuals within a 

department, people are shown to take strategies such as UPB to show 

that they contribute to the organization for their own benefit. Results 

show that there exists a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 competition  

and UPB with very small effects.

Hypothesis 3 and 4 is established to test moderating effects of 

two types of trait personality(interpersonal competitiveness and Self 

enhancement competitiveness). Individuals with high interpersonal 

competitiveness are likely to have low ethical standard and they want 

to win every competitive situation. The results show that the higher 

the level of interpersonal competitiveness, the more confidential the 

information that is unfavorable to their organizations where both 



- 163 -

competitions between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exists. Meanwhile, 

personal development competitiveness has no impact on UPB. People 

with higher personal development competitiveness value common goods 

and public interest and they avoid unethical behaviors.

To sum, different types of intra-governmental competitions is 

importantly guide bureaucrat’s behavior. Also, it can be said that trait 

competitiveness, especially interpersonal competitiveness, an important 

motivation for bureaucrats in Korea. This study has academic 

significance by discussing the subject of competition that has been 

rarely addressed in the public administration area.

keywords : bureaucratic competition, interpersonal competition, unethical 

pro-organizational behavior, trait competi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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