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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에 대한 인식과 경험
박 준 (한국행정연구원)

명 김영란법)은 부패행위로 이어질 소지가 있으
≐≐ 한국의

공직부패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2015년 대비 2016년에 증가하였다. 국제투명
성기구(TI)의 부패인식지수(CPI)에서 한국의 순위는
37위에서 52위로 크게 하락하였다.

면서도 사회적으로 용인되어 왔던 각종 청탁과

≐≐ 국민들은 국회가 가장 부패했으며 그 다음으로 중앙

뿐 아니라 언론인, 사립학교교원 등 민간까지 포

정부, 검찰, 법원 등의 순으로 부패했다고 인식한다.
≐≐ 여성보다

남성이, 고령층보다 젊은층이 한국 사회가
부패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더 강하다. 관리직과
전문직의 부패인식이 농림어업직이나 단순노무직에
비해 더 강하고, 고학력자와 중·하위소득계층의 부
패인식이 저학력자와 고소득계층보다 더 강하다.

≐≐ 한국은 부패경험률이 비슷한 다른 나라들에 비해 경

험과 인식 간 괴리가 큰 편이다. 지난 1년간 부패를
경험한 사람들의 비율은 최근 2-3% 수준으로 낮은
데 비해 공직부패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여전히 60%대로 높다.

금품·접대·선물 수수 등의 관행들을 법적 규제
의 대상으로 포함시켰고, 법 적용 대상도 공무원

함하게 되었다.
공직부패는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
으로 간주되고 있다. 공직부패의 결과는 민주주
의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대의정부기관에 대한
주권자 국민의 신뢰 약화(Rothstein, 2011), 동
료 시민들 간 불신 조장(Mishler&Rose, 2001),
기업들의 투자의욕 감소(Mauro, 1995) 등 해악
이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공직부패를 해소하
기에 앞서 중요한 것은 한 나라의 공직부패 수준
을 어떻게 측정하느냐이다. 19세기 영국의 물리
학자 윌리엄 톰슨은 “측정할 수 없으면 개선할

지난 2016년에는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변화들이

수 없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부패실태에 대한

있었다. 대통령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이 언

정확한 파악은 반부패정책의 기본이자 출발점이

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국민들은 자유민주주의의 핵

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고 대중적으로도

‘거대한 부패(grand corruption)’를 목도했다. 이에

많이 알려진 부패 수준 측정 방법은 공직 사회에

분노한 국민들은 촛불시위에 참여해 정치권력의 퇴진

부패가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에 대한 주관적 인

을 요구했고, 결국 2017년 3월 헌정 사상 최초의 대

식(perception)을 묻는 것이다. 가령, 국제투명성

통령 탄핵 결정이 내려졌다. 한편, 2016년 9월에 시행

기구(TI)는 1995년부터 매년 부패인식지수(CPI)

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

를 발표하고 있다. 부패인식지수는 기업경영자들

한국의 사회동향 2017 l 사회통합

심가치인 법치주의와 국가기관의 공정성이 훼손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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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자본시장 애널리스트들의 주관적 평가를 집

[그림ⅩⅠ-26] 부패인식지수,

2007-2016

계하여 공공부문의 부패 수준을 측정한다. 부패
수준을 측정하는 또 다른 방법은 부패 정도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 대신 실제 부패를 경험
(experience)한 적이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이다.
이는 UN의 국제범죄피해자조사(International
Crime Victims Survey)에서 사용하는 방식으
로 주로 지난 1년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험이 있었는지를 묻는다. 이 글에서는 이 두 가
지 방법으로 측정한 한국 공직 사회의 부패 수
준과 그 추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주: 1) 부패인식지수는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기업
경영자와 애널리스트들이 인식한 전 세계 170여 개국 공무원과 정치
인의 부패 수준을 0-10점 사이의 점수로 나타낸 것으로, 10점에 가까
울수록 투명한 것을 의미함. 이 지수는 2012년부터 100점 척도로 변
경되었으나, 여기에서는 시계열 비교를 위해 편의상 10점 척도로 환
산하여 제시하였음.
출처: Transparency International, Corruption Perception Index
(http://www.transparency.org).

부패인식의 변화 추이
원의 정부부문 부패실태 조사에서 “귀하는 공무
먼저, 기업경영자들과 애널리스트들이 인식하

원들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편의

는 공직 사회의 부패 수준은 어떻게 변화해 왔는

등을 수수하는 행위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

지 살펴보자. [그림 XI-26]은 2007-2016년 기간
동안 국제투명성기구가 측정한 한국의 부패인식
지수를 보여준다. 비교 시점을 2007년 이후로

[그림ⅩⅠ-27] 기업체

종사자 및 자영업자의 공직사회 부패
수준에 대한 인식, 2007-2016

정한 것은 조사대상국 수가 2000년 90개국에서
2007년 180개국으로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부패인식지수는 0-10점의 분포를 갖는데, 점수
가 높을수록 청렴함을 의미한다. 한국의 부패인
식지수는 2015년 5.6점에서 2016년 5.3점으로
낮아졌고 이 기간 국가별 순위도 37위에서 52위
로 떨어졌다.
일반기업체 종사자들과 자영업자들의 시각에
서 본 한국 공무원의 부패 수준도 최근 악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XI-27]은 한국행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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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전국 일반기업체 종사자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함.
2) 통계치는 ‘공무원들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편의 등을 수
수하는 행위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매우 심각’ 또는 ‘심각’ 또는 ‘약간 심각’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정부부문 부패실태에 관한 연구｣, 각 연도.

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약간 심각’이나 ‘심각’ 또

민이 인식하는 공무원 부패 수준이 악화되고 있

는 ‘매우 심각’을 선택한 비율을 보여준다. 공직

음을 보여준다. 글로벌부패바로미터 조사에서는

사회의 부패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공무원이 부패했다고 보는 비율이 2010년 53%

2007년 69.8%에서 2009년 42.1%로 크게 감소

에서 2013년에 36%로 줄어들었으나 2016년에는

하였으나 그 후 2011년에 72.4%로 급격하게 증가

69%로 크게 늘어났다. 다만, 2013년과 2016년

하였다. 이 수치는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4년

사이에 관련 설문문항이 “공무원이 어느 정도 부

56.9%로 감소했다가 2015년 59.2%, 2016년

패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서 “공무원 중 얼마

62.3%로 다시 증가하였다.

나 많은 사람들이 부패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

국제투명성기구의 글로벌부패바로미터(Global
Corruption Barometer) 조사와 한국행정연구
원의 ｢사회통합실태조사｣는 공무원 부패 정도에

십니까?”로 바뀌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사

회통합실태조사｣에서는 중앙정부부처가 전혀 또
는 별로 청렴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을 측정한다. [그림 XI-28]

2013-2015년 기간 동안 73% 내외를 유지했으나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자료 모두 최근 한국 국

2016년에는 79.9%로 늘어났다.
[그림 XI-29]는 공무원들이 인식하는 공직 사

[그림ⅩⅠ-28] 일반국민의

공직사회 부패 수준에 대한 인식,
2010-2016

회 부패 정도를 보여준다. 공무원들 가운데 공직
사회가 부패했다고 보는 비율은 2006년 2.6%에

[그림ⅩⅠ-29] 공무원과

일반국민 및 기업인의 공직사회 부
패 수준에 대한 인식, 2006-2016

한국의 사회동향 2017 l 사회통합

주: 1) 두 조사 모두 성인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글로벌부패바로미터의 통계치는 2010년과 2013년 자료의 경우 조사
대상자 중 공무원이 얼마나 부패한지에 대해 ‘부패했다’ 또는 ‘매우
부패했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이고, 2016년 자료는 조사대상
자 중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이 부패와 연관되어 있는지에 대해 ‘대부
분’ 또는 ‘모두’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3) 사회통합실태조사의 통계치는 중앙정부부처가 얼마나 청렴한지에 대
해 ‘별로 청렴하지 않다’ 또는 ‘전혀 청렴하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들
의 비율임.
출처: Transparency International, Global Corruption Barometer
(http://www.transparency.org).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각 연도.

주: 1) 조사대상은

공무원의 경우 국가직 및 지방직 공무원, 일반국민은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기업인은 외부감사기업체 임원진 이상임.
2) 통계치는 조사대상자 중 우리나라 공무원의 전반적인 부패수준에 대
해 ‘매우 부패하다’ 또는 ‘부패한 편이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3) 2009년의 경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시행되지 않았음.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인식도 조사 종합 결과｣,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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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2012년 1.7%로 감소한 후 2016년에 4.6%로
다시 증가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인식도

조사｣에서는 공무원 외에 일반국민과 기업인의
부패인식도 조사하는데, 공무원의 자기집단에
대한 부패인식이 일반국민이나 기업인의 부패인
식에 비해 현저히 낮다.

단체는 66.1%로 중앙정부부처에 비해 상대적으
로 양호하다. 검찰과 법원 등 사법기관도 75% 이
상으로 부패인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관
에 속한다.
민간부문에 대한 부패인식은 어떤 수준일까?
대기업에 대해 전혀 또는 별로 청렴하지 않다는
인식은 71.6%로 공공부문과 비슷하지만 시민단
체에 대해 청렴하지 않다는 인식은 55.8%로 공

주요 기관에 대한 부패인식 수준

공부문에 비해 훨씬 낮다.

한국행정연구원의 ｢사회통합실태조사｣는 중앙
부처와 국회, 법원, 검찰 등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나 민간기관 등에 대해서도 일반국
민의 부패인식을 조사하고 있다. [그림 XI-30]에

사회경제적 특성별 부패인식 차이
한국행정연구원의 2016년 ｢사회통합실태조

제시된 바와 같이, 국민들이 전혀 또는 별로 청

사｣ 자료를 이용하여 중앙정부부처에 대한 부패

렴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국회가 89.8%로

인식이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어떤

가장 높다. 다음으로 중앙정부부처에 대한 부패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자. [그림 XI-31]은 연령

인식 비율이 79.9%로 두 번째로 높다. 지방자치

[그림ⅩⅠ-31] 연령집단별

중앙정부부처 부패 수준에 대한
인식, 2016

[그림ⅩⅠ-30] 주요 기관 부패 수준에 대한 인식, 2016

주: 1) 만 19-69세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통계치는 조사대상자 중 해당 기관이 얼마나 청렴한지에 대해 ‘전혀
청렴하지 않다’ 또는 ‘별로 청렴하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2016.

308

주: 1) 만 19-69세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설문문항은 ‘귀하는 중앙정부 부처가 얼마나 청렴하다고 생각하십니
까?’라고 질문되었고, 응답범주는 ‘전혀 청렴하지 않다’, ‘별로 청렴하
지 않다’, ‘약간 청렴하다’, ‘매우 청렴하다’ 등 4개 범주로 구성되었음.
3) 통계치는 ‘매우 청렴하다’부터 ‘전혀 청렴하지 않다’까지 1-4점을 부여
하여 산출한 평균 점수임. 점수가 높을수록 부패가 심한 것을 나타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원자료, 2016.

집단별 부패인식의 차이를 보여준다. 이 그림에

간기업 종사자의 3.14점보다 크게 낮다. 이는 공

따르면, 30대의 부패인식 수준이 가장 높고 이후

무원들이 정부를 상대적으로 더 청렴하게 인식

나이가 들수록 낮아진다.

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남성의 부패인
식 평균값은 3.13점으로 여성의 3.05점보다 높
다. 남성이 여성보다 정부의 부패를 더 강하게 인

[그림ⅩⅠ-33] 민간기업

종사자와 공무원의 중앙정부부처
부패 수준에 대한 인식, 2016

식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직업별로는 관리직과 전문직의 부패인식 평균
값이 각각 3.13점과 3.26점으로 농림어업직의
3.00점과 단순노무직의 2.98점에 비해 높다. 즉,
관리직이나 전문직 종사자가 농림어업직이나 단
순노무직 종사자에 비해 정부의 부패를 더 심각
하게 생각한다(그림 XI-32).

[그림ⅩⅠ-32] 직업집단별

중앙정부부처 부패 수준에 대한
인식, 2016

주: 1) 만 19-69세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설문문항은 ‘귀하는 중앙정부 부처가 얼마나 청렴하다고 생각하십니
까?’라고 질문되었고, 응답범주는 ‘전혀 청렴하지 않다’, ‘별로 청렴하
지 않다’, ‘약간 청렴하다’, ‘매우 청렴하다’ 등 4개 범주로 구성되었음.
3) 통계치는 ‘매우 청렴하다’부터 ‘전혀 청렴하지 않다’까지 1-4점을 부여
하여 산출한 평균 점수임. 점수가 높을수록 부패가 심한 것을 나타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원자료, 2016.

[그림 XI-34]는 교육수준별 정부에 대한 부패
인식 차이를 보여준다. 대졸 이상 학력자의 부패
인식 평균값은 3.11점으로 고졸 학력자의 3.10점
이나 중졸 이하 학력자의 2.94점에 비해 높다.
즉, 고학력자가 저학력자보다 정부의 부패를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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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만 19-69세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설문문항은 ‘귀하는 중앙정부 부처가 얼마나 청렴하다고 생각하십니
까?’라고 질문되었고, 응답범주는 ‘전혀 청렴하지 않다’, ‘별로 청렴하
지 않다’, ‘약간 청렴하다’, ‘매우 청렴하다’ 등 4개 범주로 구성되었음.
3) 통계치는 ‘매우 청렴하다’부터 ‘전혀 청렴하지 않다’까지 1-4점을 부여
하여 산출한 평균 점수임. 점수가 높을수록 부패가 심한 것을 나타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원자료, 2016.

마지막으로 가구소득별 정부에 대한 부패인식
을 살펴보면, 월 100만원 미만 소득집단의 부패
인식 평균값이 3.15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
로 월 400-500만원 미만 소득집단이 3.13점으

공무원과 민간기업 종사자 간에도 정부의 부

로 높다. 월 400-500만 원 미만 소득집단을 기

패에 대해 인식 차이를 보인다. [그림 XI-33]에

준으로 가구소득이 이보다 작거나 크면 평균값

서 보듯이, 공무원의 부패인식은 2.86점으로 민

이 낮아지는데 저소득층에 비해 고소득층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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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ⅩⅠ-34] 교육수준별

중앙정부부처 부패 수준에 대한
인식, 2016

[그림ⅩⅠ-35] 공직부패에

대한 경험과 인식, 2000-2016

주: 1) 만 19-69세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설문문항은 ‘귀하는 중앙정부 부처가 얼마나 청렴하다고 생각하십니
까?’라고 질문되었고, 응답범주는 ‘전혀 청렴하지 않다’, ‘별로 청렴하
지 않다’, ‘약간 청렴하다’, ‘매우 청렴하다’ 등 4개 범주로 구성되었음.
3) 통계치는 ‘매우 청렴하다’부터 ‘전혀 청렴하지 않다’까지 1-4점을 부여
하여 산출한 평균 점수임. 점수가 높을수록 부패가 심한 것을 나타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원자료, 2016.

주: 1) 전국 일반 기업체 종사자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함.
2) 부패경험은 조사대상자 중 지난 1년간 공직자에게 금품, 향응, 편의
등을 제공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그렇다’라고 응답한 사람들
의 비율임.
3) 부패인식은 조사대상자 중 공무원들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편의 등을 수수하는 행위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에 대해 ‘약간
심각하다’ 또는 ‘심각하다’ 또는 ‘매우 심각하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정부부문 부패실태에 관한 연구｣, 각 연도.

훨씬 더 큰 폭으로 하락한다. 이렇게 본다면 한

악해 왔는데, [그림 XI-35]에서 보듯이, 부패경

국의 소득계층 가운데 중산층을 비롯한 저소득

험자 비율은 2000년 24.8%에서 2005년 11.6%,

층은 정부의 부패 수준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고

2010년 2.6%, 2016년 3.5%로 크게 감소하였다.

소득층은 상대적으로 양호하게 인식한다고 말할

이와 달리 공무원들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금

수 있다.

품, 향응, 편의 등을 수수하는 행위가 심각하다
고 인식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등락을 반복하면
서 2000년 75.6%에서 2016년 62.3%로 감소하

부패에 대한 인식과 경험의 괴리

는 데 그쳤다. 실제 공무원을 상대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일은 크게 줄어든 반면 공직부패가 심

그렇다면 시민들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공직
부패의 정도는 그들의 실제 부패 관련 경험을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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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다는 일반적인 인식은 여전히 높다는 사실
을 알 수 있다.

마나 잘 반영하고 있을까? 한국행정연구원의 정

이처럼 부패에 대한 인식과 경험 사이에 존재

부부문 부패실태 조사에서는 “지난 1년간 공직

하는 간극은 한국 사회만의 독특한 현상일까?

자에게 금품, 향응, 편의 등을 제공한 경험이 있

[그림 XI-36]은 국제투명성기구의 2016년 글로

습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부패경험 여부를 파

벌부패바로미터 조사로 측정된 유럽과 아시아 지

[그림ⅩⅠ-36] 아시아

및 유럽 국가의 공직부패 경험과
인식 간 관계, 2016

은 무려 69%에 달한다. 일본, 호주, 홍콩 등도 실
제 부패를 경험한 사람들보다 부패가 만연해 있
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 차이가 한국
보다 훨씬 작다. 중국, 베트남, 인도 등은 사람들
이 실제 부패를 경험하는 비율이 한국보다 훨씬
높음에도 불구하고 부패가 공직 사회에 만연해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한국보다 크게 낮다. 부
패에 대한 인식과 경험 간 괴리가 한국에서만 나
타나는 현상은 아니지만 괴리의 정도는 한국이

주: 1) 아시아와 유럽 49개국 성인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부패경험은 조사대상자 중 지난 1년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적
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3) 부패인식은 조사대상자 중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이 부패와 연관되어
있는지에 대해 ‘대부분’ 또는 ‘모두’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Transparency International, Global Corruption Barometer
(http://www.transparency.org).

매우 심한 편이다.

맺음말

역 49개국의 부패경험 수준과 부패인식 수준을

공직 사회의 부패 수준에 대한 인식은 조사시

동시에 보여주는 산포도이다. 산포도의 점들은

기와 조사대상에 따라 매우 가변적이다. 부패인

각국의 부패경험과 부패인식 수준을 나타내는

식은 정권의 주기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

좌표이고, 중간을 관통하는 직선은 49개국의 부

로 보인다. 즉, 정권 초기에는 부패인식이 개선되

패경험과 부패인식 간 관계를 보여주는 추세선이

다가 정권 후기에 권력형 부패 사건이 발생하면

다. 이 추세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국가일

서 부패인식이 악화되고 그 후 새 정부가 출범하

수록 부패경험과 부패인식 간 괴리가 심한 국가

면 다시 부패인식이 개선되는 패턴을 보이고 있

라고 볼 수 있다.

다. 공직 사회에 대한 부패인식은 조사대상별로
도 큰 차이를 나타낸다. 동일한 현상에 대해 인

이다. 한국은 추세선으로부터 거리가 먼 대표적

구집단별로 이처럼 큰 인식 차이가 존재한다면,

인 나라 중의 하나로 부패경험률이 비슷한 다른

인식에 의존한 부패 수준 측정으로는 객관적인

나라들에 비해 부패인식 수준이 월등히 높다.

현실을 정확하게 보여주기는 어렵다.

한국은 지난 1년간 뇌물을 제공한 적이 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투명성기구 등 여러 기

응답한 비율은 2%에 불과한 반면 공무원들이

관들의 부패인식조사는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

부패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

부패인식이 악화되었다는 조사결과가 미디어를

한국의 사회동향 2017 l 사회통합

흥미로운 것은 산포도에 나타난 한국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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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발표되면 국민들은 그것을 객관적인 실태

품을 수수하는 일은 과거보다 크게 줄어든 것이

로 이해하고 공직 사회 부패를 더 심각하게 인식

사실이다. 따라서 공무원들은 스스로 돈만 받지

하기 때문이다.

않으면 청렴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부패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으로 측정한 부패경험

인식을 개선해야 할 정부로서는 국민들이 공직

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부패인식은 등

자의 청렴성에 대하여 단지 금품을 받지 않는 것

락을 거듭하면서 별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 국민

뿐 아니라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민주성 등 더 많

들과 직접 접촉하는 일선 공무원들이 업무상 금

은 것을 기대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Mishler, W., & Rose, R. 2001. “What Are the Origins of Political Trust?.”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34(1):
30-62.
Mauro, P. 1995. “Corruption and Growth.”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0(3): 681-712.
Rothstein, B. 2013. “Corruption and Social Trust: Why the Fish Rots from the Head Down.” Social Research
80(4): 1009-1032.

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