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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공기업 자체감사의 감사성과를 「공감법」시행

전·후로 비교ㆍ분석함으로써 「공감법」도입 효과가 공기업 자체감사기

구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하였는지 파악하여 향후 공기업의 자체감사기구

운용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공기업의 감사성과를 측

정하기 위한 분석기준은 신분상 조치,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일상감

사 등 4개 분야의 감사결과로 구분하여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간의

패널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공감법」시행 이전보다 「공감법」도

입 이후 감사성과 측면에서 신분상 조치 결과, 행정상 조치 결과, 재정상

조치 결과와 사전감사로서 내부통제활동의 일상감사 조치결과는 모두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 자체감사기구의 감사성과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점진적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14년에는 감사성과가 다소

주춤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기업 유형에 따른 감사성과는 시장형 공

기업보다는 준시장형 공기업에서 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공감법」시행으로 공기업 자체감사를 포함한 공공감사분야에

법률적·제도적 감사 인프라가 구축되는 등 법률 제정 효과가 있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향후 「공감법」제정 취지에 맞게 공기업 자체감사의 효율성과 실효성

제고를 통한 감사성과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기업 자체감사

기구 감사인력의 적정한 운영을 통한 전문적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공기

업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감사전략이 필요하다.

주요어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기업, 공공감사, 감사성과

학 번 : 2015-2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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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공공부문에 있어서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

다.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되고, 국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대

신하여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종

사자들에게는 훨씬 더 도덕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공공기관들

을 감시하고 감사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감사원을 포함한 공공기관 자체

감사기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공공기관 자체감사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자체 감사기능의 내실화를 통

한 공공감사체계 효율화를 위하여 2010년 3월 22일「공공감사에 관한 법

률」(이하 공감법)이 제정되어 2010년 7월 1일부로 시행되었으며, 현재

까지 정부 행정기관을 포함한 공기업 등 공공기관에 계속적으로 확대·적

용되고 있다.

「공감법」의 시행은 감사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공공감사분야

를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 공공기관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을 확보하고 관련된 제도 및 절차 등의 감사인프라 구축을 통해 자체감

사의 내실화 및 자율적 감사체계를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감사

원 및 자체감사기구 간 협력성이 없어서 감사중복 및 감사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공공감사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법 제정의 취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조형석·류숙원, 2012: 14). 이러한「공감법」시행은 정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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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

다. 자체감사기구가 없던 공공기관에서는 자체감사기구인 감사실을 운영

하게 되었고, 형식적으로 자체감사기구를 운영하던 공공기관들도 감사실

조직을 강화하고 자체감사의 내실화를 위한 많은 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2011년「공감법」의 적용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35개, 지방자치단체 51

개 및 공공기관 58개 등 총 144개 기관이었으나, 2015년 현재는 「공감

법」적용대상이 확대되어 중앙행정기관 45개, 지방자치단체 258개 및 공

공기관 313개 등 총 616개 기관이다. 공기업의 경우는 25개 기업에서 30

개 기업(시장형 공기업 14개, 준시장형 공기업 16개)으로 증가하였다.

[표 1-1] 공감법 적용 대상기관

구분 계 중앙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광역 기초 교육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2011 144 35 15 21 15 25 33

2012 581 43 16 227 16 28 251

2013 608 44 16 227 16 30 275

2014 613 45 16 226 16 30 280

2015 616 45 16 226 16 30 283

자료 : 공공감사(PASA)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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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공기업은 사업목적이 공공성을 띤 기업으로 정부가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하거나 출연하였거나 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는 기

관으로 가스, 전력, 석유, 철도 등 국민경제에 가장 기초적인 사업을 독

점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공기업의 자체감사기구에 있어서도

「공감법」시행 전에는 자체내부감사가 가지는 독립성의 한계와 감사인

력의 전문성과 감사역량의 부족으로 인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또한 자체감사기구 자체적으로 형식적·미온적 감사를 실시하

여 내부통제기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최근에 공공기관

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직권남용, 수뢰 등 부패 및 범죄행위가 증가하고

있다.1)

이러한 감사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감사원 주도로 실시해 온 일련의

감사활동 등 공공감사체계도 공기업 자체감사기구의 역할을 강화하고 확

대하여 부패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효과적인 통제시스템을 갖추

어야 한다. 또한 감사원이 모든 공공기관을 감사할 수 없는 현실적 한계

를 극복하고, 해당기관이 수행한 업무의 잘잘못은 누구보다도 공기업 자

체기관이 가장 잘 알고 있고, 또한 이러한 잘못을 시정할 수 있는 방안

도 잘 알고 있으므로 자체감사기구에 의한 내부통제는 매우 유효하고 중

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당초의 의도된 방향대로 「공감법」시행 기대효과가

1) ‘6년간 산업부 산하 공기업 직원 비리적발 및 처분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6년간 산업부 산하 공기업 직원들의 비리 및 위법 사건이 총 204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투데이에너지, 2015.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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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였는지 여부를 「공감법」시행 전·후의 공기업 자체감사기구의 감

사실시 결과에 대하여 비교·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공기업

자체감사기구 운영행태의 내실화 및 실효성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

색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공감법」에 대한 제정 배경 및 도입효과에 대한 기존

문헌과 공공감사체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한 이론적 연구를 수행하였

고, 공공기관의 감사시행 방법에 대한 이론과 절차를 통한 공기업의 감

사결과 도출과정 연구를 시행하였다. 또한,「공감법」시행 전·후의 자체

감사활동 실효성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2014년까지 30개

공기업2)의 감사결과인 신분상의 조치, 행정상의 조치, 재정상의 조치, 일

상감사 결과를 조사하여「공감법」시행의 주요목적 중 하나인 자체감사

활동의 실효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연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공

기업 자체감사기구의 자체감사활동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공감법」시행 효과 분석을 위해서 전체 30개 공기업(시장형 공기업

2)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

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석유

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인

천항만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

국수자원공사, 대한주택보증(주), 한국철도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한

국방송광고공사, 한국마사회,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해양환경관리

공단, 한국감정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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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준시장형 공기업 16개)3)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연구결과물의 타당

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또한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하여 공기업 감사결과

자료는 감사원의 공기업 자체감사활동 심사결과보고서 자료(2010년~2014

년)와 각 공기업의 홈페이지를 통한 내부감사 결과자료 및 정보 공개 청

구를 통하여 가장 적합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었다.

제 3 절 연구의 구성

본 연구의 논문은 다음과 같이 5개의 장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제1장의 서론에서는 본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연구의 구성을 서술하였다. 제2장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배경

및 법률의 주요내용, 공공감사의 개념과 기능, 감사시행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고, 본 연구와 관련 선행연구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그리고 제3장

에서는 연구모형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가설 설정, 변수의 조작적 정의

자료의 수집 및 분석 등 연구방법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제4장은 30개

공기업의 감사결과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한 기술통계 및 변수 간 상관관

계 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가설을 검증하였고, 그에 따른 개선사

항을 도출하였다. 제5장은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과 연구과제의 한

계점 및 향후 연구과제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3)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한다.

1. 공기업

가. 시장형 공기업 :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공기업

나. 준시장형 공기업 :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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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제 1 절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본 연구의 주제인「공감법」시행이 공기업 자체감사에 미치는 효과분

석에 앞서「공감법」제정 배경과 「공감법」주요내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배경4)

우리나라는 G20 정상회의 참가국으로 이미 선진국 대열에 동참 하였

음에도 공공부문에 있어서는 아직도 공금횡령이나 금품수수 등 후진국형

의 부정과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요정책 사업의 비

효율적인 추진이나 예산낭비도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감사원

은 감사인력(800여명)등의 한계로 전체 공공부문(대상기관 6만 6천여개,

예산 800조원,직원 124만명)의 부정부패와 낭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통제하기는 곤란한 상황이다.

이와 달리 자체감사기구는 감사원보다 6배나 많은 5천여 명(공공기관

제외)의 감사인력을 보유하고도 독립성과 전문성이 부족하여 내부통제기

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감사원과 자체감사기구 사이

에 특정한 역할분담이나 협력체계가 없어 감사중복이나 감사사각이 발생

하였고, 그에 따라 국가 전체적으로 감사인력이 낭비되는 등 허술한 국

4) 감사원(2010),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안) 종합 설명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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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공감사시스템으로 인해 공공부문의 각종 부조리에 체계적이고 효율

적으로 대응하여 오지 못하고 있다.(조형석·류숙원, 2012: 19)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0년 3월 국회에서는 공공감사체계 전반

을 규율하는 일반법인 「공감법」을 제정하여 자체감사기구의 설치 및

운영과 공공감사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표 2-1] 공감법 제정 연혁

추진시기 추진내용

2008년 10월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로

‘자율적 감사체계 확립’ 선정

2009년 4월 공감법(안) 마련

2009년 5월 입법예고

2009년 9월(9.28.) 국무회의 통과

2009년 9월(9.30.) 법률안 국회제출

2010년 2월 법률안 국회통과

2010년 3월(3.22.) 공감법 공포

2010년 6월 공감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2010년 7월(7.1.) 공감법 시행

자료: 조형석·류숙원(20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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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구성

공감법 은 총 6장 41조와 4개의 부칙으로 구성된다. 공감법 의 주

요 구성내용은 아래 [표 2-2]과 같다.

[표 2-2]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구성내용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총 6개장, 41개조, 부칙 4개조)

제1장

총칙

제2장

자체감사의

운영

제3장

자체감사활동

제4장

감사활동

체계의개선

제5장

자체감사활동의

지원

제6장

부칙

·법률제정의

목적,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중앙행정기

관,지자체,공

공기관)

·다른법령과

의 관계

·제1절

자체감사기

구:자체감사

기구설치

및 지위

·제2절

감사기구의

장:임용방법,

신분보장등

·제3절

감사담당자

:임용방법,

우대조치등

·자체감사계

획수립·실시,

감사결과의

통보및처리

·자료제출요

구,징계·문책

사유의

시효정지,

재심의신청

·외부전문가

등의감사참여,

감사결과의

공개등

·감사활동조

정협의회,감

사활동개선

종합대책,중

복감사 금지

·감사원

감사의대행,

감사정보시스

템,감사기준·

활동수칙등

·감사방법 등

자문,감사인력

지원, 감사 및

회계분야교육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 및

자체감사활동

등 심사

·벌칙

·과태료

자료 : 공공감사(PASA)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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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5)

가. 법률제정의 목적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 등”이라

함)의 자체감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효율적인

감사체계의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제2조 제2호): 「정부조직법」에 따른 부·처·청,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시행령 제2조)

 지방자치단체(제2조 제3호): 특별시·광역시·도(교육청 포함), 시·군·자치구

 공공기관(제2조 제4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정원 100명 미만 기관제외), 감사원 감사대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나. 적용범위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기구 설치, 감사활동 및 이에 따른 감사활동

체계 등에 관하여 적용되고 있다.(제3조)

자체감사(제2조 제1호) : 감사기구의 장이 그 소속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

5) 공공감사(PASA)홈페이지 공감법 주요내용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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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체감사의 독립성 확보

○ 중앙행정기관 등에는 자체감사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

고 있다. (제5조, 제6조)

▶ 중앙행정기관 등의 규모, 관장 사무, 대상기관의 수 등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감사업무를 전담하는 자체감사기구

설치

 관계법령, 조례,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 감사기구 설치근거 마련

 감사기구의 장 등에게 자문을 하는 「감사자문위원회」 설치근거 마련

○ 감사활동 등에서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한다.(제7조, 제

28조)

▶ 자체감사활동 및 예산편성에 있어서 감사기구의 장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

▶ 감사기구의 장(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의 소속은 감사활동의 독립성이

보장 되도록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적정하게 부여

○ 감사기구의 장은 개방형직위 등 임용, 임기 내에는 신분 보장한다.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전담기구의 장은 개방형 또는 공모직위로 운영

(제8조, 제9조)

- 개방형직위는 5년의 범위 내에서 임기제(최소 2년)로 운영

- 감사기구의 장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합의제 기구 설치·운영

※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기타 관계법령에 따라 임용

▶ 임기 내에는 감사원 교체권고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의사에 반하여

채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다른 직위에 임용하는 등의 인사조치 불가(제10조)

▶ 직급은업무수행의독립성이 보장되도록 관계법령에 따라 적정하게부여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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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자체감사의 전문성 제고

○ 감사기구의 장의 임용자격(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을 법률에 명

시하고, 이를 민간에 개방한다. (법 제11조, 시행령 제6조)

▶ 감사·수사·법무, 예산·회계, 조사·기획·평가 등의 업무를 3년 이상 담당

한 사람으로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이 있는 사람

▶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감

사 관련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

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공공기관(주권상장법인, 연구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

당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 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법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감사관련 업무

를 1년 이상 담당하고 5급 특별채용자격증이 있는 사람

▶ 감사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하고 기술·보건·세무·환경 등의 업무

를 10년 이상 담당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 중앙행정기관 외의 국가기관에서 3년 이상 감사관련 경험이 있는 5급

이상(또는 상당) 공무원으로 해당 기관장이 전문성을 인정한 사람 비

전담 감사기구의 장 자격은 별도 명시(시행령 제7조)

○ 유능한 감사담당자 임용과 우대로 장기근속 도모한다.(제16조, 제18

조, 시행령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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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담당자는 감사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적성을 갖춘 사람 중에서 감사기구의 장의 의견을 들어 임용,자격은

대통령령에 규정

▶ 감사담당자에 대한 장기근속 방안 마련·시행과 함께 근무성적평정·임

용 등에서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

- 감사담당자에 대해서도 임용 결격사유를 법률에 명시(제17조)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또는「국가공무원법」제31조 각 호에 해당하

는 사람

▶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문책(아래 「형법」에 따른 징계/문책은 제외)

을 받은 날부터 3년(파면 또는 문책에따른 퇴직은 5년)이 경과하지 아

니하거나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아래 「형법」에 따른 징계·문

책 제외)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형법」(제129조 ~ 제133조, 제355조,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

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해당 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하거나 타 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한 사람 중

- 감사업무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감사분야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 감사기구의 장이 감사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

마. 자체감사활동의 실효성 확보

○ 감사활동과 감사결과 처리에 필수적인 권한 등 규정하고 있다.

▶ 자료제출요구 등의 권한 보장 및 감사대상기관 등에 의무부여(제20조)

- 과태료(500만 원이하) 조항과 연계, 자료제출요구등의강제성부여(제41조)

▶ 기관장 등은 감사결과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감사원 등에 통보(제23조)

조사 중인 특정사건에 대해 징계 또는 문책사유의 시효정지제도 도입(제24조)

▶ 감사활동에 필요한 감사 자료와 관련, 자체감사기구 간의 협조(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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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실 있는 자체감사활동을 위해 감사절차 등을 표준화하고 있다.

▶감사종류, 감사계획수립및실시등의절차는「대통령령」으로규정(제19조)

▶실지감사근거마련및주요업무집행에대한일상감사의무화(제21조, 제22조)

감사활동에서준수해야할감사기준및활동수칙은「감사원규칙」으로규정(제37조)

▶감사결과의보고및처리절차는「감사원법」과유사한내용으로규정(제23조)

- 변상명령, 처분요구(징계·문책·시정·주의·개선등), 조치사항(권고·고발등)

○ 재심의와 감사결과 공개 등을 통해 권리구제 및 감사품질 확보한다.

▶ 자체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 제도를 도입하고 처리절차 등을 규정(제25조)

▶ 감사결과는원칙적으로「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따라공개(제26조)

▶ 회계·보건·환경·건설등전문분야에대한외부전문기관등의감사참여보장(제27조)

바. 자체감사활동 체계의 개선

○ 자체감사 개선대책, 감사활동개선 종합대책 수립·시행한다.(제32조)

▶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효율적인 자체감사제도의 운영과 자체감사의

성과 제고를 위해 자체감사 개선대책을 수립ㆍ시행

▶ 감사원은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개선대책을 종합하여 감사활동개선 종

합대책을 수립·시행,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자체감사 운영 등에 있어 이를

준수

○ 중복감사 금지 및 감사원 감사의 대행 등 활성화(제33조~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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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감사 등이 실시된 사안에 관해 새로운 사실의 발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체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종전의 감사결과

활용

▶ 감사원과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중복감사를 방지하고 감사의 효율

성을 높이기 위하여 감사계획 등에 관하여 협의

▶ 감사원 감사 등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감사를 방지하기 위해 감사원 감사

의 대행 및 활성화에 노력, 대행감사를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

생략

사. 감사원의 자체감사활동 지원

○ 자체감사활동의 발전과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감사기법 전수와 감사

인력 등 지원, 전문성 향상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제38조)

▶ 감사원은 감사계획이나 감사방법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지원과 더불어 중

앙행정기관 등의 요청에 따라 감사원 감사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감

사인력 지원

▶ 감사및회계분야에대한교육등자체감사의전문성향상에필요한교육실시

○ 자체감사기구의 운영실태 및 감사활동 전반을 점검, 그 결과에 따라

제도개선 등 조치를 한다. (제39조)

▶ 자체감사기구의 운영 실태를 심사하고, 감사활동(감사기준 및 활동수

칙의 준수여부, 감사결과 및 그 처리 등)을 심사하여 관련 규정의 제

ㆍ개정, 제도개선 등 조치

▶ 자체감사를 적정하게 실시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를

생략, 감사업무를 태만히 한 기관에 대해서는 감사기구의 장에 대한

교체권고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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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공공감사와 자체감사

1. 공공감사의 개념과 기능

가. 공공감사의 개념

공공감사라 함은 일반적으로 “관련법규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은 감사

주체 (즉, 감사원 및 각 공공기관의 자체감사기구 등)가 중앙정부 및 지

방자치단체 등을 포함하는 각종 공공기관의 제반체계, 정책 및 사업업무

및 활동 등에 대하여 기준 및 지표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행위6)”라 할

수 있다.

감사란 법령이나 계약 등에 의거 임명된 감사인이 조직체의 운영이나

활동, 회계 등 부여된 감사범위에서 설정된 판단기준 아래 독립적으로

제반정보, 자료, 기록 등을 수집하고, 평가, 확인, 분석하며 증거에 의거

하여 입증된 조사결과를 보고·처리하는 체계적인 과정을 의미하고, 우리

나라의 경우 내부감사 대신에 자체감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공

감법 에 규정된 정의에 의하면 자체감사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감사기구의 장이 그 소속되어 있는 기관(그 소속기관 및

소관단체를 포함한다) 및 그 기관에 속한 모든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이다.

공공감사의 경우는 민간부문과는 감사대상 및 목적의 차이에 의한 판

단기준의 차이를 들 수 있다. 기업 등의 민간부문의 경우 재무제표가 회

계기준에 맞추어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재무적 정보를 수익성에

6) 심광호(2008) “한국의 공공감사론(公共鑑査論) 정립을 위한 小考”, 정부학 연구 제4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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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을 지닌 이해관계자들에게 제공한다면, 공공감사는 불특정 다수인 국

민들에 대한 책무성(Public accountability)차원에서 재무적 정보 뿐 만 아니

라 다양한 정책 및 업무활동 등 비재무적 정보에도 관심을 기울이게 된

다. 이로 인해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수행한 기업 활동이 비용·수익원칙

에 따라 적정히 수행되었는지를 판단하는 합법성 기준 외에도 공공부문에

서 이른바 4E (Economy, Efficiency, Effectiveness, Ehtics)7) 혹은 형평성

및 민주성과 같은 다양한 판단기준들이 요구되어진다.(감사원, 2000: 6;

UN, 1987)

나. 공공감사의 기능

공공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회계 등을 포함한 업무 전반에 대해 감독

하고 소속지원의 직무를 감찰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책임성 확보와 성과를

높이고 공공정보의 이용자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감

사 대상기관의 문제점을 미리 예방하거나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중

점을 둔다. 따라서 공공감사의 기능은 고정된 것이 아니고 감사의 목적 범

위 판단기준 및 시대적 외부적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

공공부문 회계감사의 기능으로는 일반적으로 첫째는 부정 등 저지체제

의 확보, 둘째는 비판적 기능, 셋째는 지도적 기능, 넷째는 피드백 기능

이다.

7) 경제성(Economy) : 적정한 품질을 확보한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최소화, 효율

성(Efficiency) : 재화나 용역, 기타 산출물과 그에 사용된 자원과의 관계, 효과성

(Effectiveness) : 계획된 결과와 실제 활동 결과사이의 목표달성 정도, 윤리성

(Ehtics) :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 수준 이상의 도덕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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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감사기능의 변화

구분 근대

➡

현대

감사고객 국민(국회)
국민(국회),

감사대상기관

책임의 종류
외부책임,

회계책임

외부책임,

회계책임

내부책임,

관리책임

감사기준 합규성

합규성, 3Es

(형평성,

환경책임)

전문성요구

정도
중 상

전문성

요구분야
회계학

정책학, 경영학

통계학, 관리과학등

독립성 침해

가능성
하 상-중

강조되는

상징
Watch dog Guide dog

* 자료 : 문호승(2003: 10),『공공책임성과 감사원의 역할』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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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행정국가에 있어 감사의 역할로는 첫째는 정책결정능력의 향상에

기여하고, 둘째는 자원의 합리적 이용에 기여하며, 셋째는 책임행정을 확

보하며, 넷째는 공직기강의 확립에 기여한다.

2. 공공감사의 체계

우리나라의 공공감사체계는 기본적으로 최고감사기구인 감사원, 그리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자체감사기구로

구성되어 있다.

감사원은 1948년부터 회계검사를 담당하던 심계원과 직무감찰을 하던

감찰위원회가 합쳐져 1963년 만들어진 우리나라 최고감사기구로서

「헌법」제97조～제100조의 규정에 근거한 헌법기관이며 자체감사

뿐만 아니라 「감사원법」제22조〜제24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

률」제52조의 규정 등에 따라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

등에 대해 외부감사를 실시한다.

공공기관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에도「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

률」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를,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부처 주무장관으로 부

터 지도감독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다. 또한 공공기관 자체도

자체감사기구인 감사실을 통해서 자체감사를 시행할 수 있는 내부통제기

능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특별한 공공감사체계 중에 하나가 국회의 국정감사를 비

롯한 감사관련 권한이다. 국회는「국회법」제121조～제122조의3 등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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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따라 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의 국회출석요구, 정부에 대한

서면질문, 국회 본회의 기간 중 대정부 질문 및 긴급현안질문을 할 수 있

고, 동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국정조사 및 국정감사를 할 수 있다. 더

구나 2003년 2월에는 제127조의2의 규정을 신설하여 국회가 감사원에 감

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공공감사의 체계가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공감사체계 메트릭스를 보면 아래 [표 2-3]와 같다.

[표 2-3] 우리나라 공공감사체계 메트릭스

감사
대상

감사
기관

국회 감사원
중앙
행정
기관

지방
자치
단체

공공
기관

감사
근거규정

국회 √ √ √ √

헌법 제61조, 국회
법 제127조, 제127
조의2,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

감사원
자체

감사
√ √ √

헌법 제97조, 감사
원법 제22조~제24조,
공운법 제52조

중앙행정

기관

자체

감사
√ √ 공감법, 지방자치법

제167조 등

지방자치

단체

자체

감사
√

제171조, 제171조의
2, 지방공기업법 제
3조, 지방자치단체
에대한 행정감사규
정 제3조, 제22조

공공기관
자체

감사

공감법, 공운법 제
32조, 공기업•준정
부기관

감사기준, 자체감사
규정 또는 규칙

* 심 호(2013: 383),『공공기관 자체감사의 역량제고에 관한 연구』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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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체감사의 개념과 필요성

가. 자체감사의 개념

자체감사의 정의는 행정감사규정 제2조에는 「자체감사는 각급 행정기

관이 당해 기관 또는 그 하급기관 업무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정부시책의

모든 단계에서 적정운영 여부와 공무원의 기강위배사항을 검토·분석하고

그에 대한 시정 또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작용 」이라 규정하고 있다.

양대우(2008)는 자체감사에 대한 정의를 각급 행정기관이 당해 기관 또

는 그 하급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운영 상태를 파악하여 그것을 적정수

준으로 개선시켜 나가려는 자율적인 작용으로서 조직목표의 달성과 업무

관리의 효과성, 효율성, 능률성을 목표로 수행하는 활동이라 하였다.

「공감법」에 언급된 자체감사는 “자체감사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감사기구의 장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그 소속기관 및 소관

단체를포함한다)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

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나. 자체감사의 필요성

국가 최고 감사기구인 감사원이 전적으로 국가감사업무를 수행한다면

자체감사기구는 필요하지 않겠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고 감

사업무의 효율성 면에서도 맞지 않다. 또한, 각 기관의 업무 특성에 비추

어보아도 기관 자체감사기구에서 기관의 업무을 내부통제하고 감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 일 것이다. 따라서 자체감사는 자율적 통제 기능을 수

행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 중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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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국가들이 처음에는 국가 최고 감사기구만으로 감사기능을 담당

하게 하였으나 점차 최고 감사기구의 감사수용능력 부족, 상급기관 감사의

부작용 등 여러 가지 한계점이 발견되었고 반면, 자체감사가 가지고 있

는 내부통제기능의 유효성이 부각되면서 자체감사기구가 설치되었다.

양대우(2008)는 자체감사는 내부통제장치 중 하나이므로 행정 기관 스

스로 자신을 통제하면서 업무수준을 유지․발전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장

치이며, 외부감사에 의한 지적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이 스스

로 행한 업무에 책임을 지려는 자율적 의지가 내포되어 있고, 사업이나

업무의 기획, 대안분석, 최적대안 결정, 집행, 평가 등 모든 단계에 대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검토를 하므로 사전적, 예방적 통제 장치이며, 조직

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내부견제장치이므로 처벌보다는 시

정이나 개선에 중점을 두는 특징 등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서 자체감사

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21세기 지방분권화에 수반된 감사기능의 분권

화, 국가의 모든 행정기관에 대해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할 수 없

는 외부감사의 한계, 지속적이지 못하고 조직의 특수한 문화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외부감사의 한계 등에서 찾고자 했다.(이영균·이균범,

1998: 100)

노승용(2009)은 자체감사 필요성의 논거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들었다.

첫째, 감사원의 감사수용능력 한계 때문에 감사사각지대가 발생하는데

이를 효과적으로 해소시키기 위해 자체감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199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방자치가 정착되고 지방정부의

권한이 확대 됨에 따라 지방정부의 비리 및 부조리 가능성이 높아졌으므

로 약해진 중앙정부의 통제권을 대신해서 자체감사의 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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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상급기관에 의한 감사의 중복 등 부작용은 피감사자가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기피하고 책임회피와 무사안일을 일삼는 원인이 되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줄이는 방안으로 자체감사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의 시행은 자체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공공부

문에 있어서 신뢰성을 높여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사업에 있어

서 효율적 집행이 이루어져 공공자금이 낭비되는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내부통제를 효과적으로 하는 것 이 자체감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

이다.

4. 자체감사의 종류8)

감사는 감사주체, 감사방법, 감사시기, 감사내용, 감사범위 등 분류기준에

따라 ① 외부감사․내부감사 (Extemal, Internal Audit), ② 사전감사․사

후감사(Pre-, PostAudit), ③ 서면감사․실지감사 (Desk Audit, Field Audit),

④ 종합감사, 부분감사, 특정감사, 계통감사, 일상감사, ⑤ 합법성감사, 성

과감사, ⑥ 정기감사, 수시감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 종합감사(Full Cover Audit)

종합감사는 중요기관에 대하여 주기능, 주업무, 주요사업을 모두 감사

대상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각 행정기관이 당해 기관에 대하여 실시하

는 감사와 그 하급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로 구분한다. 감사의 주

기는 대게 1년 내지 2년을 주기로 실시한다.

8) 한국가스공사(2012), 『감사실무편람』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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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분감사(Selected -Area Audit)

대상기관의 업무중 감사가 필요한 일부 분야를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하며,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발췌조사와 전면조사 등

이 있다. 부분감사는 각 행정기관이 특정 행정운영 사항에 대하여 실시

하는 감사로서 당해 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와 그 하급기관에 대하

여 실시하는 감사로 구분하며 감사 실시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 이를 실시한다.

다. 기강감사

기강감사는 각 행정기관이 당해 기관 또는 그 하급기관 소속 공무원의

복무의무 위반 또는 비위사실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당

해 사실에 대하여 실시한다. 대부분 국가기관 및 공기업은 명절․휴가철,

복무위반이나 비위사실이 개연성이 있을 때 별도의 공직기강 직무감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통상적으로 국무조정실, 감사원과 산업자원부

등의 계획에 의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과거에는 복무점검 위주였으나 근

래에는 직무감찰 성격으로 전 분야에 걸쳐 실시하는 경향이다.

라. 표본감사

감사 소요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중점감사를 통한 감사의 파급 효과

를 높이기 위해 전부 감사를 하지 아니하고 감사대상기관․감사사항을

표본 추출하여 감사를 실시 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실지감사에는 그다지

활용되지 않고 있으나, 감사결과 지적된 내용을 분석하여 전 기관에 걸쳐

공통지적사항 유형과 업무개선사항을 통보하여 시정․개선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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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특정(사항)감사

특정 주제를 대상으로 하는 감사를 의미하며 계통감사와 같이 특정업

무의 상호보완관계나 유사한 사항의 비교 또는 상하간 연결되는 시스템

과 같은 관계가 없는 경우로서 최근에는 특정사항 감사를 성과감사와 대

비하여 성과감사를 제외한 특정주제에 대한 감사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특정주제에 대한 구체적인 한계 규정은 없으며 광의적으로

보면 부분감사의 범주에 포함되며, 협의의 의미로 보면 언론보도, 사회적

물의․민원(民怨)사항, 정책적 의미의 특정사안 등을 의미하며 행정적 의

미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바. 계통감사

특정사업 또는 업무에 대하여 여러 부서가 보완(동급, 평등)관계에 있

을 때나 감사사항의 관련기관이 동일․유사기관에 분포되어 있을 때 감

사의 기본기법인 비교기법으로 조사하는 경우(횡적 계통감사)가 있다.

또한, 특정사업 또는 활동이 공공부문의 계층적 구조에서 중앙, 지방,

하급기관 등으로 관련 공공기관을 연결한 것 같은 형태를 띠고 있을 때

그 계획 부서부터 시작하여 업무처리내용 및 절차에 따르거나 공공자료

의 흐름에 따라 시스템 전체를 감사(종적 계통감사)하는 것을 말한다.

사. 합법성 감사와 성과감사(Performance Audit)

합법성 감사는 감사의 판단기준을 법령, 관계규정, 부여된 권한, 예산회

계기준 및 관습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두는 감사로서 회계 책임성 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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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집행 주체의 정직함과 법규 순응면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성과감사

는 감사대상을 사업에 중심을 두고 감사의 판단기준을 주로 경제성, 능률

성, 효과성에 두는 감사로서 이 감사는 사업의 분석을 통하여 대안을 제

시하는 감사이다. 개별․위법사항보다 거시적, 종합적, 장기적, 동태적 안

목에서 사업의 의사결정에 관한 대안을 제시하여 사업성과를 확보하는

감사이며 경제․능률성 감사와 효과성 감사로 구분된다.

아. 정기감사와 수시감사

감사실시의 주기에 따라 일반업무를 포함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정기감

사 또는 통상 일반감사라고도 하며, 주기와 관계없이 실시하는 수시감사

가 있다.

자. 서면감사와 실지감사

서면감사는 각 기관에서 제출된 서류(계산서, 증거서류, 조서 등 회계

관계서류)를 통하여 실시하는 감사며, 실지감사는 현장감사라고도 불리

며 감사요원을 현지에 파견하여 그 직원으로 하여금 감사를 행하게 하는

것이다. 현재 실지감사의 주요유형은 종합감사와 계통감사, 특정감사 등

에서 주로 운용되고 있다.

「공감법」에서는 자체감사의 유형을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

감사, 복무감사, 일상감사 등으로 분류하고 있고, 그에 대한 개념은 아래

[표 2-4]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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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공감법 자체감사의 유형 및 개념

감사유형 개 념 비 고

1. 종합감사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주임무 및 조직․
인사․예산 운영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
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하는 감사

시행령11

2. 특정감사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등에 대하여 실시
하는 감사

3. 재무감사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
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
는 감사

4. 성과감사
특정한 정책․사업․조직․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능률성․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자의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6. 일상감사
감사기구의 장이 자체감사기구가 소속된
기관의 주요업무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
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것

시행령

14

자료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재구성

5. 자체감사의 특징9)

자체감사는 업무평가나 기타 여러 내부통제 장치들과 더불어 기관이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여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를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

혹은 개선시키기 위한 여러 제도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속성으로 인하

9) 양대우(2008),『공기업 자체감사의 실효성 증진 방안에 관한 연구』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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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자체감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가. 타율적 보다는 자율적 기능

자체감사는 감사원 감사나 국회에 의한 국정감사 등의 외부감사에 대

칭되는 개념인 것은 분명하다. 이것은 외부로부터의 감사가 자신들의 잘

못을 지적해 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먼저 자신들의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내포하고 있는 제도이다.

나. 사후적 보다는 사전 예방적 기능에 중점

자체감사는 감사 대상 사업이나 업무를 시행하기 이전에 수행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사후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자체감사는 사업이나 업무의

기획단계에서부터 개입하여 그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예방

하고, 만일 잘못된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자체감사는 사후 감사보다는 사전감사에 더 많은 비중을 두는 것이 바람

직스럽다.

다. 처벌보다는 시정 및 개선에 중점

감사는 외부감사이던 자체감사이던 어떤 바람직한 일을 수행하도록 조

장해 주는 적극적인 성격을 갖기보다는 일을 잘못 처리하지 않도록 하

고, 만일 잘못 처리한 것이 적발되었을 경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

든 처벌을 내리는 것으로 인식되어 소극적 성격을 강하게 갖고 있다. 그

러나 외부감사가 아닌 자체감사는 처벌에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사전

에 또는 시행과정에서 잘못을 지적하여 너무 늦기 전에 이를 바로 잡도

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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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공공감사분야 선행연구

1. 선행연구 내용

「공감법」이 2010년 7월에 제정되어 시행 된지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

은 관계로 「공감법」시행 효과에 대하여 분석한 선행연구들은 많지 않은

편이다. 「공감법」제정 후 감사원 및 감사연구원을 중심으로 법률 제정 효

과를 분석한 연구보고서가 있고, 「공감법」적용대상 1개의 공공기관을 대

상으로 법률 제정효과 및 예측효과를 분석한 연구들이 몇몇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공기업 자체감사 및 공공감사분야에 대한 선행연구와 「공감법」

제정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그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양대우(2008)는 「공기업 자체감사의 실효성 증진 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6개 공기업에 근무하는 감사인와 피감사인을 대상으로 공기업의 자체감사제

도운영의 문제점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 결과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 부분에서 기관장의 인사권 행사, 재정상

및 동료직원관계 등에서 제대로 확보되지 못하고 있어서 그로 인해 감사업무

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의 전문성과 관련해서는 행정이 복잡하고 다양함에 따른 감사의 전

문성 확보를 위한 특정업무분야에 대한 전문가의 충원과 외부전문기관의

활용체계가 대단히 미흡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체감사의 효율성 제고

의 저해요인으로 감사환경의 변화에 따른 정보량의 증가와 감사시스템 구

축과 활용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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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 확

보를 위해 기관장의 인사권으로부터 독립과 재정상 및 동료직원과의 인과

관계에서의 독립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둘째, 감사전문가의 채용 및 감사

전문기관의 적극 활용을 통한 감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고 주

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감사정보시스템의 개발를 통한 상시 모니터링

감사체계의 확립과 감사정보의 공유를 통한 감사원과의 쌍방적 정보 교류

체계를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자체감사의 역할과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크게 네가

지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성용락, 2013: 119-120).

첫째, 자체감사는 업무에 대한 평가나 내부통제장치와 더불어 각 행정기

관이 자체적 점검을 통해 수행업무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 또는 개선시키

는 자율관리시스템의 일종으로서 내부통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둘째, 자체감사는 국회나 감사원 등 외부통제기관이 문제점을 지적하기

전에 자신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율적 정화작

용을 수행하고 있다.

셋째, 자체감사는 업무의 계획단계부터 개입하여 잘못된 정책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예방하고 시행단계에서도 적기에 방향을 바로 잡는 등 사

후적 적발 처벌보다는 사전적 예방기능에 초점을 두고 있다. 넷째, 위법

부당행위의 적발과 처벌보다는 문제점의 원인을 파악하여 시정하고 개선

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자체감사는 사전예방과 업무개선 목적이 우

선이기에 사후 적발 처벌 중심의 외부감사가 유발할 수 있는 부작용인

업무의 소극적 처리행태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윤남구(2011)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도입의 공공기관 감사에 대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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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효과분석 :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연구에서 한국도

로공사자체 감사실에 근무하는 전·현직 직원들과 감사원 감사 경험이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한 「공감법」제정의 주요목적인 자체감

사의 독립성, 전문성, 실효성 확보, 감사활동체계 개선, 자체감사활동 지

원 등 5가지 제반사항에 대하여 조사·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다른

연구와 다르게 「공감법」제정이 공기업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에 그다지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최고 감사기구이고 대통령 직속

기관인 감사원에 맞설 수 없는 공기업의 여건상 기관장에 대한 독립성은

높아지지만 감사원에 대한 자체감사기구의 의존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측됐

다.

「공감법」제정으로 인해 당초 이 법률 제정 배경이 되었던 자체감사체

계에 대한 문제점 즉 자체감사의 독립성, 전문성 제고, 실효성 확보, 자

체감사활동체계 확립, 자체감사활동 지원 등 5가지 주요제반요소가「공

감법」제정으로 긍정적으로 변화하여 공공감사의 내실화 및 역량이 강화

될 것인지를 조사· 분석하였다. 조사 분석 결과「공감법」제정으로 자체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감사원의 자체감사활동 지원부문의 3가지 제반

요소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고 의미있는 변화를 감지하지 못했으며, 자체

감사의 실효성 및 자체감사활동체계 확립 부문의 2가지 요소에서만 일부

분 긍정적인 변화를 발견하였다. 감사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직

원을 대상으로 한 인식연구라서 기존의 선행연구와는 다른 연구결과가 나

왔다.

서우석(2011)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자체감사에 미치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의 예측효과에 관한 인식적 연구」에서는 감사부서 전·현직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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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방식을 실시하였는데, 윤남구(2011)의「공공감

사에 관한 법률 도입의 공공기관 감사에 대한 예측효과분석 : 한국도로공사

에 대한 인식조사를 중심으로」연구와 같이 「공감법」제정의 주요 목적인

자체감사의 독립성, 전문성 제고, 실효성 확보, 자체감사활동 체계 확립,

자체감사활동 지원 등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이 미비할 것으로 도출되

었다. 또한, 감사원의 영향력 확대에 따라 당초 법률 제정 취지대로 자체

감사가 효율적으로 개선될지는 의문인 것으로 도출되었다.

조형석·류숙원(2012)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의 효과

분석」에서는 「공감법」 시행 전·후의 자체감사활동을 비교하여 자체감사

활동이 당초 「공감법」취지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지 연구하였다. 감사원

및 감사연구원에서 실시한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조사를 실시하였고, 인식조사의 경우「공감법」적용대상 583개 기관에

대해 자체감사기구 감사인과 감사대상기관(부서) 수감인 1495명을 조사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실태조사 연구결과를 보면 감사의 독립성 부분에서는「공감법」의 제

정 및 시행에 따른 자체감사의 독립성에 대한 효과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 확보 차원에서 법률 제정 이후 전담감

사기구의 설치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감사인력 또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일부 영역에서 독립성 훼손의 가능성이 내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감사의 전문성에 대한 실태분석 내용을 보면 「공감법」제정 및 시행

에 따른 자체감사의 전문성에 대한 효과도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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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감사담당자의 전문성 중 근무경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감사담

당자의 자격증 보유현황 역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감사담당자

의 역량개발로서 감사관련 교육시간 및 일수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대부

분의 기관에서 1인당 감사담당자 평균교육시간도 감사원 권고 기준(연

40시간)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감사교육의 질적 부분에 대

한 향상이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감사의 실효성에 대한 실태분석 결과를 보면 「공감법」 제정 및 시행

에 따른 자체감사의 실효성에 대한 효과는 일부 영역을 중심으로 나타나

고는 있으나 대체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감사 등 내부통제

활동이나 재무 및 신분상 조치 등 감사성과와 감사결과의 공개 등은 다

소 높아 졌으나 감사성과 중 행정상 조치성과 등에서는 법률 시행 전후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속

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감사의 협력성에 대한 연구결과는 「공감법」제정 및 시행이 자체감사

의 협력성에 대한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감사기구간의 감

사활동 정보의 공유가 미흡하고, 감사원과의 협조에 있어서도 뚜렷한 변

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감사원은 물론 자체감사기구 간 협

력과 지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인식분석 연구결과를 보면 자체감사의 독립성에 대해서는 「공감법」

시행에 따른 개선이 이루어 진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자체감사기구의

적정성에 대한 인식과 감사기구 장의 감사권한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낮게 나타나고 있다.10) 향후 자체감사기구의 적정성과 감사기구의 장의

10) 전체평균(자체감사기구: 3.58점, 감사대상기관:3.86점)에 비해 자체감사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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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권한 등에 있어서는 법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고려

할 필요가 있다.

자체감사의 전문성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공감법」시

행에 따라서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감사담당자의 우수

인력 확보는 자체감사기구는 전체 평균에 비해서 모두 낮게 인식되고 있

으며, 감사 담당자에 대한 교육 강화는 자체감사기구에서는 전체평균보

다 높게 인식하고 있으나 감사대상기관에서는 전체평균보다 낮게 인식하

고 있다. 자체감사기구에 근무하는 인원과 감사대상기관에 근무하는 인

원 간의 감사를 바라보는 시각차와 감사현장에서의 느끼는 차이점이 감

사의 전문성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감사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우대조치 등 다양한 법적 제도의 적극적 도입이 필

요하고, 교육기회 부족 및 교육시간 마련의 어려움 등 운영상의 문제점

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자체감사의 실효성 개선을 위해 「공감법」상에 명시된 제도들이 실제

실효성 개선에 기여하였는지 분석한 결과는 대부분 기여한 것으로 나타

났다. 내부통제활동, 감사계획, 감사실시, 감사정보, 감사결과, 감사성과,

사후관리, 감사품질 등 모든 영역에서 법률 시행에 따른 개선이 이루어

진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다만, 실효성 분야에 있어서도 실제 운영상에

있어서 보완되어야 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형식

적인 일상감사 실시, 하급기관 위주의 감사, 감사자료 접근에 대한 제약,

감사결과 공개 미흡 등의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적정성에 대한 인식(자체감사기구: 3.41점, 감사대상기관:3.74점)과 감사기구의

장의 감사권한(자체감사기구: 3.34점, 감사대상기관:3.75점)이 상대적으로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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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감사의 협력성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는 「공감법」시행에 따른 개

선이 이루어 진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그 개선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

게 나타나고 있다.11) 감사활동 정보 공유 미흡 등 협력성과 관련하여 제

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분

석하였다.

자체감사기구와 감사대상기관 종사자의 인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표

2-5]과 같이 기관 유형별 자체감사의 특성(독립성, 전문성, 실효성, 협력

성)을 구분해 보면, 모든 기관에 있어서 실효성이 가장 높고 중앙행정기

관과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협력성은 높으나 독립성은 낮으며,

교육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경우 독립성은 높으나 협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5] [기관 유형별 특성 분석]

분야
분야별

평균

중앙행정

기관

광역자치

단체

기초자치

단체

교육자치

단체
공공기관

독립성 3.65 3.69 3.25 3.26 3.73 3.83

전문성 3.66 3.75 3.36 3.31 3.65 3.82

실효성 3.73 3.80 3.56 3.43 3.77 3.85

협력성 3.67 3.78 3.50 3.35 3.57 3.80

* 조형석·류숙원(2012) p90 인용

11) 전체평균(자체감사기구: 3.58점, 감사대상기관:3.86점)에 비해 자체감사기구

협력성에 대한 인식(자체감사기구: 3.43점, 감사대상기관:3.81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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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경우에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 다른 기관들보다 모든 측

면에서 「공감법」시행효과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 감사

기구의 장은 인사권이나 감사활동에 대한 권한이 상대적으로 강하기 때

문에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현창부(2014)「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정 효과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에서는 「공감법」도입이 자체감사의 독립성, 전문성, 실효성 제고에 기여

했는지 여부와 그 인식에 기관 유형별로 인식차이가 있는지 「공감법」적

용 대상 기관 감사책임자와 자체감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통하여 조

사 하였다.

「공감법」의 도입효과 중에서 자체감사의 실효성 부분에 있어서 가장

많이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효성 제고에 있어서 인식 차이는 공기

업, 중앙행정기관, 준 정부기관, 시·도 교육청, 기타기관(지방공기업 등)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순으로 개선효과를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2. 선행연구와 본연구와의 차이점

공공감사분야에 대한 연구는 현재까지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

다. 또한 회계분야에 국한된 연구부분이 많고, 정부조직인 감사원 및 감

사연구원 중심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

지고 있다. 특히 2010년「공감법」 제정 및 시행 이후에도 자체감사기구

에 대한 연구와 공공기관인 공기업의 감사분야에 대하여는 연구가 많이

부족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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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논문에서는 「공감법」제정 및 시행 효과에 대하여 공기업 특정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담당자 및 감사 수감자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

하여 인식의 변화가 독립성, 전문성, 실효성 및 협력성에 있는 지를 연구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공감법」적용 30개 공기업 전체의 감사결과 자

료인 신분상 조치 결과, 행정상 조치 결과, 재정상 조치 결과 및 일상감

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특히 조형석·류숙원(2012)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의

효과 분석」내용은 본인이 연구하고자 하는 논문과 유사한 점이 있으나

조형석·류숙원(2012)은 공공기관의 「공감법」제정 및 시행 효과를 공기

업(15개)을 포함한 공공기관(281개 기관)12)을 연구범위로 하고, 실태조사

자료는 2008년 12월 31일, 2010년 12월 31일, 201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자료를 활용하여 「공감법」시행 초기의 효과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 중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기업의 규모에 따라 유형이 분류되는 공기업 30개 기관(시장형 공기업 14

개, 준시장형 공기업 16개)의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간의 자체감사결

과를 분석하였고, 특히「공감법」이 시행한 이후에 2013년「공감법」에

추가로 적용된 공기업 2개 기관(울산항만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포함

하여 공기업만의「공감법」시행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공감법」시행에 따라 공공기관 자체감사의 실효성이

확보·제고되어 공기업 자체감사기구의 감사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

었는지 분석하여 실질적으로 공기업 자체감사 운영의 개선점을 찾고

자 하였다.

12) 공기업: 28개, 준정부기관:83개, 기타 공공기관:100개, 은행: 1개, 공사:27개,

공단:3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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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설계 및 분석방법

제 1 절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공감법」시행이 공기업 자체감사기구의 감사성과인 신분

상 조치,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및 일상감사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공감법」시행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독립변수는「공감법」시행 전·후로 하고 종속변수는 감사결과로 신분

상 조치,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및 일상감사로 한다. 통제변수로는 감사

실시 횟수, 감사인력, 공기업 형태(시장형, 준시장형)를 설정하여 독립변수

인「공감법」시행 여부가 각 종속변수에 미치는 순수한 영향을 파악하고

자 하였다.

[그림 3-1 연구모형]

독립변수 종속변수

「공감법」시행 전·후

⇒
신분상 조치

통제변수

행정상 조치감사실시 횟수

재정상 조치감사 인력

일상감사공기업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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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가설

본 연구는 「공감법」시행이 공기업 자체감사의 감사성과에 어떠한 영향

을 주었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조형석·류숙원(2012)이 선행연구 분석에서

활용한 감사 실효성 분야의 감사성과지표인 신분상 조치,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와 내부통제활동 지표인 일상감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공감법」시행으로 공기업 자체감사의 신분상 조치 결과는 증

가할 것이다.

가설 2. 「공감법」시행으로 공기업 자체감사의 행정상 조치 결과는 증

가할 것이다.

가설 3. 「공감법」시행으로 공기업 자체감사의 재정상 조치 결과는 증

가할 것이다.

가설 4. 「공감법」시행으로 공기업 자체감사의 일상감사 조치 결과는

증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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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수의 선정

신분상 조치는 공기업 자체감사기구의 감사활동결과로 위법 부당한 행

위를 한 담당직원 및 관련 직원들에게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경

고 및 주의 등으로 감사 처분하는 것으로 「공감법」시행은 공기업 자체

감사기구의 신분상 조치 결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하여 변수로 선정

하였다.

행정상 조치는 공기업 자체감사기구가 감사활동에 따라 규정이나 제도

등의 위반사항을 시정, 개선, 권고 등의 감사 처분하는 것으로서「공감법」

시행은 공기업 자체감사기구의 행정상 조치 결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

측하여 변수로 선정하였다.

재정상 조치는 변상, 환수, 감액 등 공기업 자체감사기구의 금액상의

감사 처분결과로서 「공감법」시행은 공기업 자체감사기구의 재정상 조

치 결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하여 변수로 선정하였다.

일상감사는 사전에 시행된다는 점에서 적발위주의 감사가 아닌 사전 예방

위주의 감사로서 적법성보다는 효과성·효율성 확보에 역점을 두는 감사로

「공감법」시행은 공기업 자체감사기구의 일상감사 결과에 영향을 줄 것

으로 예측하여 변수로 선정하였다.

다음 [표 3-1]은 신분상 조치,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의 감사결과에

대한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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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 기준

종류 신분상
조치

재정상
조치 내용

변상
명령 - 변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공사에 금전적 또는 물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행위와 결과 간에 인과관계가 있고 변상책임 소멸 사유가
없는 사항

징계·문
책

징계·
문책

징계
부가
금

직무와 관련된 사항 또는 윤리지침 위반사항으로서
법령․규정이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사항

시
정

금액 -

추징,
환수
(환급)
,
감액,
예산
절감

○ 추징 : 받아들여야 할 금원을 간과한 경우로서 소급하여
재차 청구할 필요가 있는 사항

○ 환수 또는 환급 : 부당 또는 과다하게 지급한 금원을 되돌
려 받거나, 받아서는 안 될 금원이나 과다하게 받은 금원
을 되돌려 줄 필요가 있는 사항

○ 감액 : 공사설계업무에 있어서 설계금액 등이 과다
계상되어 감액이 필요한 사항

○ 예산절감 : 수량 및 단가조정, 절차 변경 등을 통해
예산절감이 필요한 사항

기타 - - 위법. 부당행위에 대하여 이를 취소 또는 철회함 으로써
교정 또는 원상회복이 가능한 사항

주
의

경고 경고 - 위법․부당행위가 기한이 경과되어 이를 시정할 수 없거나
시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

주의 주의 -
위법․부당행위가 기한이 경과되어 이를 시정할 수 없거나
시정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사항으로서, 위법 부당행위가
중요시되나 그 정상이 참작되어 징계에 부의함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부서
경고 - - 경고사항으로서 개인적 차원의 귀책사유 보다는 부서 차원의

업무처리상의 문제점에 기인한 사항 (부서장에게 경고 조치)

부서
주의 - - 주의사항으로서 개인적 차원의 귀책사유 보다는 부서 차원의

업무처리상의 문제점에 기인한 사항 (부서장에게 주의 조치)

통
보

통보 - -
업무처리 기준, 절차, 내용에 문제점이 있어 개선할 필요 성은
있지만 감사인이 대안제시가 곤란하여 그 개선안 을
자체강구하거나 자체 시정토록 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

인사
통보

인사
통보 - 징계시효의 완성 등 징계요구를 할 수 없지만 비위가 현저하여

인사조치가 필요한 사항

개선 - -
위반사항이 규정․제도․기준․ 절차 등의 결함, 불합리,
불비에 그 원인이 있다고 인정될 때 그 원인을 제거하거나
개정 , 신설 등의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사항

권고 - -
업무성과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 사항, 적법성을 결할 우려가
있는 사항 또는 바람직한 대안 도출을 위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 등 주로 성과감사 측면에서 처분을 요구하는 사항

고발 고발 - ‘직원의 업무관련 불법행위 고발지침’에 해당하는 사항

※ 기타 미표시(-) 부분은 행정상 조치, 자료 : K공기업 감사처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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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분석방법

1. 자료의 수집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실증분석을 병행하였다. 문헌연구는 2010년 「공감

법」도입 이전과 이후의 각종 연구논문과 감사원 등 정부기관이 발행한 연

구보고서 등을 수집하여 검토하였다. 실증연구는 공기업 30개 기관의 자체감

사결과를 통해서 공기업 자체감사기구의「공감법」도입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간의 감사결과 자료를 정보공개청구

공공기관 정보시스템(Alio system) 및 감사원 보고서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2. 자료의 분석

자료의 분석을 간략하게 표로 요약하면 아래 [표 3-2] 와 같다.

[표 3-2] 자료분석 방법의 요약

구분 분석내용 분석방법

측정변수에대한

기초통계분석

· 표본구성

· 변수의 특성

·빈도분석

·기술통계

자료에 대한

통계분석

·「공감법」실시 전후의 공기업

자체감사결과 차이분석

·STATA 13.0 이용

패널데이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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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표본과 변수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여 각 변수들의 비율과 평균값 및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을 분석하였다. 또한 「공감법」이라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2010년 이전과 이후의 공기업의 자체감사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통계프로그램인 STATA 13.0을 이용

한 패널데이터분석을 실시하였다.

3. 분석 모형

본 연구는 「공감법」실시 전·후의 공기업 자체감사결과 차이분석을

통해서 「공감법」시행 효과가 공기업의 감사성과인 신분상 조치,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일상감사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패널분석 모형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i =1∼30 : 공기업 수, t : 2009∼2014)

종속변수 (j=1,2,3,4) : 감사결과( : 신분상 조치,  : 행정상

조치,   : 재정상 조치,  : 일상감사)

독립변수 :   : 공감법 도입,

통제변수 :   감사실시 횟수,  : 감사인력,  : 공기업형태

,  : 오차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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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실증분석 결과

제 1 절 기초통계분석

1. 독립변수 분석

본 연구에서는 「공감법」 시행이 종속변수인 신분장 조치 결과, 행정

상 조치 결과, 재정상 조치 결과 및 일상감사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를 연구하기 위하여 독립변수를 30개 공기업들의 「공감법」도입 전·후로

선정하였다.

독립변수인 공감법 도입 변수는 176개의 관측치가 있으며,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간의 기간 동안에 176개의 관측치 중 40개(22.73%)는 공

감법이 적용되지 않았고 136개(77.27%)는 공감법이 적용된 경우이다.

「공감법」의 적용 여부에 따른 공기업의 연도별 빈도분석은 아래의 [표

4-1]과 같다.

[표 4-1] 공감법 적용 빈도분석 결과

공감법 적용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공감법 적용 전 27 8 3 2 - -

공감법 적용 후 - 21 27 28 3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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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법」시행 전인 2009년에는 30개 공기업 중 27개 공기업을 측정

하였다.

2009년의 한국남부발전(주)과 한국중부발전(주)는 감사결과자료는 확보

하지 못 하였고, 2009년과 2010년의 여수항만공사 감사결과자료는 2011

년 여수항만공사가 설립됨에 따라서 자료가 빠져있어서 빈도수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또한 2010년 「공감법」시행 첫해에는 30개 공기업 중 21

개 공기업만이 「공감법」을 적용 받았고, 점진적으로 「공감법」적용이

확대되어 2011년에는 발전자회사 6개13)가 포함되어 27개 공기업에 적용

되었고 2012년에는 여수항만공사가, 2013년에는 해양환경관리공단, 울산

항만공사가 신규로 적용이 되어 현재까지 30개 공기업이 「공감법」적용

을 받고 있다.

2. 종속변수 분석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로 선정한 감사결과인 신분상 조치,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및 일상감사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래 [표 4-2]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4-2] 종속변수 기초통계량

종속변수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신분상 조치(인) 176 130.34 239.44 0 1,485

행정상 조치(건) 176 173.63 257.83 0 1,843

재정상 조치
(백만원)

176 17,400 43,500 0 282,000

일상감사(건) 176 1,087.28 1,053.19 51 9,439

13)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중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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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법」도입에 따른 종속변수인 신분상 조치결과의 평균 130.34명

(표준편차 239.44명), 중앙값(50%) 47명, 최소값 0명, 최대값 1,485명(한

국철도공사, 2012)이다.

행정상 조치 결과의 평균 173.63건(표준편차 257.83건), 중앙값(50%) 78

건 최소값 0건, 최대값 1,843건(한국철도공사, 2013)이다. 재정상 조치 결

과의 평균 17,400백만원 (표준편차 43,500백만원), 중앙값 (50%) 941백만

원, 최소값 0원, 최대값 282,000백만원(한국전력공사, 2010)이다. 일상감사

조치 결과의 평균 1,087.28건(표준편차 1,053.19건), 중앙값(50%) 841건,

최소값 51건, 최대값 9,439건(대한석탄공사, 2010)이다.

「공감법」시행 전·후의 종속변수의 평균의 변화를 보면 아래 [표 4-3]과 같다.

[표 4-3] 공감법 시행 전·후 종속변수의 평균

연도
신분상 조치
(인)

행정상 조치
(건)

재정상 조치
(백만원)

일상감사
(건)

2009 81.11 133.25 10,500 800.88

2010 98.68 111.51 18,200 1089.58

2011 120.96 143.33 18,100 1102.73

2012 160.3 202.1 22,600 1066.56

2013 167.66 248.53 16,800 1224.26

2014 147.33 196.96 17,400 1211.1

전체
평균

130.34 173.63 17,400 1087.28

신분상 조치결과는 「공감법」시행 전인 2009년에 평균이 81.11(인)

이었다가 「공감법」시행 해인 2010년을 기준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

다. 행정상 조치 결과는 「공감법」시행 전인 2009년에 평균이 133.2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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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공감법」시행 해인 2010년에 약간 감소하다가 2011년부터 증가

하기 시작하였다. 재정상 조치 결과도 「공감법」시행 전인 2009년 보다

「공감법」시행 해인 2010년을 기준으로 증가하였다. 일상감사 조치결과

는 「공감법」시행 전인 2009년에 평균이 800.88건 이었다가 「공감법」

시행 해인 2010년을 기준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공감법」적용여부에따른종속변수의평균의변화를보면아래 [표 4-4]과같다.

[표 4-4] 공감법 적용 여부에 따른 종속변수의 평균

공감법
적용여부

신분상 조치
(인)

행정상 조치
(건)

재정상 조치
(백만원)

일상감사
(건)

미적용 70.4 107.52 7,270 685.6

적용 147.97 193.08 204,000 1205.42
전체
평균

130.34 173.63 17,400 1087.28

30개 공기업의 「공감법」적용 시기를 기준으로 감사성과인 신분상

조치 결과, 행정상 조치 결과, 재정상 조치 결과, 일상감사 조치 결과의

평균은 [표 4-3]의 종속변수의 평균의 변화보다 더 확실한 「공감법」시

행 효과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3. 통제변수 분석

본 연구에서는 통제변수로 감사실시 횟수, 감사인력, 공기업 형태(시장

형, 준시장형)를 반영하였다. 통제변수 각각의 기초통계량은 다음의 [표

4-5]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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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통제변수 기초통계량

변수 N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감사실시횟수(건) 176 27.91 33.08 1 206

감사인력(인) 176 19.14 21.49 2 120

본 공기업 형태 유형에 대한 통제변수는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분류된다. 공기업 유형에 따른 종속변수인 신분상 조치, 행정

상 조치, 재정상 조치, 일상감사 결과의 평균은 [표 4-6]과 같다. 예상과

는 달리 준시장형 공기업이 신분상 조치, 행정상 조치, 일상감사의 감사

결과에서 시장형 공기업보다 감사성과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 공기업 형태 유형에 따른 종속변수의 평균

공기업 형태
종속변수(감사결과)

신분상
조치(인)

행정상
조치(건)

재정상
조치(백만원)

일상감사
(건)

시장형 공기업 121.43 159.43 18,800 1043.88

준시장형 공기업 139.25 187.84 16,000 1130.68

전체평균 130.34 173.63 17,400 108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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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변수인 감사실시 횟수와 감사인력의 연도별 평균을 보면 아래의

[표 4-7]과 같다.

[표 4-7] 연도별 통제변수 평균

연도 감사실시 횟수 (건) 감사인력 (인)

2009 25.59 15.55

2010 24.06 15.68

2011 27.66 18.63

2012 28.33 21.06

2013 32.06 21.73

2014 29.4 21.7

전체평균 27.91 19.14

감사실시 횟수는 「공감법」시행 전인 2009년 평균이 25.59건 이었으나

「공감법」시행 해인 2010년에 24.06건으로 다소 주춤하다가 2011년 이후

평균적으로 2.32건(9.07%) 증가했고, 감사인력도 「공감법」시행 전인

2009년 15.55명 보다 「공감법」시행 후 평균 3.59명(23.09%)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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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관관계 분석

상관관계란 변수들 간의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두 개 이상의 변수에 있

어서 한 변수가 변화함에 따라서 다른 변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와 같은

변화의 강도와 방향을 상관관계라 하고, 상관관계분석이란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분석방법으로 하나의 변수가 다른 변수와 어느 정도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변화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사용한다. 변화의 방향

은 두변수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정의 방향(＋), 반대방향으로 움직이면

음의 방향(－)이라 한다.

「공감법」시행 전·후를 나타내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인 신분상의 조

치, 행정상의 조치, 재정상의 조치 및 일상감사 건수와 종속변수인 감사

실시 횟수, 감사인력, 공기업 형태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4-8]와 같다.

[표 4-8] 상관관계 분석

변수명
신분상
조치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일상
감사

감사실
시횟수

감사
인력

공기업
형태

공감법
시행

신분상
조치

1

행정상
조치

0.857*** 1

재정상
조치

0.308*** 0.455*** 1

일상감사 0.224** 0.268*** 0.102 1

감사실시
횟수

0.884*** 0.805*** 0.329*** 0.185** 1

감사인력 0.734*** 0.704*** 0.625*** 0.247*** 0.715*** 1

공기업
형태

0.037 0.055 -0.032 0.041 0.101 -0.048 1

공감법 시행 0.136* 0.139* 0.126* 0.207*** 0.112 0.167** -0.027 1

주) * p<.1, ** p<.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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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인「공감법」시행과 종속변수인 신분상 조치, 행정상 조치, 재정

상 조치 및 일상감사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상관계수가 각각 0.136,

0.139, 0.126, 0.207로 유의수준 10%에서 신분상 조치,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가, 유의수준 1%에서 일상감사 조치결과가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변수들간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해 변수의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수치를 산출하였다. 통상 VIF값이 10보다 크거나 1/VIF값이 0.1

보다 작으면 다중공선성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각 변수의 VIF값

이 문제가 없다하더라도 Mean VIF 값이 1보다 상당히 큰 경우에도 다

중공선성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보는데 아래 [표 4-9]의 분석 결과와

같이 다중공선성이 우려되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표 4-9] 변수의 VIF값

변수명 VIF 1/VIF

신분상 조치 7.38 0.1354

행정상 조치 4.72 0.1951

재정상 조치 2.05 0.4882

일상감사 1.11 0.9003

감사실시 횟수 5.12 0.1951

감사인력 3.79 0.2641

공기업 형태 1.05 0.9511

평균 VIF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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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다중회귀분석

본 연구의 분석대상 데이터는 횡단면과 시계열의 특성을 모두 가지는

패널 데이터로 패널의 개체특성을 고려하기 위해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이나 확률효과모형(random effect model)을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두가지 분석방법 중 어느 분석방법이 적합한지는 하우스만

(hausman) 검증을 통해서 귀무가설이 기각되는 경우에는 고정효과모형

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귀무가설이 기각되지 않는 경우에는 확률효과모

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STATA 13.0 통계 프로그램을 통해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종속변수별 다중회귀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신분상 조치에 대한 분석결과

「공감법」도입이 공기업 자체감사기구의 신분상 조치결과에 어떠한 영

향을 주었는지 [표 4-10]은 분석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4-10] 공감법 시행에 따른 신분상 조치 분석 결과

변수
신분상 조치(인)

비고
계수 표준오차 t p-value

공감법 도입 27.130** 12.624 2.15 0.033
감사실시
횟수

0.504 0.396 1.27 0.205

감사인력 6.172*** 0.776 7.95 0.000
공기업 형태 0 (omitted)

상수항 -22.861 16.215 -1.41 0.161

F 검증값 F(29,143) = 12.62 0.0000

R2 0.5950

주1) 하우스만 test결과(=60.90, p=0.000)로 고정효과 모형 적용

주2) * p<.1, ** p<.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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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에 따르면 「공감법」시행이 자체감사기구의 감사결과인 신분상

조치에 5%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며 정(+)의 상

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공감법」시행에 따라서 공기업 자체감사기구의 신

분상의 조치 감사결과가 「공감법」시행 전 보다는 평균적으로 27.13명 증가

하였음을 보여준다.

통제변수 중에서 종속변수인 신분상 조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

이는 것은 감사인력으로 예상대로 감사인력은 신분상 조치에 정(+)관계를 가

지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감사인력 1명의 증가는 신분상 조치 결과를 6.17명

증가하도록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 자체감사기구의 감사결과

에서 신분상 조치 결과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자체감사기구의 감사인력 증

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상과는 달리 감사실시 횟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에 있어서 자체감사 실시횟수를 증

가하는 것은 신분상 조치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우스만 검증결과 고정효과모형으로 분석하여 통제변수인 공기업 형태

(시장형, 준시장형)는 명목척도로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은 변수이기 때문에

생략(omitted)되었다.

독립변수인 「공감법」도입과 통제변수가 종속변수인 신분상 조치결과를

설명하는 정도인 R²의 값은 0.595로 나타났으며, 이는 회귀모형이 종속변수

를 59.5%설명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리고 회귀모델 역시 F=12.62, 1% 유의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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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상 조치에 대한 분석결과

「공감법」도입이 공기업 자체감사기구의 행정상 조치결과에 어떠한 영

향을 주었는지 [표 4-11]은 분석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4-11] 공감법 시행에 따른 행정상 조치 분석 결과

변수
행정상 조치(건)

비고
계수 표준오차 t p-value

공감법 도입 36.581* 22.018 1.66 0.099

감사실시
횟수

1.165* 0.692 1.68 0.094

감사인력 4.137*** 1.353 3.06 0.003

공기업 형태 0 (omitted)

상수항 33.636 28.281 1.19 0.236

F 검증값 F(3,143) = 8.98 0.0000

R2 0.6067

주1) 하우스만 test결과(=17.60, p=0.000)로 고정효과 모형 적용

주2) * p<.1, ** p<.05, *** p<.01

분석결과에 따르면 「공감법」시행이 자체감사기구의 감사결과인 행정상

조치에 10%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며 정(+)의 상

관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공감법」시행에 따라서 공기업 자체감사기구의

행정상의 조치 감사결과가 「공감법」시행 전 보다는 평균적으로 36.58건

증가하였음을 보여준다.

통제변수 중에서 종속변수인 행정상 조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

이는 것은 감사실시 횟수와 감사인력으로 예상대로 감사실시 횟수와 감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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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은 행정상 조치에 정(+)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감사실시 횟수

가 1회 증가할 때 행정상 조치결과는1.16건 증가하고, 감사인력 1명의 증가는

행정상 조치 결과에 4.13건 증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분석 결과를 통해서 공기업 자체감사기구의 행정상 감사 조치 결과

도 신분상 조치 결과와 동일하게 감사실시 횟수 증가 보다는 감사인력의 확

대가 더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 중에 감사인력을 통제하지 않고 감사실시 횟수만을 통제하여 회

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행정상의 조치 건수 증가가 57.28건(p<0.01), 감사실

시 횟수를 통제하지 않고 감사인력 만 통제하였을 경우 행정상의 조치 건수

증가가 39.9건(p<0.1)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행정상 조치에 있어서 감

사 인력이 더 영향을 주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우스만 검증결과 고정효과모형으로 분석하여 통제변수인 공기업 형태

(시장형, 준시장형)는 명목척도로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은 변수이기 때문에

생략(omitted)되었다.

독립변수인 「공감법」 도입과 통제변수가 종속변수인 행정상 조치결과를

설명하는 정도인 R²의 값은 0.6067로 나타났으며, 이는 회귀모형이 종속변수를

60.67%설명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리고 회귀모델 역시 F=8.98, 1% 유의수

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의 자체감사기구들은 종합감사, 특정감사, 성과감사 등의 감사결과

로 신분상의 조치나 재정상의 조치보다는 행정상의 조치 사항에 대하여 감사

결과 처분하는 경우가 많다. 공기업 자체감사기구가 공기업에 근무하는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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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업무처리기준, 절차 내용 등의 위반사항이 규정·제도·기준·절차 등의 결

함, 불합리, 불비에 있어서 이를 개선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감사의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재정상 조치에 대한 분석결과

「공감법」도입이 공기업 자체감사기구의 재정상 조치결과에 어떠한 영

향을 주었는지 [표 4-12]은 분석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4-12] 공감법 시행에 따른 재정상 조치 분석 결과

변수
재정상 조치(백만원)

비고
계수 표준오차 t p-value

공감법 도입 13,400*** 4,770 2.81 0.006

감사실시
횟수

76.5 150 0.51 0.611

감사인력 -757** 293 -2.58 0.011

공기업 형태 0 (omitted)

상수항 19,400*** 6,130 3.16 0.002

F 검증값 F(3,143) = 3.74 0.0126

R2 0.3442

주1) 하우스만 test결과(=39.37, p=0.000)로 고정효과 모형 적용

주2) * p<.1, ** p<.05, *** p<.01

분석결과에 따르면 「공감법」시행이 자체감사기구의 감사결과인 재정상

조치에 1%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며 정(+)의 상

관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공감법」시행에 따라서 공기업 자체감사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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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상의 조치 감사결과가 「공감법」시행 전 보다는 평균적으로 13,400백

만원 증가하였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재정상 조치 결과의 증가는 「공감

법」시행에 따라 공기업의 자체감사기구들이 감사활동의 중점사항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지적을 통한 금액 환수·시정 등 재정상 조치에 두고 실시

한 결과로 「공감법」시행에 따른 가장 큰 효과라 볼 수 있다.

통제변수 중에서 종속변수인 재정상 조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

이는 것은 감사인력으로 예상과는 반대로 감사인력은 재정상 조치에 부(-)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감사실시 횟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분석 결과를 통해서 공기업 자체감사기구의 재정상 감사 조치 결과

는 신분상 조치 결과와 행정상 조치 결과와 다르게 감사실시 횟수나 감사인

력에 많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우스만 검증결과 고정효과모형으로 분석하여 통제변수인 공기업 형태

(시장형, 준시장형)는 명목척도로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은 변수이기 때문에

생략(omitted)되었다.

독립변수인 「공감법」 도입과 통제변수가 종속변수인 재정상 조치결과를

설명하는 정도인 R²의 값은 0.3442로 나타났으며, 이는 회귀모형이 종속변수를

34.42%설명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리고 회귀모델 역시 F=3.74, 5% 유의수

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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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상감사 조치에 대한 분석결과

「공감법」도입이 공기업 자체감사기구의 일상감사 조치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표 4-13]은 분석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4-13] 공감법 시행에 따른 일상감사 조치 분석 결과

변수
일상감사 조치(건)

비고
계수 표준오차 z p-value

공감법 도입 343.332** 142.395 2.41 0.016

감사실시
횟수

-0.830 3.914 -0.21 0.832

감사인력 14.273** 6.655 2.14 0.032

공기업 형태 106.408 294.836 0.36 0.718

상수항 515.781** 249.748 2.07 0.039

F 검증값 Wald chi2(4) = 15.45 0.0039

R2 0.0896

주1) 하우스만 test결과(=1.06, p=0.7874)로 확률효과 모형 적용

주2) * p<.1, ** p<.05, *** p<.01

분석결과에 따르면 「공감법」시행이 자체감사기구의 감사결과인 일상감사

조치에 5%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며 정(+)의 상

관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공감법」시행에 따라서 공기업 자체감사기구의

일상감사 조치 결과가 「공감법」시행 전 보다는 평균적으로 343.33건 증가

하였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일상감사 조치결과의 증가는 「공감법」시행에

따라 공기업 자체감사기구들이 사전예방 감사활동을 「공감법」시행 전 보다

강화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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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변수 중에서 종속변수인 일상감사 조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는 것은 감사인력으로 예상대로 감사인력은 일상감사 조치에 정(+)관계를

가지며 감사인력 1명이 증가할 때 일상감사 조치건수는 14.27건 증가하는 것

으로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감사실시 횟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 감사실시 횟수는 사후 감사에 따른 실시 횟수를 의미하므로

사전감사에 따른 감사결과로서의 일상감사와는 부(-)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위의 분석 결과를 통해서 공기업 자체감사기구의 일상감사 조치 결과는

신분상 조치 결과와 행정상 조치 결과와 다르게 감사실시 횟수나 감사인력

에 많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우스만 검증결과 확률효과모형으로 분석하여 통제변수인 공기업 형태

(시장형, 준시장형)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공감법」 도입과 통제변수가 종속변수인 재정상 조치결과를

설명하는 정도인 R²의 값은 0.0817로 나타났으며, 이는 회귀모형이 종속변수를

8.17%설명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회귀모형 설명율이 8.17%로 낮게 나타나는

것은 통제변수 중 일상감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변수인 감사실시 횟수와

공기업 형태의 변수 때문이다. 그리고 회귀모델 역시 F=15.45, 1% 유의수준

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5. 감사결과에 대한 다중회귀 분석결과 종합

이상의 신분상 조치,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일상감사 조치결과가

「공감법」시행에 따라 공기업 자체감사 감사성과에 미친 효과를 분석한 결

과를 종합해 보면 [표4-14]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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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14] 공감법 시행이 공기업 감사성과에 미친 효과 종합

변수
신분상 조치

(인)

행정상 조치

(건)

재정상 조치

(백만원)

일상감사

(건)

공감법 도입 27.13**
(0.03)

36.58*

(0.09)

13,400***

(0.00)

343.33**

(0.016)

감사실시 횟수 0.50
(0.20)

1.16*

(0.09)

76.5

(0.61)

-0.83

(0.83)

감사인력
6.17***

(0.00)

4.13***

(0.00)

-757**

(0.01)

14.27**

(0.03)

공기업 형태 0 0 0 106.40

R2 0.59 0.60 0.34 0.08

가설 채택 채택 채택 채택

적용 모형 고정효과 고정효과 고정효과 확률효과

주) 괄호안은 p-value 값, * p<.1, ** p<.05, *** p<.01 을 의미한다.

「공감법」시행이 공기업 감사성과인 신분상의 조치, 행정상의 조치, 재정

상의 조치, 일상감사 결과가 「공감법」시행 전 보다 증가할 것이라는 4개의

가설은 모두 채택되었다. 또한 「공감법」시행의 효과가 신분상의 조치에서

는 「공감법」시행 전 보다 평균적으로 27.13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상 조치는 36.58건, 재정상 조치는 13,400백만원, 일상감사 조치결과는

343.33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공감법」시행이 공기업의 자

체감사기구의 실질적인 감사 실효성을 증대시켜서 자체감사활동 강화에 영

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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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공공감사부문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자체감사기구의 강화를 통한 자체

감사 기능의 내실화를 위하여 2010년 7월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시

행되었다. 「공감법」시행에 따라 국가 전체적으로 자체감사기구의 독립

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게 된 것은 물론 실효성 있는 감사 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 할 수 있는 제도적·법률적 근거는 마련되었다. 또한「공감

법」시행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및 공공기관의 자체감사

활동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특히「공감법」의 시행은 공기업에 있어서도

많은 제도적 변화와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공감법」시행에 따른 공기업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은 제도적으로나 실질적으로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형석·류숙원, 2012). 이러한 독립성과 전문성의 확보는 공기업 자체감사

의 감사성과로 이어져 「공감법」시행의 목적인 부정부패와 예산낭비를

예방하고 통제하는 효율적인 공공감사 체계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본 연구는 공기업 감사의 실효성 측면에서 「공감법」시행에 따른 효

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공감법」시행 전·후의 공기업 감사분야의 감사

성과인 신분상 조치,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및 일상감사 결과 등 4개

분야를 분석하였다. 그 분석결과를 요약해 보면, 첫째 신분상의 조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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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공감법」시행에 따라 평균적으로 27.13명 증가한 것으로「공감

법」시행 효과가 공기업 감사성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 공기업

자체감사의 실효성을 증가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감사인력 1명의 증원은

신분상 조치 결과를 6.17명 증가시키기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공

기업 자체감사기구에 있어서 적정 감사인력 확보는 감사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행정상의 조치 결과는 「공감법」시행에 따라 평균적으로 「공감

법」전 보다 36.58건 증가하였고, 감사실시 회수 1회 증가는 1.16건, 감

사인력 1명 증원은 4.13건 행정상 조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셋째, 재정상 조치 결과는 「공감법」시행에 따라 조치금액 13,400백만원

평균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법」시행에 따른 공기업 감

사성과 4개 분야 결과 중에서 가장 큰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공

감법」시행에 따라 공기업 자체감사기구가 재정적 분야인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의 감사활동을 강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일상감사 조치 결과는 「공감법」시행 전 보다 343.33건 증가한 것

으로 「공감법」시행에 따라 공기업 자체감사기구가 사전예방 감사활동을

「공감법」시행 전 보다 강화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 있어서 공기업 자체감사기구의 감사성과인 신분

상 조치,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및 일상감사 결과에 「공감법」시행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로 모두 채택되었다.

「공감법」시행으로 공기업 자체감사의 실효성을 증가시켜서 실질적인 감사성

과에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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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

이 연구를 통해서 공기업 자체감사에 있어서 「공감법」시행에 따른

효과를 감사성과인 신분상 조치,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일상감사 조치

결과를 통해서 확인 할 수 있었다.「공감법」시행은 기존 공공감사체계의

문제점 보완을 통한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실효성 있는 감사활동을 통해서 감사성과 부문에 있어서도 「공

감법」시행 전 보다 감사결과가 증가하였다. 이것은「공감법」시행이 공공

감사의 감사 절차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다. 특히 공기업

자체감사기구는 감사원과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감사원으로부터 감사 일반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감사사전단계, 감사계획수립, 감사실시, 감사결과 보

고 및 통보, 감사결과 사후관리 등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기존 공공감사분야의 연구는 감사원과 감사연구원 중심으로 국가최고

감사기구인 감사원 역할과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및 공

공기관의 자체감사기구 역할 등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 졌다. 특히

공기업의 경우에는 하나의 공기업을 대상으로 감사관련 담당자나 피감사

자를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통한 감사의 독립성, 전문성 및 실효성을 연

구하였다. 「공감법」시행 이후에도 공기업의 감사결과에 대한 단순한 실

태조사와 공기업 한 기관만을 대상으로 「공감법」의 시행 효과를 연구하

였으나, 본 연구는 30개 공기업 전체의 신분상 조치,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및 일상감사 결과 자료의 분석을 통해서 공기업 자체감사기구에 있어

자체 감사의 실효성 증대를 위해서는 감사실시 횟수 등의 외형적 요인 확대

보다는 현장에서 감사를 실제로 시행하는 감사인력의 효율적 운영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감사결과의 실증 분석을 통해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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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법」시행 후 4년이 지난 2014년부터는 공기업 자체감사기구의 감사결

과는 「공감법」시행 초기보다는 감소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고 할 수 있다. 「공감법」시행은 공공감사부문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 것은

사실 이지만 공기업만의 특성을 반영하기 보다는 공공감사 전체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반영하였다고 본다. 따라서 공기업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 전문성,

실효성, 협력성에 있어서 효과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기

업의 설립의도와 조직규모에 맞는 특성을 반영한 감사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

특히, 정부로부터 정원등의 통제로 인력 운영에 제한을 받는 상황에서 적정한

감사인력의 확보를 통한 공기업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란 쉽지 않지만 공기

업의 방만경영과 예산낭비 등 도덕적 해이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을 받는 상황

하에서 자체감사의 강화를 통해 단순한 적발보다는 부패가 발생할 수 있는 위

험 요소를 최소화하고 조직내 윤리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감사전략이 필요

하다.

공기업 자체감사기구의 역할 강화는 향후에는 감사결과의 증가 효과를 가져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부통제기능과 사전예방에 있어서의 실효성이 증대

되어 공기업의 신분상 조치,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감사결과의 감소로 이어져

적발위주의 감소에서 예방위주의 감사로 감사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공기업 자체감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감사인력의 운영에 있어서 감사직군

을 신설하여 감사인의 신분 보장과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 소신

것 자체감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감사원과의 협의를 통해서 전문감사직렬 제

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한계는 「공감법」시행이 공기업 자체감사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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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공기업 자체감사결과인 신분상 조치, 행정상 조치, 재

정상 조치, 일상감사결과와 공기업의 감사실시 횟수, 감사인력 자료를 2009년

부터 2014년까지 활용하였다. 그러나「공감법」시행 전의 자료의 한계로 인하

여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 하였다. 또한「공감법」시행 효과를 공기업 감

사성과인 자체감사결과에 국한에서 분석함으로서 공기업 자체감사의 실효성에

대한 「공감법」시행 효과만을 분석하였다. 공기업 자체감사기구에 있어서「공

감법」시행 효과를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전문성·협력성 등의 분야에 있어서

도 검증이 필요하고, 공기업의 「공감법」시행이 안정화에 접어들고 「공감

법」시행기간이 더 늘어나면 공기업 자체감사의 개선 사항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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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ntroduction effect of Act on
Public Sector Audits in korean
public company of internal audit

(Focusing on the comparison of audit results before
and after Act on Public Sector Audit)

Seung Yong Chung

Department of Public Enterprise Policy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s and analyzes the introduction effect of "Public

Audit Act" in the internal audit of Korean public company as the

comparison of audit results before and after Act on Public Sector Audit.

"Public Audit Act" was legislated and came into force as from July 1

2010 to enforce the performance of internal audit on public audit sector.

Taking this opportunity, it is expected to boost the independency

professionalism, effectiveness and collaborative of public audit. In

particular, Korean public company`s internal audit institution has

been in fluenced in the performance of internal audit inclu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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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al affairs measures, administrative measures, financial measures

and pre-audit measures.

In order to analyze the introduction effect of "Public Audit Act" in

Korean public company, it was used the internal audit results in 30

Korean public companies from 2009 to 2014. According to the analysis

four measures(mentioned above) of internal audit is all increased by

the introduction of "Public Audit Act".

As a result, this study subject which is under the influence of the

introduction of "Public Audit Act" are proved because four hypotheses

suggested are accepted. Efficient operation is the most important of

the audit staff in Korean public company`s internal audit institution .

In sum, positive and significant change was found in effectiveness of

internal audit and support sector of internal audit activity by the

introduction of "Public Audit Act". However, actual causes hindering

internal audit from improving performance should be studied further.

keywords : Public Audit Act, korean public company, Internal

Audit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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