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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ational competitiveness refers to the overall competitiveness that can increase all tangible and intangible assets in
the country, and the level of corruption in public sectors is included among the detailed components. S. Korea is
ranked 13th in the world in the World Economic Forum(WEF) national competitiveness in 2019, and the ranking
has risen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2016 solicitation and graft law. However, the level of corruption in
public sectors that people think is still large, and it is necessary to continuously reduce corruption in public
sectors in order to improve national competitiveness. Previous public corruption investigations have mainly
discussed the internal causes of public officials and ways to reduce them. Since society is a part of a country in
system theory and social network theory, public society needs quantitative research in order to find the causes of
corruption and solve th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influence of external-social and cultural
factors on the perception of corruption in the public society through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and to seek
ways to reduce corruption in the public society. As a result of analysis, corruption in public offices has decreased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solicitation and graft law, and socio-cultural factors have had a direct impact on
corruption in public offices. Therefore, in order to reduce corruption in public offices, it is necessary to transform
the education and awareness of civil society across the country in addition to the efforts of the public officials
themsel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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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3. 1.

구 분 인원 명( ) 비율(%)

성 별
남성 246 41.00

여성 354 59.00

연 령

대20 98 16.33

대30 217 36.17

대40 170 28.33

대50 83 13.83

대 이상60 32 5.33

최종학

력

중졸 이하 2 0.33

고졸 74 12.33

년제 대졸2 112 18.67

대학 중퇴 18 3.00

년제 대졸4 347 57.83

대학원 졸 이상 47 7.83

표 설문 대상자 일반적 특성[ 1]

그림 시스템 이론[ 2] [8]

그림 공직부패와 관련된 사회 연결망 이론[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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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구 분 평 균 표준편차 비 고

공공부문 3.43 1.23 공공 민간의-

유의확률 양쪽( ) :

< 0.00
민간부분 3.81 1.30

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부정부패 심각도 비교[ 2]

질 문 평 균 표준편차
공직자와 식사 시 비용 지불방식 및 금액에

주의하게 됨
4.52 1.05

공직자에게 명절 기념일 등에 선물이나,

접대가 줄어듦
4.41 1.04

공직자 경조사 시 축의금 및 부의금 지불

횟수 금액 감소/
4.22 1.10

공직자에게 청탁이나 요청 등 감소 4.14 1.10

표 청탁금지법 수행 후 공공부문 부정부패 변화[ 3]

3. 3.

구분 질 문 평균 편차 왜도 첨도

C1
공직자에게

금품 향응 편의 등을/ /
제공하는 행위 수준

2.82 1.32 0.38 -0.54

C2 공직자가 금품 향응 편의/ /
등을 수수하는 행위 수준 3.04 1.28 0.21 -0.44

C3

공직자가 민원인의
청탁을 받거나 이를 다른
공직자에게 알선해 주는

행위 수준

3.02 1.28 0.19 -0.56

표 공공부문 부정부패 수준[ 4]

구분 질 문 평균 편차 왜도 첨도

사회
용인
문화
(A)

A1
떡값 촌지 등,
업무처리상의

관행
4.30 1.16 -0.68 0.55

A2 사회전반의
부조리 풍토

4.39 1.13 -0.67 0.57

A3
선처와 특혜를

바라는
시민들의 의식

4.28 1.14 -0.68 0.61

A4
지연 및 학연 등
사적인 관계의

작용
4.74 1.15 -0.87 0.71

공직
내부
문화
(B)

B1 공무원의 낮은
보수수준

3.13 1.29 0.12 -0.48

B2 공무원 개인의
윤리의식 부족

4.32 1.18 -0.59 0.35

B3
공직사회

내부의 상납 등
관행

4.40 1.14 -0.59 0.36

B4 담당공무원의
자의적 재량권

4.14 1.17 -0.43 0.17

B5 퇴직 공무원에
의한 로비

4.44 1.21 -0.58 0.07

표 공공부문 부정부패 원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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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변수 관측변수 Estimate S.E. C.R. P
Standardized

Coefficient

A

A1 0.883 0.041 21.778 < 0.05 0.760

A2 0.967 0.037 25.827 < 0.05 0.851

A3 0.852 0.040 21.186 < 0.05 0.746

A4 1 - - - 0.865

B

B1 0.343 0.060 5.678 < 0.05 0.241

B2 1.066 0.050 21.411 < 0.05 0.823

B3 1.102 0.048 22.976 < 0.05 0.875

B4 1 - - - 0.777

B5 1.044 0.052 20.270 < 0.05 0.786

C

C1 1 - - - 0.826

C2 0.979 0.045 21.751 < 0.05 0.832

C3 0.987 0.045 21.917 < 0.05 0.841

표 실행 결과[ 6] SEM

그림 최종[ 3] SEM

잠재변수 CR AVE 결과

A 0.882 0.652

ValidB 0.843 0.545

C 0.872 0.694

표 모델 타당도 분석 결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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