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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I examined key components of integrity system discussed in previous studies, and then
investigated that these key components could affect organizational integrity, and organizational integrity
could affect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at the same time. Further in terms of components of the integrity
system can affect not only enhancement of organizational integrity but also organizational commitment, I
explored relation between integrity system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This study has a important meaning in the way that the relationship with organizational
effectiveness(organizational commitment) through organizational integrity for the first time is stated, in
addition to analyzing key components of integrity that can affect the organizational integrity in previous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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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부패는 어원상 썩어서 무너지다(腐敗)는 의미로서 개인만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속한 사회, 더 나아가 한 국가의 정권도 몰락시키는 암과 같은 존재이다. 리비
아의 카다피 정권의 붕괴나 우리나라 근대사인 제1공화국인 이승만 정권의 몰락과정을
보더라도 부패가 정권을 붕괴시키는 주요 원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가마다 부패의 수준이 다르다 할지라도 부패의 수준을 낮춰 청렴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모든 국가의 공통 관심사이다.
국가경제규모에 비해 청렴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받는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
지 이다. 이처럼 부패가 호전되고 있지 않은 한국적 상황1)에서 우리나라의 반부패․청
* 본 글은 2013년도 한국지방정부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청렴시스템과 조직청렴도 및 조
직몰입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를 수정·보완한 논문임을 밝힙니다.
** 서울시립대학교 반부패시스템연구소 연구위원/경희대학교 겸임교수
1) 국제투명성기구(TI)가 해마다 발표하는 세계 각국의 청렴도 지수(CPI, 10점 만점)에서 우리나
라는 지난 2005년 처음으로 5점대에 진입한 후 2008년에는 5.6점까지 올랐지만, 이명박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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렴 관련 기존 학문적 논의는 주로 청렴도 결정요인 즉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해 인적,
제도적, 문화적 측면을 통한 시스템적 관점에서의 원인분석(김해동․윤태범, 1994; 박중
훈, 1999; 김태룡․안희정, 2000; 김택, 2000; 김상철, 2006; 유종해․김택, 2010; 이상범,
2012)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는 깨끗하고 투명한 한국사회가
되기 위해서 향후 지속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편으로 이러한 연구경향은 청렴도가 낮을 경우 또는 높을 경우 조직에 어
떠한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빈약하게 만드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특히
반부패청렴관련 학자 및 실무자들이 청렴도가 높아지면 조직 경쟁력의 한 차원으로 볼
수 있는 조직효율성2)이 높아진다고 보는 주장(이정주, 2012, 국민권익위원회, 2012a)과
지나친 청렴의 강조가 오히려 청렴피로도를 가속시켜 조직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는 일선행정기관 조직구성원들의 주장(반부패시스템연구소, 2012)이 상반되고 있지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증연구가 미약해 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논의된 청렴시스템의 핵심적인 구성요소를 검
토하고, 이들 구성요소가 청렴도에 미치는 영향, 청렴도가 조직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도록 한다. 더 나아가 청렴시스템의 구성요소가 청렴도 제고뿐만 아니라 조직효
율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청렴시스템과 조직효율성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추
가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특히 조직효율성의 경우 본 연구대상기관이 공공기관임을
감안하여 조직목표 자체의 추상성뿐만 아니라 산출의 문제로 행태적 차원의 조직몰입
을 통해 간접적으로 주로 측정된다는 점(이정주, 2005)에서 조직몰입을 통해 논의하도
록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청렴시스템의 개념 및 접근방식

시스템이란 특정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상호작용하는 구성요소들의 집합체이다. 청
렴시스템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종합적, 유기적으로 연계된 구성요소들의 집합체로서
청렴도 결정요인이다.
청렴시스템은 거시적인 국가적 관점과 중범위적인 조직적 관점3)으로 구분할 수 있
출범 이후 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12년부터는 청렴도 지수가 10점 만점에서 100점 만
점으로 바뀌었다. 2012년 56점으로 2011년 43위에서 45위로 하락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지난
해 보다 1점이 떨어진 55점으로 177개국 중 46위로 순위마저 1단계 떨어져 2010년 이후 3년
연속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 본 연구에서 효율성은 목표달성도인 효과성과 최소투입 대비 산출인 능률성을 포괄한 개념으
로 파악한다.
3) 여기서의 조직적 관점은 조직 그 자체를 분석단위로 한 연구와 조직에 대한 개인의 인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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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제투명성기구에서 개발한 국가청렴시스템(NIS: National Integrity System)은 국
가적 관점의 청렴시스템이다. 국가청렴시스템은 한 국가의 정당, 행정부, 입법부, 법률
집행기관, 반부패기관, 최고회계감사기관, 공공조달, 언론, 시민사회, 기업 등과 같은 주
체(pillar)가 반부패 및 청렴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행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데 용이하
다. 이 방식은 여러 주체들의 전방위적인(Holistic approach) 접근방식이다(이정주,
2008). 하지만 국가적 관점의 국가청렴시스템(NIS)은 국가 간 비교연구로 반부패통제주
체가 존재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법이나 제도차원에서 논의하기 때
문에 조직구성원의 반부패 의지나 문화는 정확히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조직적 관점의 청렴시스템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대표적
인 선행연구로는 기관장의 윤리적 리더십, 청렴제도, 청렴문화, 청렴의 사회적 기대, 구
성원의 청렴의식이 청렴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인으로 파악한 이상범(2012)의 연구, 개인
적 요인 · 사회문화적 요인 · 제도적 요인 · 통제적 요인으로 파악한 김태룡·안희정
(2000)의 연구, 건설 분야를 대상으로 제도적인 요인을 중심으로 청렴시스템을 파악한
이정주·박정수(2003)의 연구, 환경정책문화와 의사결정구조와 같은 제도적인 요인을 중
심으로 청렴시스템을 파악한 이정주·윤순진(2005) 연구, 승진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인적, 제도적, 환경적 요인을 중심으로 청렴시스템을 파악한 이정주·송효진·이선중
(2012) 연구 등이 있다. 또한 기관장 노력도, 청렴교육·홍보, 행동강령, 취약분야 투명성
제고, 행정정보공개, 자체감사역량강화, 공익신고의 활성화, 상시 확인시스템, 청렴지수
개선노력도 등을 통해 청렴시스템을 평가하는 서울시 반부패시책평가모형(반부패시스
템연구소, 2011), 반부패인프라 구축, 정책투명성·신뢰성 제고, 부패유발요인개선, 공직
사회 청렴의식·문화개선, 부패방지 및 신고활성화, 종합청렴도, 청렴도 개선 등을 통해
청렴시스템을 파악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반부패경쟁력 평가모형(국민권익위원회,
2012b)이 있다.
특히 조직적 관점은 제도 뿐 만 아니라 개인, 문화적 차원에서도 청렴시스템을 파악
할 수 있으므로 국가적 관점 보다 용이한 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렴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청렴시스템을 개인적, 제도적, 환경문화적 차원으로 분류하여 조
직적 관점에서 파악하고자 한다.
2. 조직적 관점에서의 청렴시스템의 주요 논의와 비판적 검토

청렴시스템의 개인적 구성요소로는 최고지도자의 윤리, 조직구성원들의 윤리의식 등
을 들 수 있으며(Hegarty & Sims, 1978; Brown et al., 2005; 김호정, 2005; 박경선․
최애경, 2008; 민병익․이상범, 2008; 이상범, 2012; 손은일․송정수, 2012; 김진의,
2012), 제도적인 요인으로는 부패를 행하였을 경우 기대비용을 높이거나 제도상 부패를
묻는 연구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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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발할 수 있는 독점성, 재량성을 낮추고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식의 부패통제메
커니즘과 청렴교육이 있다(Rose-Ackerman, 1997; Kligarrd, 1999; Ford and Richarson,
1994; Loe et al., 2000; Cherry and Fraedrich, 2000; Beams et al; 2003; Shapeero et
al; 2003; 김호정, 2005; 최진욱, 2005; 윤기찬, 2011). 환경문화적 요인으로는 부패친화적
인 조직문화(한국행정학회, 1999; 조은경․이정주, 2006; 이상범, 2012; 김진의, 2013)가
대표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직구성원 개인의 윤리의식보다 리더의 청렴의지가 상당
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조직의 리더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조직구성원의 청렴에 대한
반응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지도층의 노블리스 오블리주 실천의지가 낮게 평
가받고 있다는 점에서 청렴에 대한 리더의 관심과 의지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부패행위를 했을 때 이에 상응한 처벌을 받고, 청렴행위를 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 구축도 필요하다. 부패가 발생하면 이를 치유하기 위한 비용이 많이 소요
되기 때문에 부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기능으로서 청렴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청렴교육은 우리나라의 반부패정책이 조직문화를 고려하지 않고 추진하여 발생
되는 제도적 형식주의의 부작용을 막고 조직구성원들의 의식변화를 통해 청렴문화를
구축할 수 있다. 유엔반부패협약에서도 청렴교육이 조직구성원의 비윤리적 행위나 불공
정한 행위를 사전에 막고 조직내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서 조직 경쟁력을 확보하
는 주요한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UNCAC, UN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마지막으로 문화차원에서도 관행화된 부패 친화적인 연고주의와 폐쇄적인 조직문화
적 요소를 어떻게 극복하는가가 주요한 이슈로 나타나고 있다. 조은경․이정주(2006)의
연구결과에서 보듯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연고주의의 문화속성이 강하며
이러한 특성이 청렴도를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고주의의 탈피가 필요하다. 부산저
축은행비리, 원자력 비리 사건은 연고주의와 폐쇄적인 조직문화가 주요 요인임이 언론
을 통해 밝혀지고 있다(NewDaily, 2011. ; Newsis. 2013).
기존 연구는 청렴도 결정요인, 즉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원인분석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이는 청렴도가 조직에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빈약
하게 만든다. 청렴도가 높아지면 조직효율성이 높아진다는 주장(이정주, 2012; 국민권익
위원회, 2012a)이 있다. 이정주(2012)는 부패방지법상의 부패의 개념에는 예산낭비적 요
소가 포함되어 예산낭비가 줄어들면 조직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교육 표준안에는 부패가 국가경쟁력의 저해요소로 조직효율성을
떨어뜨려 조직의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는 달리 지나친 청렴
의 강조가 오히려 조직구성원의 청렴 피로도를 가속시켜 조직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
다는 연구(반부패시스템연구소, 2012)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반된 주장에 대한 실증
연구가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청렴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가 조직청렴도에 미치는 영향, 청렴도를 통해 또는 직접적으로 조직몰입
에 미치는 영향을 동시에 고찰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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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렴시스템의 구성요소와 조직청렴도
1) 최고관리자의 관심 및 실천의지와 조직청렴도

Harvard Business Review를 구독하는 경영자들이 청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
인으로 최고관리자를 언급할 정도로 최고관리자는 조직구성원의 윤리적 행위를 격려하
거나 비윤리적 행위를 억제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Ford& Richardson, 1994)
특히 한국사회에서는 청렴문화가 정착되어 있지 않으므로 최고관리자의 역할이 더욱
더 중요하다. 청렴은 최고관리자의 시각에 따라 결정되며 조직 내의 부정, 비리에 대한
최고관리자의 안일한 태도는 조직내부의 청렴도를 저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근 신공공관리라는 이념 아래 성과 위주의 조직 관리로 공직윤리가 저해될 가능성
이 높아지고 있어서 최고관리자의 청렴에 대한 관심과 실천의지가 더욱더 요구되는 실
정이다.
최고관리자의 청렴에 대한 관심과 실천의지는 윤리적 리더십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
닌다. 일반적으로 윤리적 리더십은 리더가 규범적으로 적절한 행동을 보이고, 상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공정한 의사결정을 통해 조직구성원으로 하여금 적합한 행동을 하
도록 촉진하는 것으로 의미한다(Brown et al., 2005; 손은일․송정수, 2012). 결국 윤리
적 리더십은 본인 스스로 솔선수범하며 조직구성원들의 말을 경청하고, 특혜나 차별대
우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사회에서 청렴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청렴정책에 대
해 보다 적극적인 추진동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최고관리자의 의지는 윤리적 리더십
의 근간이 될 수밖에 없다. 최고관리자가 청렴을 강조한다는 것은 본인 스스로 청렴에
대한 자신감을 통해 조직구성원에게 청렴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유도할 가능성
이 높음을 의미한다. 윤리적 행동을 당부하는 기관장의 서신을 받은 부하직원이 서신을
받지 않은 부하직원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적 행동을 보이는 점(Hegarty & Sims, 1978)
이 이를 뒷받침한다.
최고관리자의 청렴에 대한 관심과 실천의지의 중요성은 실무적으로 많이 언급되어
왔지만 학술적인 관심은 부족한 편이다. 최고관리자의 실천의지와 청렴에 대한 연구로
임옥기(2008)의 연구에서 부패교육에 대한 기관장의 관심이 청렴수준을 높이며, 이상범
(2012)의 연구에서 ‘기관장의 반부패 청렴의지’, ‘기관장의 반부패 청렴 언급정도’ 등의
측정지표를 통한 기관장의 윤리적 리더십이 개인 및 조직청렴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병익․이상범(2008)의 연구에서는 반부패정책효과의 측면에서
부패방지에 대한 기관장의 의지가 반부패청렴정책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청렴이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청렴이 내재화되기 위해서
는 윤리적 의사결정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Akaah and Riordan(1989)는 비윤리적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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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최고 관리자의 실천이 없을 경우 조직 내에서 윤리적으로 의심
받을 수 있는 행위를 강하게 묵인하는 것임을 밝힘으로써 조직구성원의 윤리적 행태에
있어 최고관리자의 영향력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박경선․최애경(2008)과 김호정
(2005)의 연구에서도 최고관리자의 도덕적 역량이 윤리적 의사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진의, 2013).
따라서 최고관리자의 청렴에 대한 관심 및 실천의지와 조직청렴도와의 관계는 다음
과 같은 가설을 설정해 볼 수 있다.
<가설 1> 최고관리자의 청렴에 대한 관심과 실천의지는 조직청렴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청렴교육과 조직청렴도

부패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조직구성원의 의식과 태도변화가
뒷받침되지 않고는 청렴을 실현하기 어렵다. 청렴교육은 공무원의 관행과 행태를 투명
하고 깨끗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다. 부패의 해악과 이로 이해 발생되는
경제적 및 사회적 비용을 사전에 인식하게 함으로써 조직을 부패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매우 유용한 방안이다. 청렴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조직과 관련된 정책고객, 시민
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청렴교육은 청렴성을 높이는 주요 요인이다. 반부패 청렴에 대한 교육․홍보기능이
부패방지를 위해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밝힌 연구(최진욱, 2005), 지
방정부의 부패방지정책의 효율성을 분석하기 위해 16개 광역 시도의 예산, 인력, 교육
건수를 투입변수로 하여 자료포락분석(DEA)을 실시한 결과 청렴교육 실적이 부패방지
정책의 효율성 제고에 영향을 주는 연구(윤기찬, 2011), 지방정부의 부패통제수단으로
‘부패방지교육 등과 같은 제도적 요인이 부패수준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김태룡․
안희정, 2000), 청렴교육이 부패감소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임옥기, 2008; 라영재, 2009)
등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이정주․이선중, 2012).
따라서 청렴교육과 조직청렴도와의 관계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해 볼 수 있다.
<가설 2> 청렴교육은 조직청렴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보상

․제재와 청렴도

개인의 윤리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보상과 처벌이 논의될 수 있듯
이(Wittmer, 1994; 김호정, 2005). 조직의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제재나 윤리적 행위에 대한 보상이 주요 요인으로 논의될 수 있다. 즉 윤리적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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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할 경우 인사 및 금전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비리 발생 시 인사 및 금전상의 불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구성원들의 윤리적/비윤리적 판단과 행태에 영향을 주어 조직전
반적인 청렴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보상은 비윤리적 행위의 빈도수를 증가시키며, 효과적
인 처벌시스템은 그러한 행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Ford and Richarson, 1994;
Loe et al., 2000; Cherry and Fraedrich, 2000; Beams et al; 2003; Shapeero et al;
2003; 김호정, 2005) 보상과 처벌이 조직청렴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견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보상·처벌과 조직청렴도와의 관계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해 볼 수 있다.
<가설 3> 청렴에 대한 보상은 조직청렴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청렴하지 못한 행위에 대한 처벌은 조직청렴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칠 것이다.
4) 부패친화적 조직문화와 조직청렴도

조직문화는 문화 자체가 지니고 있는 다차원적 개념으로 인해 합의된 정의를 도출하
기는 어려우나(이양수, 1990), 조직의 전통과 분위기로 조직의 가치관, 신조 및 행동패
턴이라 규정한 Ouchi(1981), 특정 조직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관, 이념, 신념,
관습, 지식, 기술 그리고 상징물 포함하는 종합적인 개념이라고 본 Hofstede(1984)의 정
의 등을 고려해 본다면, 조직구성원이 보유하는 가치․신념 및 규범체계라 정의할 수
있다(이정주, 2005).
이러한 조직문화는 조직의 목적, 전략 및 제반행동에 관한 방향과 지표를 제공하기
때문에(Wiener, 1998), 조직문화 형성 요건이 조직 전반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결국 조직구성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조직문화가 윤리적일수록 청렴한 의사결정
을 행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조직 내의 윤리적 문화가 윤리적 의사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Verbeke, Ouwerkerk & Peelen, 1996; Treviῇo et al., 1998), 윤리적 문화가 청
렴도를 높이는 주요 요인임을 예견해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부패친화적 조직문화는 권력거리감이 높고, 집단주의 속성이 강하며, 남성
주의 문화가 강하며, 연고주의적 속성을 많이 지녀 청렴도를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조은경․이정주, 2005 재인용).
권력거리감은 권력의 불평등한 분배에 대한 수용의 수준으로, 권력 거리감이 높은
조직일수록 권력의 계층제로 조직 상사와 부하 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에 대해 부하가 상사에 대해 직언을 할 수 없으므로 부패행위를 눈감고 넘
어갈 가능성이 높다. 집단주의 속성은 사회의 정체성이 집단구성원에 근거한 규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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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신뢰를 가지면서 집단에 대한 충성의 대가로 개인을 보호하는 성향이 짙다. 따라서
집단주의 하에서는 집단충성을 효율성보다 가치 있게 평가하기 때문에 개인의 윤리적
책무감에 의한 내부공익신고제도가 활발하지 못할 개연성이 높다. 남성주의는 권력과
소유욕을 강조하며,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보다 자기주장을 더욱더 선호한다. 또한 누
군가를 지배하려는 속성이 강하며 물질적인 금전이나 출세를 통한 성공을 강조함으로
써 삶의 질에 대한 관심과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남성주의가 강할 경우 물질
적이거나 금전적인 성공을 삶의 우선 가치로 보기 때문에 성공을 위해 부패를 조장할
가능성이 높다(Hofstede, 1997; Weaver, 2001)4). 연고주의는 일반적으로 학연, 혈연, 지
연의 세 가지 출신성분으로 맺어진 연관성, 친분관계, 소속감을 말하며(이훈구, 2003),
연고를 빌미로 제1차적 집단중심의 패거리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합리적 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기보다 특별한 연고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유리한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청렴도를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한국행정학회, 1999).
또한 조직구성원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폐쇄적인 조직문화는 비윤리적이거나 부
당한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사를 개진할 수 없기 때문에 청렴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부패친화적 조직문화와 조직청렴도와의 관계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해
볼 수 있다.
<가설 5> 부패친화적 조직문화는 조직청렴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조직청렴도와 조직몰입의 관계

청렴도는 단순히 윤리나 도덕성을 강조하는 수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경
쟁력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핵심가치5)로 부상하고 있어 청렴도가 조직경쟁력의 일환
이라 할 수 있는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조직몰입은 조직구성원이 조직이나 조직목표에 대해 갖는 심리적인 애착 또는 동일
시 정도를 일컫는다(Mowday et al., 1979). 이는 조직구성원과 조직을 이어주는 매개체
로 조직전체의 생산성과 효과성, 조직의 혁신적 업무행동 등을 높이고 결근율, 이직의
도 및 이직행동을 포함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줄이는 효과를 지닐 만큼 중요한 기능을
4) David Dollar, Raymond Fisman, Robert Gatti의 Are Women Really the Fairer Sex? Corruption and Women

in Government라는 연구보고서(1999, World Bank)에 따르면, 국회에서 여성의원들의 비율이 증가할수록 부패
가 줄어든다는 가설의 입증했는데 이는 기존 남성 중심적인 네트워크에서 많은 여성들이 정부기관에 참여함으
로써 부패를 감소시킬 수 있음을 시사했다(조은경․이정주, 2006 재인용).

5) 이를테면 청렴도 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의 경우, 국제투명성 기구가 매년
공무원이나 정치인의 부패수준을 측정하여 발표하지만 해당 순위가 낮다고 해서 그 자체로
특별히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그 나라의 청렴도가 낮다고 평가될 경우 외국인
의 투자자들이 실상품의 가치보다 평가절하 할 것이고 해당 국가에게는 경제적으로 큰 불이
익이 초래되어 국가의 경쟁력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메커니즘을 보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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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기 때문에 조직성과를 연구하는데 있어 중요한 변수로 인식되어 왔다(최낙범․
엄석진, 2013; Mathieu & Zajac, 1990; Meyer et al., 2002; O'Reilly & Chatman, 1986;
이명신·장영철, 2010).
조직몰입은 일반적으로 정서적 몰입, 지속적 몰입, 규범적 몰입으로 구분한다(Allen
& Meyer, 1990). 정서적 몰입은 조직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 즐겁게 여기는
것을 의미하는 감정적인 측면이며, 지속적 몰입은 조직을 떠났을 경우 잃게 되는 손실
을 고려하여 조직에 계속 몰입하는 경제적 관점에서의 몰입을 의미한다. 규범적 몰입은
조직구성원들이 조직의 규범을 내재화하여 조직에 남아야 한다는 조직에 대한 책임감
의 몰입이다.
조직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결국 조직구성원 본인의 가치와 조직의 가치와
의 일치, 조직에 대한 자부심 등이 전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조직몰입은 조직경
쟁력의 필요조건이라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조직 청렴도가 높을 경우 개인의 성과는 상관의 충성에 대한 대가로서
호의를 베푸는 온정주의가 아닌 공(公)과 사(私)의 구분에 의한 객관적인 실적에 의해
평가된다고 한다(조은경․이정주, 2006). 학연·혈연·지연과 같은 연고를 부당하게 이용
하는 줄서기 관행보다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이며 이러한 과정 속
에서 자신의 가치와 조직의 가치가 일치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또한 조직의 청렴
도가 높다는 것은 업무처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됨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투명성
과 공정성이 떨어지는 조직에 비해 투명성과 공정성이 높은 조직의 경우 조직구성원이
청렴한 조직에 근무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더욱 더 느낄 것이며 이는 전반적인 조직
몰입으로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조직청렴도는 조직몰입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을 예견해 볼 수 있다.
<가설 6> 조직청렴도는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5. 청렴시스템의 구성요소와 조직몰입

청렴시스템이 조직몰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선행연구는 전무하다6).
다만 청렴시스템의 구성요소가 청렴도를 결정짓는 주요 요인이며, 청렴도가 조직경쟁력
의 핵심가치(국민권익위원회, 2012a)이라는 점에서 조직청렴도가 높아져 조직몰입이 이
루어질 개연성이 많다는 점에서 청렴시스템의 구성요소가 조직몰입에 영향을 줄 가능
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청렴시스템의 구성요소가 개인적 측면, 제도적인
측면, 환경문화적인 속성으로 청렴도를 거치지 않고도 조직몰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6) 학술검색사이트인 http://kiss.kstudy.com와 http://www.dbpia.co.kr/을 통해 전체검색어로 ‘청
렴’이라는 용어를 넣어 검색하고 다시 결과 내 검색으로 조직몰입을 넣어 검색한 결과 한건
도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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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 관계에 대한 고찰도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1) 최고관리자의 관심 및 실천의지와 조직몰입

최고관리자의 청렴에 대한 관심과 실천의지를 통한 윤리적 리더십은 조직구성원의
윤리관련 행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동기부여, 직무만족, 조직몰입, 조직시민행동
등 조직효과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Schminke, Ambrose, & Neubaum, 2005;
Viswesvaran, Deshpande, & Joseph, 1998; Zhu, May, & Avolio, 2004; Khuntia &
Sugar, 2004; 김학수·정범구, 2008).
특히 윤리적 리더십과 조직몰입과의 관계에 있어 리더가 윤리적 리더십을 보이면 리
더의 행동이 부하들에게 전이되어 조직 내에 비윤리적인 행동이나 관계적 갈등이 줄어
든다(Meyer et al. 2002). 이는 윤리적 리더의 경우 리더와 부하간의 인지적, 감정적인
몰입을 하게하고 상호간의 노력을 공유하며 부하자신들의 이익보다 조직의 공통의 이
익을 추구하도록 하며(Gini, 1997, Bass & Steidlmeier, 1999; Kanungo & Mendonca,
1996), 격려와 임파워먼트를 통해 부하직원이 개인적 자신감을 갖고 스스로 만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Bass & Steidlmeier, 1999; Gini, 1997). 또한 윤리적인 리더는 공정하며
원칙 중심적 의사결정을 통해 조직 내 윤리적인 직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조직구성원
들이 조직에 대해 긍지를 가지고 몰입할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다(Deshpande et al.,
1993).
이처럼 최고관리자의 윤리적 리더십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상사가 의사결정시 부하
의 참여를 격려하고, 종업원들을 공정하게 대하려 한다고 느낄 경우에 조직몰입의 수준
이 높아질 수 있음을 제시해 왔다(정회근․심덕섭․김민정, 2013; 박노윤․설현도,
2011; 이근환․장영철, 2012; Zhu et al., 2004). 또한 이러한 논의를 통해 윤리적 리더십
이 직원의 조직몰입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실증분석도 있다(Khuntia & Suar,
2004; 신철우, 2006; 서균석․박동진․박찬관, 1998; 김학수․정범구, 2008). 특히 김학
수․정범구(2008)의 연구에서는 총 10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종사자 219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최고관리자의 윤리적 리더십이 조직몰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최고관리자의 청렴에 대한 관심과 실천의지와 조직몰입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해 볼 수 있다.
<가설 7> 최고관리자의 청렴에 대한 관심과 실천의지는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이다.
2) 청렴교육과 조직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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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조직이든 조직에서 교육훈련이 실시된다. 이는 비용이 들더라도 교육을 통해
조직목표 달성과 관련된 성과로 연계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교육훈련과 조직성과와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근거는 인적자본이론(Human Captal
Theory)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조직구성원에 대한 교육과 훈련에 투자하는 것이
근로자의 가치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기업의 생산성과 이익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
고 있다(배종석, 2012).
하지만 이러한 이론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많지 않으며, 일부 실증 연구들 중에서
는 교육훈련과 기업성과간의 관계가 무관할 수 있다는 회의론적 결과(Tharenou et al.,
2007; 김기태․조봉순, 2008)도 존재한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실증 연구(나인
강, 2010; 김기태, 2008; 임정연․이영민, 2010; 이경희․정진화, 2008; 신건권․정군오․
김연용, 2003)에서는 교육훈련이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는
추세이다(김민경․나인강, 2012).
한편 공공기관의 조직효율성을 측정하는데 활용되는 조직몰입과 청렴교육과의 관계
를 직접적으로 규명한 연구는 전무하다.
교육훈련과 조직몰입의 관계에서 보듯이 청렴교육 또한 직무교육의 한 유형으로 청
렴교육이 조직효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청렴교육을 통해
조직 내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관행, 비리를 막고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을 지향함으로
써 조직 구성원들 간의 신뢰를 확보하여 조직몰입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민
권익위원회에서 생애주기형 청렴교육방식을 채택하여 조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조
함으로써 직무비리나 예산낭비를 막아 조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것도 그러한 취
지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청렴교육과 조직몰입과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해 볼 수 있
다.
<가설 8> 청렴교육은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보상

․처벌과 조직몰입

조직은 조직구성원이 개인적, 조직적 목표를 달성하도록 동기부여를 위해 다양한 보
상과 제재를 사용할 수 있다.
보상은 조직구성원들이 조직을 위하여 과업을 수행한 것에 상응하여 조직이 구성원
들의 여러 가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공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박내희, 1997).
특히 보상은 조직구성원의 몰입을 유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크게 외재적 보상과 내재
적 보상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심원술, 김진희, 2001). 외재적 보상은 종업원이 회사로
부터 받는 복리후생, 임금, 승진공정성 등을 의미하며, 내재적 보상은 종업원들이 자신
의 직무수행과정에서 흥미와 도전을 느끼면서 갖게 되는 심리적 측면에서의 보상을 의

160 한국부패학회보 제19권 제2호

미한다.
기존 연구(Porter et al., 1974; Meyer & Allen, 1984; Allen & Meyer, 1990)에서는
내재적 보상과 외재적 보상이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청렴에 대한 제도개선 과제 제출 시 개인에게 인센티브의 개념으로 성과급에
산정함으로써 외재적 보상을 통해 조직구성원의 조직몰입을 유도하고 있다. 조직몰입이
노동보상의 함수인 것(고종욱·장인봉, 2004)처럼 청렴에 대한 보상은 조직구성원이 조
직의 청렴성을 제고한 노력에 대해 조직이 구성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조직몰입을 높
인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처벌은 청렴성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얼핏 보
기에 조직구성원에게 불이익과 부담을 주기 때문에 조직몰입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시스템은 비윤리적인 행위
를 감소시켜(Ford and Richarson, 1994; Loe et al., 2000; Cherry and Fraedrich, 2000;
Beams et al; 2003; Shapeero et al; 2003; 김호정, 2005) 청렴을 실천하는 조직구성원이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함으로써 조직몰입이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보상 및 처벌과 조직몰입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해 볼 수 있
다.
<가설 9> 청렴에 대한 보상은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0> 청렴하지 못한 행위에 대한 처벌은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칠 것이다.
4) 부패친화적 조직문화와 조직몰입

조직문화는 조직구성원의 공유된 가치로서 조직에 대한 정체성을 부여하고, 조직구
성원들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협력을 촉진하며, 조직구성원의 행태에 대한 규범으로
조정과 통합을 유지하게 하며, 조직구성원들에 대한 지침과 정당을 부여함으로서 조직
몰입이나 직무만족과 같은 조직효과성에 순기능의 역할을 한다(김호정, 2002). 실제로
윤리적인 조직문화는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elley &
Dorsch, 1991; Trevino, 1986, 이정주, 2010).
하지만 조직문화가 부패친화적일수록 조직에 대한 비리를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없
는 조직문화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으며 자신의 능력보다 외부적인 학연․혈연․지연과
같은 연고나 금권을 활용한 출세주의가 만연될 가능성이 높아 조직구성원들의 조직몰
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예견해 볼 수 있다. 즉 부패친화적인 조직문화일수록 왜곡된 집
단주의나 폐쇄주의가 팽배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러한 문화에서는 개인의 정의로운 의
견이 조직 내에 배려되지 못함에 따라 조직몰입은 당연히 떨어질 것이다. 일을 열심히
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승진하는 것이 아니라 줄 대기에 힘쓰는 사람이 승진하는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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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가 형성되어 있을 경우 조직구성원들의 조직에 대한 애착과 몰입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부패친화적 조직문화와 조직몰입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해 볼
수 있다.
<가설 11> 부패친화적 조직문화는 조직몰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Ⅲ. 청렴시스템의 구성요소와 조직청렴도 및 조직몰입과의 관련성 분
석을 위한 연구방법론
1.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청렴시스템의 구성요소라 할 수 있는 최고관리자의 청렴관
심 및 의지, 청렴교육, 청렴한 행위에 대한 보상, 청렴하지 못한 행위에 대한 처벌, 부
패친화적 조직문화가 조직청렴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는 것이다(<가설
1>, <가설2>, <가설3>, <가설4>, <가설5>). 둘째, 조직청렴도가 조직몰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가설6>), 셋째, 최고관리자의 청렴관심 및 의지, 청렴교육, 청렴한 행
위에 대한 보상, 청렴하지 못한 행위에 대한 처벌, 부패친화적 조직문화가 조직몰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가설7>, <가설8>, <가설9>, <가설10>, <가설11>)를 조사
하는 것이다.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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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문지의 구성 및 측정

최고관리자의 청렴관심 및 의지는 반부패시스템연구소(2011) 시책평가의 측정항목으
로 사용된 ‘기관장이 평상시 직원들에게 청렴의 중요성에 대해 자주 언급하는 정도’,
‘기관장이 서한문 발송, 청렴관련 토론회 등을 통해 기관의 대외적 청렴의지를 적극적
으로 실천하는 지의 정도’와 ‘기관장이 업무처리 시 공정하면서도 윤리적 의사결정을
하는지의 정도’를 설문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청렴교육은 ‘청렴교육의 체계화 정도’, ‘청
렴교육방식의 다양화 정도’, ‘청렴교육에 대한 직원들의 호응정도’를 설문문항으로 구성
하였다. 보상은 청렴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청렴하거나 윤리적 행동을 한 경우 인사상
의 이익을 받는지의 정도’, ‘청렴하거나 윤리적 행동을 한 경우 금전적인 이익을 받는지
의 정도’를 설문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처벌은 청렴하지 못한 행위에 대한 처벌로 ‘사소
한 비리사건이라도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는지의 정도’, ‘사소한 비리사건이라도 금전상
의 불이익을 받는지의 정도’를 설문문항으로 사용하였다. 부패친화적 조직문화는 ‘집단
주의 속성의 정도’, ‘남성주의 문화의 정도’, ‘의사결정에 있어 상사와 부하 간 불통정
도’, ‘학연, 혈연, 지연이 없으면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하는지의 정도’를 설문문항으
로 구성하였다. 이들 청렴시스템의 구성요소는 모두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했다.
조직청렴도는 10만점을 기준으로 기관의 청렴도 수준을 측정하였다. 조직몰입은
Mowday et al(1979)의 태도적 조직몰입으로 ‘조직이 나의 진가를 발휘하게 하는 정도’,
‘조직의 일원이 된 자부심 정도’, ‘조직의 가치와 개인의 가치와의 일치정도’를 통해 살
펴보았으며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했다.
3. 조사 설계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2012년 상반기 감사 결과 기관장 이하 전․현직 간부의 비리로 징계가 이
루어지는 등 조직전반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문제로 제기된 K 연구기관의 조직구성
원 전체를 대상으로 2012년도 11월5일부터 11월 9일간 약 5일간 실시되었다. 특히 K
연구기관은 내부자체감사가 아닌 외부감사의 결과로 조직의 비리가 드러났으며, 단순히
기관장의 개인비리 수준에 그치지 않고 전․현직 간부의 비리가 장기적으로 이루어져
조직의 총체적인 부패를 연구하기에 적절한 대상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설문조사 당
시 조직구성원들이 부패가 조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몸소 느끼고 있었던 시점
이라서 조직청렴도의 결정요인, 조직청렴도가 조직몰입 등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확
히 알 수 있다고 보았다.
설문지에 대한 배포 및 회수는 정책연구부의 정책전략팀의 협조를 통해 전수조사를
시도하였으며, 자료 분석은 총 직원 550명 중 449명이 응답한 결과를 토대로 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설문문항의 타당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먼저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런 다음 청렴시스템이 조직청렴도에 미치는 영향과 더불어 조직청렴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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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더 나아가 청렴시스템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동시에 분
석하기 위해 Amos 6.0 프로그램을 통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였다.
Ⅳ. 분석결과
1. 표본의 특성

표본의 구성을 보면 남성 228명(50.8%), 여성 219명(48.8%), 무응답 2명(0.4%)이었으
며, 연령별로 20대 122명(27.2%), 30대 188명(41.9%), 40대 113명(25.2%), 50대 이상 23
명(5.1%), 무응답 3명(0.7%)이었다. 직책별로 부장급 18명(4.0%), 팀장급 26명(5.8%), 비
보직자 396명(88.2%), 무응답 9명(2.0%)이었다. 업무특성별로는 연구부서 323명(71.9%),
행정부서 122명(27.2%), 무응답 4명(0.9%)으로 나타났다. 근무연수는 5년 이하 285명
(63.5%), 6년-10년 78명(17.4%), 11년-15년 30명(6.7%), 16년-20면 31명(6.9%), 21년 이
상 23명(5.1%), 무응답 2명(0.4%)으로 나타났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구분

연령

직책

빈도(명)

비율(%)

20대

122

27.2

30대

188

41.9

40대

113

25.2

50대 이상

23

5.1

무응답

3

0.7

부장급

18

4.0

팀장급

26

5.8

비보직자

396

88.2

무응답

9

2.0

남성

228

50.8

여성

219

48.8

무응답

2

0.4

449

100

구분

업무특성

근무연수

성별

총계

2. 신뢰도 및 타당도

총계

빈도(명)

비율(%)

연구부서

323

71.9

행정부서

122

27.2

무응답

4

0.9

5년 이하

285

63.5

6년-10년

78

17.4

11년-15년

30

6.7

16년-20년

31

6.9

21년 이상

23

5.1

무응답

2

0.4

449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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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청렴도를 제외한 청렴시스템의 구성요소와 조직몰입의 요인분석은 베리맥스
(Varimax) 회전을 이용한 주성분 분석을 통해 실시되어 <표 2>와 <표 3>과 같이 각
각 5개 요인과 1개 요인이 도출되었다.
청렴시스템의 구성요소인 5개의 요인은 모두 1이상인 아이겐 값으로 전체 변량의
78.2%를 설명하고 있으며 서로 간 구분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5개 요인의 신
뢰성을 측정하기 위한 크론바하 α(Cronbach's α)의 값이 0.7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도에
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직몰입의 1개의 요인도 역시 1이상의 아이
겐 값으로 전체 변량의 78.7%를 설명하고 있으며 설문 문항간 크론바하 α의 값이 0.8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청렴시스템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
신뢰도
분석

요인분석
최고관리
자의 청렴
관심
및
의지

청렴
교육

부패친화
적 조직문
화

보상

처벌

기관장은 업무처리 시 공정하면서도 윤리적인
의사결정을 행한다.
기관장은 평상시 직원들에게 청렴의 중요성에
대해 자주 언급한다.
기관장은 서한문 발송, 청렴관련 토론회 등을
통해 기관의 대외적 청렴의지를 적극적으로
실천한다.
우리가 받는 청렴교육은 체계화 되어 있다.
청렴교육 방식이 강의식 이외에 역할극, 인형
극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청렴교육에 대한 직원들의 호응이 높다.
청렴하거나 윤리적 행동을 한 경우 인사상의
이익을 받는다.
청렴하거나 윤리적 행동을 한 경우 금전상의
이익을 받는다.
사소한 비리사건이라도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
는다.
사소한 비리사건이라도 금전상의 불이익을 받
는다.
우리조직은 집단주의 속성이 강하다.
우리조직은 남성주의 문화가 강하다.
의사결정에 있어 상사와 부하 간 소통이 원활
하지 않다.
학연, 혈연, 지연이 없으면 상대적으로 불이익
이 생긴다.

.839

.180

-.177

.134

.190

.844

.295

-.168

.133

.160

.814

.307

-.168

.189

.174

.285

.782

-.175

.175

.148

.190

.808

-.092

.160

.149

.256

.795

-.152

.179

.156

.186

.215

-.103

.890

.213

.164

.213

-.087

.911

.125

.220

.194

-.160

.166

.897

.209

.196

-.156

.182

.897

-.050
-.081

-.011
-.063

.691
.807

.050
-.058

-.098
-.018

-.223

-.307

.591

-.254

-.154

-.237

-.216

.690

-.145

-.141

고유값(Eiein Value)

2.532

2.424

2.172

1.933

1.884

17.315
35.399

15.513
50.912

13.804
64.716

13.456
78.172

분산비율(%)
누적분산비율(%)
KMO=0.853 Bartlet= 3863.602

Cronbac
h's α

0.910

0.840

0.927

0.936

18.084
18.084
P=.000 N=436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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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조직몰입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조직몰입

C ro n b a ch ' s
α

내가 근무하는 조직은 나의 진가를 발휘하게 한다고 생각한다.

.741

나는 이 조직의 일원이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791

내가 추구하는 가치와 조직이 추구하는 가치는 비슷하다.

.828

고유값(Eiein Value)

2.360

분산비율(%)

78.674

누적분산비율(%)

78.674

KMO=0.724 Bartlet= 651.211

0.863

P=.000 N=448

3. 청렴시스템의 구성요소, 조직청렴도, 조직몰입과의 관계에 대한 가설검정

설문문항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 검증 이후에 청렴시스템의 구성요소가 조직청렴도
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과 조직청렴도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간의 관계를 검정
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였다.
먼저 모형의 적합성 검증을 위해 CMIN, NFI, IFI, RESEA, TLI와 같은 검증지수를
활용하였다. 검증 결과 CMIN/p값 검증결과를 제외하고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전
반적으로 수용 가능한 자료 적합도를 보여주었다.
<표 4> 모형의 적합도
적합도 지수

분석결과

적합도 기준값

적합여부

CMIN/p값

207.371/0.000

p>0.05

부적합

CMIN/DF

1.803

2이하

적합

NFI

0.961

0.9이상

적합

CFI

0.982

0.9이상

적합

IFI

0.982

0.9이상

적합

RMSEA

0.042

0.05이하: 좋다
0.05~0.1이하: 수용가능

적합

TLI

0.973

0.9이상

적합

166 한국부패학회보 제19권 제2호

1) 청렴시스템의 구성요소가 조직청렴도에 미치는 영향

(1) 최고관리자의 청렴 관심 및 실천의지와 조직청렴도
최고관리자의 청렴관심과 실천의지는 조직청렴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나(p<0.01) <가설 1>이 채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최고관리자의 도덕적인
역량이 윤리적 의사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기존 연구(박경선․최애경,
2008;, 김호정, 2005; 김진의, 2013) 결과와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또한 <표 5>에서 보
듯이 조직청렴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서 조직 리더의 청렴관심과 실천
의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청렴이 취약한 조직에서는 조직 리더의
윤리경영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알게 했다.
(2) 청렴교육과 조직청렴도
청렴교육은 조직청렴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p<0.05) <가설
2>가 채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반부패 청렴에 대한 교육․홍보기능이 부패방지
를 위해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밝힌 최진욱(2005)의 연구, 청렴교육
실적이 부패방지정책의 효율성 제고에 영향을 주는 윤기찬(2011)의 연구, 청렴교육이
부패감소에 영향을 준다는 임옥기(2008), 라영재(2009), 이정주․이선중(2012)의 연구결
과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결국 특히 청렴교육은 부패의 해악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드
는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부패가 발생하기 이전에 인식하게 함으로써 사전 예방적 기
능을 수행한다고 평가해 볼 수 있다.
(3) 보상․제재와 조직청렴도
청렴시스템을 이루는 구성요소로 청렴행위에 대한 보상과 청렴하지 못한 행위에 대
한 처벌의 경우 조직청렴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기존 연구결과(Ford and
Richarson, 1994; Loe et al., 2000; Cherry and Fraedrich, 2000; Beams et al; 2003;
Shapeero et al; 2003; 김호정, 2005)와 달리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
타나 <가설 3>과 <가설 4>는 기각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본 연구대상기관의 부패
문제가 조직 내에서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이루어져 청렴도를 저해하는 조직문화가
팽배함에 따라 단기적인 처방성격이 강한 보상․제재와 같은 제도적 요인이 조직청렴
도 향상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조직구성원의 인식이 반영되어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실제 인터뷰 결과 조직구성원들은 아무리 청렴성 제고를 위한 좋은 제도라도 기본적
인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조직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을 경우 형식적으로 받아들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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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이 높다고 응답했다.
(4) 부패친화적 조직문화와 조직청렴도
부패친화적 조직문화는 조직청렴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p<0.01)<가설5>가 채택되었다. 이는 OECD국가를 대상으로 부패친화적 연고주의 문
화적 속성을 가진 국가일수록 청렴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조은
경․이정주(2006)의 연구, 그리고 청렴문화가 기관청렴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는 이상범(2012)의 연구, 업계의 부조리한 관행이 윤리적 의사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김진의(2013)의 연구결과 등과 유사하다.
특히 청렴시스템의 구성요소 중 부패친화적 조직문화가 조직청렴도에 가장 큰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청렴문화풍토 조성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어야 함을 알 수
있다.
2) 조직청렴도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조직청렴도가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과 달리 영향을 미치
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6>은 기각되었다. 오히려 조직청렴도가 조직몰입에 유
의미하지는 않지만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마도 부패사건으로 조직의
청렴도가 대외적으로 낮게 평가되어 청렴도를 상대적으로 강조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
속에서 기존의 업무 이외에 청렴과 관련된 제도개선 사항 등이 직원 자신의 부가적인
업무로 인식되어 조직몰입에 부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부패가 심각
한 조직 내에서 청렴에 대한 개혁의 요구가 과도하다고 인식될 경우 조직구성원이 일
선 행정현장에서 청렴 피로도를 호소함에 따라 조직몰입을 다소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청렴시스템의 구성요소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1) 최고관리자의 청렴관심 및 실천의지와 조직몰입
최고관리자의 청렴관심 및 의지는 조직몰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
로 나타나 <가설7>이 기각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윤리적인 리더가 조직몰입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존 연구경향(정회근․심덕섭․김민정, 2013; 박노윤․설현도,
2011; 이근환․장영철, 2012; Zhu et al., 2004)과 다른데, 조직구성원들은 전직 최고관리
자가 부패사건에 깊숙이 연루되어 스스로의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지 못함에 따
라 조직몰입에 영향을 주지 못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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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렴교육과 조직몰입
청렴교육은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p<0.01) <가설8>
이 채택되었다. 이는 청렴교육이 조직구성원의 비윤리적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사전
적으로 막고 조직내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서 조직 경쟁력을 확보하는 주요한 수
단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특히 <가설 7>이 기각된 것과 관련하여
현재 중․하위직 위주의 청렴교육보다 고위직 간부 및 최고관리자 위주의 청렴교육을
강화하여 리더의 윤리의식을 고취한다면 조직구성원들의 조직몰입을 좀 더 높일 수 있
다고 판단된다.
(3) 보상․제재와 조직몰입
청렴한 행위에 대한 보상과 청렴하지 못한 행위에 대한 제재의 경우 제재만이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p<0.05) <가설 9>는 기각되고 <가설 10>은 채
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시스템이 조직몰입을 높
일 수 있다는 기존 연구((Ford and Richarson, 1994; Loe et al., 2000; Cherry and
Fraedrich, 2000; Beams et al; 2003; Shapeero et al; 2003; 김호정, 2005)와 일치하며
부패를 막기 위한 보상과 제제 중 부패가 심각한 조직에서는 청렴한 행위에 대한 보상
보다 청렴하지 못한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제재가 효과적이라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4) 부패친화적 조직문화와 조직몰입
부패친화적 조직문화는 조직몰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p<0.01) <가설 11>이 채택되었다. 이는 실제 윤리적인 조직문화가 조직몰입에 긍정적
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기존 연구(Kelley & Dorsch, 1991; Trevino, 1986, 이정
주, 2010)와 유사하다.
특히 청렴시스템의 구성요소 중 부패친화적 조직문화가 조직몰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부패친화적 문화의 탈피가 조직몰입 향상을 위해 무엇보다 필요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가설 6>에서처럼 조직청렴도가 조직몰입에 영
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가설 5>에서처럼 부패친화적 조직문화가 조직청렴도에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부패친화적 조직문화의 극복이 조직청렴도와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조직청렴도와 조직몰입의 연계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이 될
가능성을 알 수 있다. 물론 앞으로 향후 여러 집단(예: 청렴도가 낮은 집단, 청렴도가
높은 집단 등)을 대상으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함으로서 이러한 관계에 대해 좀 규
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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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가설검정결과

조직청렴도

<-

조직청렴도
조직청렴도
조직청렴도

<<<-

조직청렴도

<-

조직몰입

<-

조직몰입

<-

조직몰입
조직몰입
조직몰입

<<<-

조직몰입

<-

최고관리자의 청렴관심 및
의지<가설1>
청렴교육<가설2>
보상<가설3>
처벌<가설4>
부패친화적 조직문화<가설
5>
조직청렴도<가설6>
최고관리자의 청렴관심 및
의지<가설7>
청렴교육<가설8>
보상<가설9>
처벌<가설10>
부패친화적 조직문화<가설
11>

Estimate

S.E.

C.R.

P값

가설채택
여부

0.554

0.079

5.301

0.000**

채택

0.262
0.008
0.137

0.114
0.072
0.064

2.256
0.104
1.652

0.024*
0.917
0.098

채택
기각
기각

-0.658

0.145

-5.764

0.000**

채택

-0.124

0.075

-1.926

0.054

기각

0.128

0.07

1.591

0.112

기각

0.219
0.008
0.12

0.092
0.057
0.051

2.679
0.149
2.076

0.007**
0.882
0.038*

채택
기각
채택

-0.578

0.132

-6.431

0.000**

채택

주: **P<0.01, *P<0.05

Ⅴ.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청렴시스템의 구성요소가 청렴도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청렴도를 통
해 또는 직접적으로 조직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청렴도가 심각하다고 지적받은 K 연
구기관의 조직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구조방정식 모델을 통해 검정해 보았다.
첫째, 청렴시스템의 구성요소와 조직청렴도와의 관계를 보면 최고관리자의 청렴관심
및 의지와 청렴교육은 조직청렴도에 각각 1%와 5% 유의수준 하에서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패친화적 조직문화는 조직청렴도에 1% 유의수준
하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청렴한 행위에 대한 보
상과 청렴하지 못한 행위에 대한 제재는 가설과 달리 5%의 유의수준 하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마도 이러한 경향은 본 연구대상기관의 부패
문제가 조직 내에서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내재화 되어 단기적인 처방성격이 강한 보
상․제재와 같은 제도적 요인이 조직청렴도 향상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도 있
음을 알게 했다.
둘째, 기존 선행연구에서 논의가 부족했던 조직청렴도와 조직몰입간의 관계에 대해
분석한 결과 조직청렴도가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유의미
하지는 않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대상기관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의 분석대상기관은 부패사건의 연루로 청렴도를
상대적으로 강조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 속에서 직원들이 기존의 업무 이외에 청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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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제도개선 사항 등을 자신들의 부가적인 업무로 인식하여 조직몰입에 부정적인
작용을 한 것으로 예견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조직청렴도와 조직몰입과의 관계를 좀 더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청렴수준별에 따른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된다.
셋째, 청렴시스템의 구성요소와 조직몰입과의 관계를 보면 청렴교육은 조직몰입에
1% 유의수준 하에서, 청렴하지 못한 행위에 대한 제재의 경우 5%의 유의수준 하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패친화적 조직문화는 조직몰입
에 1%의 유의수준 하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최
고관리자의 청렴관심 및 실천의지와 조직몰입, 청렴한 행위에 대한 보상과 조직몰입은
5%의 유의수준 하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대
상 집단의 전직 최고관리자 및 주요간부가 부패사건에 연루되어 스스로의 노블리스 오
블리주를 실천하지 못하여 기관장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조직몰입과 연계되지 않았
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또한 부패가 심각한 조직에서는 청렴한 행위에 대한 보상보다
청렴하지 못한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제재가 효과적이라는 조직구성원의 인식이 반영
된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부패가 심각한 K 연구기관 하나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를 일반
화 하는데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조직청렴도와 조직몰입과의 관계, 그리고 청렴시스템
과 조직몰입과의 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관련 변수들 간의 관계
에 대해 연구초점을 맞추어 변수들 간의 영향력 크기정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부
족한 점이 있다. 하지만 향후 청렴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뿐만 아니
라 청렴도가 조직몰입과 같은 조직효율성에 미치는 영향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함으로써
청렴도를 둘러싼 균형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에 의의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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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청렴시스템의 구성요소가 조직청렴도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정주(서울시립대학교)
본 연구는 청렴시스템의 구성요소를 검토하고, 구성요소가 조직청렴도에 미치는 영
향을 파악함과 동시에 조직청렴도가 행태적 차원의 조직효율성,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
향을 고찰하였다. 청렴시스템의 구성요소가 조직청렴도 제고뿐만 아니라 조직몰입에 영
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청렴시스템과 조직몰입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청렴시스템의 구성요소와 조직청렴도의 관계에 있어 ‘최고관리자의 청렴관심 및 의
지’와 ‘청렴교육’이 조직청렴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부패친화적 조직문화’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청렴시스템과 조직몰입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
청렴교육‘과 ’처벌‘이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부패친화적 조직문화’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청렴도가 조직몰입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
이라는 예상과 달리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대상 기관
이 기관장의 부패사건 연루로 청렴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조직구성원들이 청
렴과 관련된 제도개선 사항 등을 자신들의 부가적인 업무로 인식하여 조직몰입에 부정
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다양한 청렴수준의 조직을 대상으로 조직청렴도
와 조직몰입과의 관련성에 대해 연구함으로써 이들과의 관계에 대해 보다 정밀히 파악
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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