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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국방부 내부감사에 관한 연구
-계룡대 근무지원단 납품비리사건 사례분석-

내부감사는 조직소속의 독립된 감사조직이 업무의 적부(適否)와 정부(正否)를 검토

비판함으로써, 조직의 결함을 자체적으로 개선하여 조직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것

을 도와주는 내부통제 활동이다. 그러나, 내부감사의 효용성과 객관성은 조직의 성격

및 감사제도뿐 아니라, 내부감사 조직을 활용하는 지휘관이 성향과 리더십에 따라 내

부감사의 실효성이 좌우될 수 있다.

군대는 정부기관 내에서도 인적·물적·규율이 특수한 집단이다. 전시를 대비하면서

평시에는 전쟁억지력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기관과 구별되는 자체규범(군형법, 군사

법원법)과 별도의 수사 및 정보조직(국방부조사본부, 기무사 등)이 존재한다.

그래서 다른 행정기관보다 외부통제가 취약하고, 일선부대 지휘관의 경우 군정과 군

령기능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부통제 권한이 막강하다. 내부통제로서의 자체

감사의 경우에도 지휘관의 성향이나 리더십에 따라 그 편차가 크고 내부감사도 상급

기관의 기능적 통제보다 지휘관의 참모적 통제가 강하다.

최근, 관행화된 군납비리와 이에 대한 군내 내부감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데에

대한 반성에서 방산비리합동수사단이 구성되고 군납비리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와 기

소가 이루어진 것은 국방부 내부감사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데 대한 처방이라

고 할 수 있다. 방산비리합동수사단은 외부감사이며, 이는 한시조직으로서 한계가

있으므로 군조직의 특성 및 폐쇄성으로 인해 발생되는 관행적인 군납비리를 뿌리뽑

기 위해서는 자체감사가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을 위한 연

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 정부부처 내부감사와 다른 군이라는 특수한 환경속에서

군납비리와 내부고발, 감사과정을 포괄하는 사례를 선정하여, 내부고발자와 인터뷰를 통

해 군납비리 내부고발 및 감사과정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발견하여, 군납비리의 원인과

내부감사의 한계, 내부감사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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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를 통해 도출한 국방부 내부감사 제한요소 및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군에서의 감사체계는 상급감사기관과 외부감사기관과의 업무적 계통통제보다는

지휘관의 보좌적 기능이 강하기 때문에 지휘관의 성향과 처분의도에 과도하게 작용

한다. 이 때, 지휘관을 비롯한 고위직급이 비리와 연관되었을 경우에는 내부감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감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휘관과 연루된 비리나 조직화된 비리의

경우 군내 은폐,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둘째, 군에서는 폐쇄적이고 조직적인 문화로 인해 비리나 부정부패에 대한 내부고

발이 어렵고 내부고발자를 보호도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방부 훈령상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매우 미흡하며 실제 내부고발을 한 사람이 비리 관

련자들 보다 더 큰 피해를 보는 일이 빈번하다.

셋째, 군 비리에 대해 내부감사기관이 이를 적극적으로 조직을 비호하고 비리를 은

폐할 경우에 상급감사기관이나 외부감사기관이 이를 통제하기 어렵고 외부감사 기

관도 군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져 군내 비리를 감사하기 어렵다. 또한, 정보를 많이

가진 피감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상급, 외부기관의 감사를 방해, 조정하는 행태도 나

타난다.

넷째 군내 감사인력이 우수하더라도 군의 감사결과가 지휘관이나 조직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경우 군내 감사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군내 감사체계가

정상화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군내 감사체계의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

시한다.

첫째, 지휘관을 보좌하는 감사기능 중 비리가 수뇌부와 연관이 있을 경우 오히려

지휘권의 비위사실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국방부로 보고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각군 감사기능 중 일반수사와 경계수사를 나누어 경계수사권은 군작전과

관계되므로 각군에 두되 일반수사 기능은 외부감사와 연계하거나 상급기관의 감사기관

에서 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지휘관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지휘관의

권한을 견제한는 대신, 상급 감사기관과 외부 감사기관과의 감사계통상 통제를 강화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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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국방부 조사결과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일반 사법권으로 이첩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며, 조사과정에서 공정한 수사(수뇌부의 외압이나 비리가 포착된 경우, 조사

제기 후 특별한 사유없이 조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어려울 경우 외부감사 의뢰 절차를

일반화해야 한다. 따라서 군내 감사기간을 설정하여 해당기간이 도과하면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감사원이나 일반 사법기관에 이첩하는 등의 조치가 내부고발사건이

나 군내비리 조기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군내 자체감사 기능이 작동되지

않으면 신속히 외부기관과 연계하여 사건이 조속히 마무리 되어 후속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또한, 군내에서 각군 교차감사를 적극 이용하여, 각군에서 자군의 비리에 대한 보

고를 은폐·축소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군내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가 형식적이 아닌, 실효적 방안이 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현 국방부 훈령상, 내부고발자의 인사조치 규

정을 임의적 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내부고발자가 내부고발

이후에도 자신의 보직과 전문성이 연계될 수 있도록 경력관리 방안을 마련해주고,

비리로 인해 처벌된 조직(원)의 보복적 행위 가능성을 사전에 제거하고, 보복성 행

위가 나타날 경우 사법처리 뿐 아니라, 조직적으로 강력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

네째, 또한, 군인권침해 개혁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부 민간위원(민관

군 병영문화 혁신위원회) 정례적으로 참여하듯 군내 비리와 관련해는 국가안보 및

군기밀 사항에 대한 적절한 보안조치 절차 및 지침을 마련하고 일반물품의 납품 등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이 아닌 민간 감사위원을 위촉하는, 민군합동 감사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계근단 납품비리를 사례를 통해 국방부 내부감사과정을 연구하였지만,

추가적으로 실증연구를 통한 보완, 특히 방산비리합동수사단의 수사와 국방부 내부

감사의 비교연구를 통해서 내부감사와 외부감사의 연계 및 민군 공동감사체계 마련

등에 대해 연구하여 군납비리 척결을 위한 기초연구로 활용할 것을 기대한다.

주요어 : 내부감사, 군납비리, 감사기능 분리, 교차감사, 민군합동 감사체계

학번 : 2013-23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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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은 감사원의 감사대상이지만, 감사는 자체감사 위주로 진행

되며 감사원 감사는 사후적 보충적 역할을 한다.1) 감사원감사는 서면감사 위주로 진

행되며, 이는 피감사기관의 내부자료나 제출자료에 의해 감사가 이루어지며 예외적으로

현지감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현재 감사원의 역할은 사실상 내부감사 정책을 총괄

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는 감사원의 감사영역이 워낙 광범위하니 불가

피하게 역할분담이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내부감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외부감사가 차후 진행되더라도 내부

감사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내부감사와 외부감사가 동시에

진행 되더라도 감사의 효용성과 신뢰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특히, 검찰/경찰/국

방의 영역에 있어서는 수사 및 공소절차상 보안, 국가안보 및 비밀취급 등 다른 정

부기관보다 외부기관에서 접근하기 힘든 점은 외부감사가 내부감사에 더욱 의존하게

만든다. 따라서 내부감사체계가 문제가 있다면 외부감사 결과도 효용성과 신뢰성에 문

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 동안 자체감사가 각급 행정기관장 책임아래 당해 기관과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감사활동을 수행하여 왔고, 운영형태에 따라 성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는 조직내부에서 조차 잘못된 운영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있

다는 점은 자성할 부분이다. 이러한 현상은 감사규정의 미비, 전문감사인력 부족,

감사기법 미숙 감사요원의 사명감 저하, 감사조직 운영의 비능률, 조직구성원의 저

항 등에 연유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다.2)

최근 방산비리 및 군내 납품비리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이에 대한 내부감사

체계로는 근절하기 어려운 관행적 비리를 뿌리뽑기 위해 2014년 12월 방산비리합동

수사단이 구성되었는데, 이는 그동안 국방부 자체감사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3)외부감사체계를 상설화 한 것이라 설명할 수 있다.

2015년 방산비리합동수사단 중간발표에 의하면 방사청 및 각군 비리액수는 9,809억

원으로 집계되었고.4) 합동수사단에 의하면 이의 원인은 방위사업자체가 군기밀과

1) 감사원법 제26조에 의하면, 서면감사를 하는 외에 필요한 경우에 실시감사를 할 수 있으며, 동법 28조는 자체
감사의 결과를 심사하여 자체감사가 적정하게 수행된다며 인정하면 결산 확인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
부기관에 대한 감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동영(2004), 『국방부 자체감사와 실태분석 및 합리적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정
책대학원

3) 합동수사단의 명맥을 잇기 위해 2016년 1월 서울중앙지검에 방위사업수사부가 신설되었다.(헤럴드경제, 2017.6.5.)
4) 방위사업 비리 척결을 위한 정부합동수사단은 검찰과 국방부,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7
곳의 사정기관에서 105명이 참여하여 최대규모의 수사를 진행하며 합수단은 무기체계 도입계획 등 군사기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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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한 전문성으로 인해 감시나 감독이 곤란하고 국방부에 의한 상시감사가 이루어

지고 있지 않으며 군의 자체적 준법기능이 마비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군비

리의 경우 일반기관과 달리 군의 폐쇄적 구조 때문에 일반인이 이에 대한 정보를

접근하기 힘들고 5)군납업체와 기업의 중계역할은 대부분 현역 군인과 예비역이기

때문에 비리의 사슬이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 관계가 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이를 감사하는 조직 역시, 국방부 조사본부, 군검찰, 각군 법무실, 감찰실 등

인적구성원이 연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업무나 조직문화 역시, 군사기밀 및 군내 폐쇄적 조직문화로 인해 타기관에 비해 내

부고발이 매우 어렵다. 특히, 사관학교 출신이라는 학연으로 연결되어 있거나 삼사/

학군/학사출신의 경우에도 선배이자 상사의 말에 거역하는 것은 곧 군인정신에 반한

다는 인식과 함께 군대의 임무와 특수한 기능으로 명령-복종체계가 일반공무원과

구별되는 특성이 있다.6)

따라서 군조직의 업무 특성상(군사기밀 등) 부패에 대한 내부고발이 정의로운 행

동임에도 불구하고 폐쇄적·위계적인 조직문화 속에서 상관의 비리행위를 제기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장용진․박성은․민지혜, 2011). 내부고발에 성공한다해도

조직에서 배척되고 낙인찍혀 조직 적응에 실패하기 때문에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실효적 장치가 필요하다. 내부고발자 보호 제도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만 실효

성이 없고, 현실적으로는 내부고발자는 조직내에서 배척당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즉 제도의 완비와 실제 제도의 작동은 별개 문제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이같은 조

직적 특성 외에도 군내 군수사업 추진의 비밀 및 납품과정의 폐쇄성 등의 업무적

특성 때문에 다른 여타 국가기관에 비해 외부감사나 정보공개, 내부고발과 같은 조

직 자정시스템이 뿌리내리기 어렵다.

우리나라는 공익신고자 보호법,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부패방지 및 비리, 정보공개(공공

유출, 시험평가 과정의 뇌물 수수, 시험성적서 위변조, 퇴직군의의 알선수재 및 민관유착, 계약업체의 부실한
원가자료 제출, 불량납품 및 뇌물수수를 수사한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 단장인 김기동 검사장이 서
울중앙지검에서 각종 방위사업비리 중간 수사결과에 의하면 9,809억원의 방위사업비리 중 군별로는 해군
8,402억, 공군 1,344억, 육군 45억으로 밝혀졌으며 적발된 비리유형으로는 무기장비성능평가 문서위변조(25건),
재산범죄(23건), 뇌물(1건), 군사기밀유출(7건), 알선수재(1건)로 나타났다.
《중앙일보》, 2015. 7. 15.

5) 방사청 비리감사 감사관에 현직 검사 기용 검토《News1》, 2016. 1. 24.
6) 또한, 군의 엄격한 명령에 복종할 것이라는 확신이 없이는 어떠한 작전이나 계획도 세우기 어렵고, 군대의 기
능 자체도 마비되고 말 것이다. 조승옥 외,『군대윤리』 2010년, 95∼96쪽

7) 미국의 부정청구법(False Claims act)과 같이 공익이 침해되는 민간영역의 부패에 대해서도 신고할 수 있는 제
도를 마련, 공익과 연계된 건강, 안전위협, 환경오염, 소비자 이익침해, 불공정경쟁 등에 대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법률 제10472호, 소관부처 : 국민권익위원회) 또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6) 김영란법)이 2016년 5월 9일 입법 예고되었고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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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감사 등에 법적 제도구비 자체는 선진국 수

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환경과 조직문화로 인해서 법적인 제도가 철저하게

적용되지 않기도 한다. 계근단 납품비리 사건에서도 이미 공개경쟁입찰인 G2B제도와

이를 위한 근거법령 및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었지만 실제 군내에서 전혀 적용되지

않았고 편법 운용(분할입찰로 인한 수의계약, 유령업체 입찰참가 등)되고 있었다.

또한, 국방부 준법기능을 담당하는 기관(국방부 조사본부, 국방부 검찰단) 및 각군

감찰 및 범죄수사기능(법무실, 감찰실, 헌병실(단))을 맡고 있는 기관 등 군내에 비리를

감사 또는 수사하는 기관도 완비되어 있고 비리나 부조리를 감시하는 기관들간 업무가

연계되어 있지만, 현실은 비리에 대한 수사의뢰를 묵살하고 오히려 수사방해를 주도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 감사기구 및 체계에 있어서도 법/제도 완비와 현실 운용의 괴리는

매우 컸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군내 특수한 환경에 대해 이해하고 군내 법과 제도/조직

이 실제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환경 및 행태를 이해해야 한다. 내부감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조직은 내부고발 및 외부통제가 더욱 중요하기도 하지만 위에서 언급했

다시피, 군에서는 이 두가지 마저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조직에 비해 내부비리

가 공개되기도 척결되기도 어렵다.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의 비리는 이의 특수한 조직

구조 및 문화, 인적구성의 특수성을 알아야 그 원인과 대책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군대에서의 비리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커져만 가는 군납비리에 대해서 국방부 뿐 아니라 외부감사 기구인 감사원

이나 사법기관인 검찰 법원 등이 이러한 특성에 대해 이해하고 통제해야 할 필요성

이 있다. 더 나아가 자체 감사체계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은 관행화된 비리를

근절하고 관련자를 철저하게 사법처리하는 기초자료를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는 절실하다. 외부기관이 감사나 사법절차의 시발점의 대부분이 군내비리

의 포착이나, 고발, 고소 등 내부비리가 외부에서 인지되어야 있는 현실을 감안하더

라도 이에 대한 실상을 외부에서 인지하는 것은 중요하다. 8)군감사는 중앙부처인

국방부와 다르게 임의적 감사대상이기 때문에 대개 군내 지휘관 책임하에 자체감사

로 종결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부비리 발생 시, 자체기관에서는 1차적으로 자체감

사 후 종결하는 경우에는 결과만 보고하고, 외부기관이 감사권을 발동할 시에도 외

부기관은 우선적으로 군내 감사기관가 협조를 통해 해당 사건을 접근할 수 밖에 없

다. 그러나 군이 해당사건을 묵인하거나 축소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외부기관이 감사를 해도 감사가 왜곡된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과

8) 감사원법 제24조(감찰사항) 4항 2호에 군도 감찰대상이 포함되지만 군기관 중 소장급 이하의 장교가 지휘
하는 전투부대 및 중령급 이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는 제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항 4호에는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기밀이거나 작전상 지장이 있다는 소명이 있는 사항은 감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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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 9)외부감사기관이 내부감사인으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

는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군,경찰,검찰의 비리의 경우에는 조직 특성상 일반 행정기

관과 다른 조직규율과 문화, 비밀분류 체계, 군수 및 군납업무의 폐쇄성 등 외부감

사인이 내부감사인에 의존성이 클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군내부 감사인에 의해 보고서가 작성되어 그 감사결과가 상급기관이나 외

부기관에 보고되거나 통보된 경우 군내 이해관계와 감사결과로 인한 영향 등을 고

려한 처벌수위와 외부공개 시 조직내 미칠파장 등 정치적 역학관계를 고려할 수 있

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와 감사결과를 외부기관이 제공받기 어렵다. 따라서 외

부기관에서 감사결과를 제공받을 때 그 기관의 자체감사 체계와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는 자체감사 결과의 신뢰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객관적으로 비리 발생부터 자체감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살펴보면 군내 관행과 비리가 왜 내부감사과정을 통해 시정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있고 이는 자체감사 조직자체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에도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내부고발을 통해 밝혀진 군납비리 사례분석을 통하여 군내 자

체감사가 진행되는 과정상의 문제점과 그 대안을 모색하여 내부감사체계의 개선방

안을 제시토록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계근단 납품비리사건 사례분석을 통해 군내 내부고발자과 내부감사(준

법기관의 조사 포함) 체계의 한계를 제시하고, 군내 비리와 부패에 대하여 내부감사

기구 및 체계의 보완 및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한 조건, 민간감사체계와의 연계에

대한 정책제언을 제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특히, 군대라는 특수한 조직이 갖는

특색이 주는 감사/조사의 한계를 이를 어떻게 개선해야 조직적 비리와 부패를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해 조사해보겠다. 본 연구는 주로 아래의 문제의식에 대한 원인과

해법을 논리적으로 찾아가고자 한다.

가. 군납비리 내부고발 사건이 군내 감사과정에서 왜 해결되지 않는가?

나. 군내 감사과정의 한계는 무엇인가?

다. 군내 관행화된 내부비리를 막고 내부감사를 보완하기 위한 과제는 무엇인가?

9) 손성규(2004), 『외부감사인의 내부감사에 관한 의존에 관한 연구』, 회계저널 제13권 제1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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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범위는 국방부 내부감사가 진행된 사건 중 2009년 이후 10)내부고발로 인

해 외부에 공개된 군내비리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내부감사로 종결된 사건은 정보를

구하는데에 어려움이 있을뿐 아니라, 감사/수사보고서 작성과정 및 결과의 신뢰성

검증이 제한되기 때문에 자료수집의 용의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연구의 범위를 내부

고발로 국방부 내부감사가 진행된 사건중 언론을 통해 외부로 공개된 사례로 한정

한다. 최근 군내 내부고발 주요사건은 다음 세가지 사례로 요약될 수 있다.

- 2009년 계룡대근무지원단 납품비리 내부고발 사건

- 2010년 상관 부대운영비 횡령 내부고발 사건

- 2012년 국군복지단 PX 납품비리 내부고발 사건

위 사례에 대한 교차사례분석의 방법을 통해, 국방부 내부감사 과정 및 한계를

분석하는 것도 좋은 연구방법이지만, 세가지 사례 중 상관 부대운영비 횡령 내부고

발 사건 및 국군복지단 PX 납품비리 내부고발 사건은 현재 관련자 징계 취소소송

및 후속조치 중이고 외부감사 없이 바로 징계 취소소송으로 진행되는 등 내부고발과

내부감사의 진행과정 상 차이가 존재하고 종결되지 않은 사건일 경우 객관적 사실의

확정 및 추론이 제한되는 바 사건이 종결된 계룡대 납품비리사건 단일사례 분석 방

법을 선택하였다.

10) 국방부 자체감사에 관한 훈령(국방부 훈령 제1936호)에 의거 국방부 종합감사 주기가 각군 예하기관일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로 한정되며, 특정감사 실시요건의 경우는 민원의 제기(국방신고센터 신고사항 포함) 등
예외적인 경우에 내부감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리적발에 있어서 내부고발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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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방법

본 연구의 방법은 내부고발자와 인터뷰를 중심으로 문헌검토(내부고발 및 내부감

사에 관한 연구논문, 본 사건관련 국방부 감사기관의 수사결과, 외부감사기관 수사

결과 및 국방부 보도자료, 국회 국정감사 국회속기록, 법원 판결문, 국방부 내부감

사 훈령 등)를 병행한다. 문헌검토 외에 본사건과 관련된 언론보도와 신문기사를 참

조하여 본 사건과 관련된 다각적인 외부적 시각과 의견 등도 활용하였다.11) 본 사

례연구의 신뢰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12)사례연구 프로토콜(protocol)을 아래와 같이

질문사항을 표준화하여 연구를 추진하였다.

이 연구의 전개에 있어서 2장에서는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를 3장에서는 연구설

계의 의의를 4장에서는 군납비리의 의의와 내부감사 과정을 설명한 뒤, 5장에서는

내부감사 과정의 문제점 및 국방부 내부감사실효성 제고방안을 검토하고, 6장에서

는 본 연구의 결론 및 시사점과 한계를 제시하겠다.

11) 사례연구서 초안을 주요정보원(내부고발자)에게 검토하게 함으로서 타당성을 확보하려고 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보고서를 수정하면 사례연구의 구성타당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Robertk. Yin. 2005, Construct
Validity) 본 연구에서는 주요정보원을 인터뷰 대상자인 김영수 소령이 제공했다. 뒤에 설명

12) 사례연구의 프로토콜(Protocol)은 사례연구의 전반적 계획 및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조사자들의 따라야 할
일반적 절차를 포함하며, 이 중 질문사항은 사례연구 표준의 핵심적 부분이다. 김병섭, 『편견과 오류줄이기』
2010년, 380∼38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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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제1절 이론적 논의

1. 자체감사의 의의

감사란, 통상 공공감사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어떤 조직체의 업무에 대하여 감

독권한을 가진 제3자가 업무의 잘한 점과 잘못된 점을 비판하는 행위로 파악할 수

있다. 13)현행 우리나라 정부부처의 감사는 국회와 감사원 감사로 이루어지는 최고

감사기관의 감사와 행정기관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자체감사로 나눌수 있다. 행정기

관의 자체감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진행되고 있으며 자체감사의 경

우에도 14)감사원법에 준하여 자체감사규정 및 지침을 가지고 있다.

자체감사는 스스로 자신이 수행하는 각종 행정작용의 운영실태와 적정성을 내부

적으로 검토분석하는 자율적 통제장치이며, 조직목표의 달성과 업무관리의 경제성

과 능률성 및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스템이다. 즉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

치단체의 자체감사는 내부의 행정운영에 있어서 자율통제와 자기반성을 통하여 잘

못을 스스로 시정하고 행정운영상의 개선책을 마련하는 작용으로서 기관이나 단체

자체의 자율통제와 자체시정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감사원 감사, 정부합동 감

사 등 외부감사와 구별된다.(박종섭, 2006)

국방부의 경우에도 15)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및 각군 예규를 통해

자체감사를 하고 있다. 자체감사의 범위에는 크게 16)직무감찰과 회계감사가 나뉘며

직무관찰은 공무원 비리, 자체감사 대상기관은 자체기관 및 하위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하는데, 통상 자체기관에 대해서는 감사실시가 미흡한 경향이 있다. 지방자치단

체나 교육행정체계에 있어서도 자체감사의 범위가 하위기관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

데 이는 국방부 뿐 아니라 17)자체감사를 실시하는 감사인이 자체기관 소속이기 때

문이기도 하다. 이에 대한 개선책에는 피감사기관의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자체감

사 담당공무원을 충원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정호섭, 1994)

13) 김명수, 박준(1995), 『공공감사론』, 대영문화사, 13쪽
14) 정부부처 내부감사에 관해 적용되는 공통되는 법규로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중앙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감사기준」 및 「직무감찰규칙」이 있으며 국방부는 이에 근거하여 자체감사 기준
과 절차의 세부사항을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으로 정하고 있다.

15) 각군본부는 자체감사에 관해서는 참모총장 직속기관인 감찰실이 수행하고 있으며,. 각군 감찰실은 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소속부대에 대해 감사검열 및 직무감찰, 참모총장의 지시에 따른 조사, 민원업무의 및 진정사건의 처리, 참모총
장이 명하는 감찰업무에 관한 사항의 처리를 한다. 해군본부 직제(대통령령 제26511호) 제5조 참고

16) 감사원법에 의거 회계검사는 정부조직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해 설치된 행정기관을 포함하나, 직무감찰은 군기
관에는 소장급 이하의 장교가 지휘하는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부대 및 중령급이하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는
제외되고 있으며 직무감찰은 행정기관 등의 직무와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한 조사평가 등의 방법으로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나 문제점을 적출하여 이를 시정, 개선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찰과 공부원 등의 위
법·부당행위를 적발하여 이를 바로잡기 위한 대인감찰을 포함한다.

17) http://www.hankooki.com/sed.htm, 서울경제신문, "정부기관 자체 감사실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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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국방부 조직도

출 처 : 2014년 국방백서, 참고 지식블로그 포마블

2. 자체감사의 필요성

자체감사의 필요성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주요한 요인은 아래와 같다.

첫째, 감사원의 감사대상 기관이 65,172개18)에 이르는 현실을 감안할 때, 자체감사

기구가 감사원의 역할을 보완하여 국가 전체 감사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하는

데서 감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내부사정에 대해서 잘 아는 행정기관 스스

로에 의한 자율적 내부적 통제가 보다 실효성이 있기 때문이다.19) 국방부의 경우에는

물품회계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전비품에 대한 검사업무가 감사원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국방부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더욱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수 있다.20)

이러한 자체감사는 자율적 기능이 있기 때문에 사업의 기획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어

18) 감사원 「감사연보 2013」
19) 강현호, 「자체감사의 공정성 확보방안」, 내부감사의 필요성 p90
20) 이동영(2004), 「국방부 자체감사 실태분석 및 합리적 운영방안에 관한연구」, 석사학위,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 9 -

사후 적발위주가 아닌 사전 예방적 감사가 가능하고 처벌위주보다는 사전시정이나

개선위주로 감사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체감사의 이러한 특성은 감사원 등 외

부감사기관의 감사가 사후에 적발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감사의 부정적 인식 때문

에 관련공무원의 적극적 행정을 방해하고 있다는 일부 비판을 치유할 수 있다는 일종의

대안일 수 있다.(감사논집, 2000)

이러한 자체감사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자체감사기구는 여전히 감사원보다 많은

감사인력에도 독립성과 전문성이 낮고 감사역량이 부족하며 형식적․미온적 감사 등의

문제로 인해 내부통제기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조형석·류숙원, 2012)

자체감사의 경우에도 감사기능이 상급기관과 하급기관 자체감사로 나뉘어져 있는데,

국방부의 경우에도 외부감사와 자체감사로 감사의 기능이 분화되고(표1), 자체감사의

경우에도 국방부 자체감사와 각군 자체감사로 계층적/기능적으로 구분되어 있다(표2).

즉 자체감사 단위가 내려갈수록 조직의 포괄적인 사업의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서 감

사하고 상층으로 올라갈수록 감사의 범위가 주요사항 위주로 좁혀지나, 감사 대상기관의

수는 늘어난다.21)

21) 국방부 감사대상 기관 중 1차 대상(29개), 2차 대상(90개), 3차 대상(176개), 4차 대상(35개) 총 330 중 필요적
대상은 1, 2차 대상기관인 119개. 임의적 대상기관은 191개로 나타났다.(이동영,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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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감사내용 및 대상적 범위

출처 :감사원법, 공공기관에감사에관한법률, 중앙행정기관 및지방자치단체자체감사기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는 감사원의 자체감사기구에 대한 감사인력 지원, 감사

계획, 감사인력 교육을 두고 있으며 「자체 감사활동의 지원 및 대행위탁감사에 관한

규칙」에는 자체감사활동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감사원과 자체감사기구 간 협력에 관

한 논의를 위해 감사관계관 회의를 개최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이렇듯 감사원과 자체

감사기구간의 관계는 수평적인 관계에서의 협력보다는 공공감사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감사원의 조정이나 자체감사의 개선을 위한 감사원의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다.

(김도진, 2015)

구 분  감사원 감사 자체감사

 내용적  

  범위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결산검사,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

·조사대상 조직의 모든 활동에 대한 감사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

  감사

  종류

·방법 : 서면감사 및 실지감사

·범위 및 내용 : 기관운영 감사, 재무감사

특정감사, 성과감사

·방법 : 서면감사 및 실지감사

·범위 및 내용 :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복무감사

 대상적  

  범위

․결산검사 : 50개 중앙행정기관 및 기금, 

21개 정부기관

․회계검사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 한국

은행의 회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가본금 

1/2 출자한 법인 등은 필요대상

․직무감찰 : 「정부조직법」 및 그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와 공무원의 직무 등 광범위

·중앙행정기관(부처청) 44개, 지방자치단체

(광역,기초,교육청 등 259개) 기타 공공기관 

305개

  감사

  협력

·감사계획 협의

·감사원 감사 대행 요구

·감사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단, 자체감사기구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표준 프로그램 개발보급)

·감사기준 정립

·자체감사활동 지원

·자체감사활동 심사

·감사 및 조사현황보고서 보고

·감사협조

·감사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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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국방부 감사체계

출 처 : 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국방부령제946호), 국방부자체감사에관한훈령(제2186호)

국방부 자체감사 규정에 따라 각군으로부터 연간감사계획을 받아 감사목적 감사시

기를 국방부 감사와의 중복 등을 고려하여 동 감사계획을 승인하여 중복감사를 방지

하고 감사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등 체계적 감사를 도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계층이

많은 군조직의 특성상 계층감사를 시행하고 있다(구영회, 1988)

국방부 자체감사에 관한 훈령 제8조 2항에 의하면, 합동참모본부와 육해공군본부,
국방부직할기관 및 부대, 국방부 소관 법인의 장은 이 훈령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
위내에서 자체적으로 감사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분  국방부 자체감사

내용적 범위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

감사 종류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복무감사

대상적 범위

1. 국방부본부와 그소속기관 및 국방부직할기관(부대)

2. 병무청, 방위사업청

3. 합동참모본부

4. 육․해․공군본부 및 예하기관

5. 국방부소관 법인 및 그 법인의 종속회사

6. 다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에게

7. 감사권을 위임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

감사주기

1. 종합감사

· 국방부본부, 합동참모본부 : 2∼3년

· 각군본부, 국방부 직할기관(부대) : 3년

· 각군 및 예하부대 : 특별한 사유 발생 시

2. 소속청 감사

· 장관이 국방정책 및 사업과 관련된 주요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특정감사

· 특정분야에 대한 감사계획을 수립한 경우

· 민원 및 신고사항

· 장관이 특정사안에 대하여 지시한 경우

4. 복무감사

· 취약시기 및 분야 감사

· 청와대, 국무총리실 및 감사원 이첩사항

· 민원 및 신고사항



- 12 -

< 표 3> 국방부 감사대상 기관

출 처 : 국방부 자체감사에 관한 훈령 제4조 (별표 1)

동훈령 제18조(종합감사의 주기)에서는 종합감사의 주기를 국방부본부와 합참은 2∼3년

국직기관(부대)각군본부 및 국방부 소관 법인 등은 3년, 각군 예하기관은 특별한 사

유가 있을 때로 규정하오 있어서 훈령 제2조와 8조의 규정으로 보아 각군 및 예하기

관은 자체감사 규정에 의한 감사가 일상적이며 국방부 감사는 주기적으로 또는 특별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국방부 자체감사보다는 각군 자체감사의 경우 군내 조직문화나 특수한 규

율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국방부와 지휘통제를 받는 각군은 자체적으로 각군의 감찰실, 법무실, 헌병대(단)

등 특별참모의 보좌를 받는다.

22)각군 직제에 있는 감찰의 권한은 참모총장을 보좌하기 위해 참모총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기관부대에 대한 감사·검열 및 직무감찰, 비위사항에 대한 조사처리, 민원업무 및

진정사건의 처리, 참모총장이 명하는 감사에 관한 사항에 관한 처리를 담당한다.

법무실은 군사법원 및 군검찰의 운영, 군의 형사정책, 법령의 제정개정 및 법규의

관리, 법령 해석 및 법률자문을 담당한다. 헌병실장은 군의 규율 유지 및 군의 교정

업무, 군 관련 수사, 요인 경호 등 군경찰에 관한 업무, 범죄경향 분석 및 범죄예방

22) 육군본부 직제(대통령령 제25461호), 공군본부 직제(대통령령 제26857호), 해군본부 직제(대통령령 제265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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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수립을 위한 헌병범죄정보지원, 참모총장이 명하는 헌병업무에 관한 사항의 처

리 등을 담당한다.

쉽게 설명하면, 각군의 감찰실은 감사업무의 총괄을 각군 법무실은 군검찰과 군법

원의 기능 일부를, 각군 헌병대는 군경찰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 이 중 엄격하게 분

리를 하면, 각군 감사는 감찰실이 총체적인 역할을 담당하지만, 감사결과가 징계와

형벌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에는 세기관이 역할분담과 협력을 통해 군대내 범죄가 다

루어진다.

이는 각 정부부처가 가지고 있지 않은 군대만이 특징이다. 군대는 군내 감찰권한 뿐

아니라 사법체계에 대한 권한도 가지고 있다.

군사법체계는 군 헌병수사, 군검찰, 군사법원을 일컫는데, 군감사 결과에 대한 처벌

권도 각군 총장에게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감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도 지휘관의 처분

의도가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군내에서의 감찰권은 일반 정부부

처의 감사권보다 지휘관으로부터 독립적이기 어렵다.

각군 감찰실은 국방부 감사관실의 기능적 통제를 받고 있으며, 23)국방부 조사본부는

각군의 헌병업무 중 국방부장관이 명하는 사건이나 2개의 군에 관련된 범죄의 수사,

부정군수품에 관한 계몽활동 및 단속 등에 관한 업무를 하는 등 각군 헌병대와 업무

계통상의 지원과 통제를 하고 있다. 법무실은 군검찰과 군법원에 대한 지원통제를

받는 등 각군의 참모부는 지휘관을 보좌하는 참모부면서 국방부와 기능별 통제를 받고

있다.

각군이 하는 감사활동은 감사, 조사, 검열, 직무감찰부터 이들이 범죄와 관련이

있을 시, 범죄수사와 기소, 재판(군사법체계)까지 국방부내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다른 부처와 구별될 수 있다. 즉, 감사활동에 그치지 않고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 권

한까지 부처내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며, 이러한 과정은 각각의 기능을 개별적으로

고찰되어서는 안되며,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군내에서 발생한 경미한 사건일 경우 각군은 자체종결 할 수도 있으나, 국방부에서

지시하거나 인지하여 재조사한 경우 감찰실은 국방부 감사실에 보고하고, 각군 감찰

실은 일반적인 감사후 결과를 보고하고, 이에 대해 범죄혐의나 비위사실이 있으면

검찰기능을 가진 법무실로 통보하고, 혐의가 있는 관련자들의 범죄수사는 조사본부나

헌병대가 한다. 즉, 사실조사나 일상감사는 감찰실에서 추진하나 범죄수사나 처벌은

각기 법무실과 헌병대에서 한다. 이들은 업무적으로 연계성이 깊고, 군내 준법기능을

담당한다는 데에 공통점이 있다. 군내 범죄와 부조리를 발견하고, 수사하고 처벌하

23) 국방부 조사본부령(대통령령 제282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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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군을 정화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각군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24)군검찰이

기소하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고 군사법원은 고등군사법원까지 있으나, 최

종심은 일반사법기관인 대법원이 담당한다. 25)하지만, 대법원으로 가는 사건은 제한

적이며, 보통 고등군사법원에서 종결된다. 요약하면 군 감사기능은 국방부 감사관실

과 각군 감찰실에서 수행하고, 수사기능을 가진 경찰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 각군

헌병대에서 수행하며, 군검찰과 군법원의 기능은 각군 법무실에서 관할한게 되나,

군내 범죄(비리, 성폭력, 인권침해 등)에 대한 이들은 기능적 역할분담 뿐 아니라

통합적으로 협력한다.

각군의 준법체계(감사, 조사, 수사)는 국방부와 기능적으로 연계되고 감사원등의

외부통제도 받고 있지만 1차적 책임은 각군에게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요사건

외에는 국방부의 통제는 2차적이고, 외부통제는 3차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된다. 업무계통상의 통제보다 각군 지휘관의 보고와 통제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내부감사의 경우 지휘관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감사체계는 감사와 전반적인 활동을 말하며 이에 대한 정의는 아래와 같다.

이 논문에서 다루는 감사체계의 범위는 각군에서 비위 사실조사와 범죄사실에 관

련된 제반 감사, 조사, 수사를 포괄하는 각군에서 준법기관이 수행하는 전반적인 기

능을 포괄한다. 이는 일반 정부부처와는 다른 군이 가진 비리는 감찰실, 헌병, 법무

실이 업무적으로 깊이 관여하여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24) 군검찰 사무운영규정(대령령령 제28266호)
25) 군사법원법(법률 제151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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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선행연구

자제감사에 대한 연구는 많다. 한국학술정보시스템(RISS)을 2016년 12월 5일 검색

해보면, 자체감사를 주제어로 하는 학위논문이 2,879편, 국내학술지논문이 658편, 단행

본이 2,091편으로 합계 5,684 건에 이른다. 이 중 학술지 논문을 중심으로 선행연구를

하더라도 그 편수가 많아서 주제를 다시 세분류하여 정리하였다.

즉, 자체감사의 기준에 관한 훈령(감사원 규칙 제222호)에 나온 감사의 독립성, 감사

의 전문성, 감사인인 자세 등에 관한 연구를 기본적으로 검토하여, 내부감사의 한계로

인한 외부감사 협력방안 모색 및 내부감사의 발전방향성 등에 대한 사항도 검토사항

에 포함하였다.

내부감사에 대한 연구는 내부감사 역량강화 및 내부감사와 외부감사의 역할분배

에 대한 내용이 많았다. 역량강화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내부감사의 독립성 강화,

감사기법의 개선, 감사인력의 전문성 향상, 외부감사와의 협조체계 정립 등에 대한

연구가 많았다.(정기섭 1996, 안영훈 2005 : 이영균 2007 : 감사연구원 2007, 감사연

구원 2011, 안영훈 2012, 등) 이를 세부적으로 분설하면 아래와 같다.

1. 자체감사의 독립성에 관한 논의

자체감사기구는 원칙적으로 조직내부의 기관장(지휘관) 소속에 위치하여야 하며,

직무상,기능상 독립성을 가지고 있으며, 자체감사기구의 장은 그 조직의 장이 임명

하게 되어 있다.(안영훈, 2012). 따라서 내부감사는 기관장의 리더십, 감사기관을 활

용하는 정도 등 기관장과의 관계 등에 따라서 다른 양태를 가질 수 있고, 기관장이

감사기관의 독립성을 어느 정도 보장해 주는지에 따라 감사역량이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자체감사의 경우 독립성이 감사업무 수행의 필수사항으로 이해하며 이러

한 독립성은 감사요원들이 해당기관 소속이라는 점에서 자체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

상급기관 또는 외부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 재정상 독립성 뿐만 아니라, 기관장으로

부터의 독립성 확보방안도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 확보에 주요한 요소로 뽑고 있다.

(이영균, 2007)

자체감사가 효과적으로 기능을 수행하고 책임성을 확보하려면 기관의 장 등 관리자에게

견제와 균형을 적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자체감사활동의 독립성, 객관성, 전문성 등이 법률,

규정, 정책, 절차에 의해 보장되어야 하며, 자체감사기관의 장을 비롯한 감사인력은 자기 스

스로의 전문성 유지를 위해 직업개발에 힘쓰고 업무절차, 업무내용, 업무의 성과를 자체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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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평가 등을 통해 상시 평가하여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하여야 한다.

(김도진, 2015) 그 중 감사의 독립성은 외부감사와 달리, 자체감사 자체적 한계를 극복하고,

감사결과의 신뢰성을 획득하기 위한 요소로서, 독립성에는 내부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부터 기

관장으로부터 독립성 등으로 세분하여 검토해보겠다.

기관장으로부터의 독립성에 관하여 감사기관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장의 비리나 부정을

적발하는 경우에 감사기관 내지 감사직원들의 인적 독립성이 크게 문제되며, 감사기관의 독

립성이 확보되지 아니하고서는 감사의 기능을 충분하게 발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체감사

기구가 소속되어 있는 피감기관의 기관장의 압력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

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곽준열, 2000)

내부감사기관은 기관장의 참모기능의 하나인데 기관장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감

사가 가능하려면 내부감사기관이 기관장의 참모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외부감사기관가 상급

감사기관 등의 기능적 지원통제 외, 내부감사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

요할 것이다. 내부감사의 목표는 내부기관의 건정성과 효율성을 유지하는 것이 종국적인

목표이기 때문이다.

기관장으로부터 독립성확보 방안으로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 여건을 조성하는 방법(자체

감사기구를 각 기관의 직속기관으로 위치할 것 또는 조직상 집행부서와 별도의 기능과 역

할을 수행할 것)과 자체감사기관장의 인사발령을 상급기관장이 하는 방안과 자체감사기구

의 장을 2∼3년 임기제로 임명하는 방안, 감사요원 인사 전보권 행사시 자체감사기구 의견

청취를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영균, 2007)26) 실제 각군 조직직제상 감

찰실은 비서실, 정훈공보실, 법무실, 등과 함께 특별참모부로 일반참모부인 기획·인사·정보

작전·군수참모부와 구별되어 있다. 그러나, 군의 경우, 군감사기관은 조직상 지휘관 직속

으로 되어 있고, 다른 참모부 기능 및 역할과 분리되어 있지만, 실제 군내는 사관학교, 삼

사 등 출신에 따른 학연/기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조직설계와 다른 운영적 행태가 나타

날 수 있다. 또한, 군내에서 자체감사 기관의 장 임명을 상급기관(국방부 또는 상급기관)에

서 한다고 해도 인사상 지휘관 고유 권한이 있기 때문에 효과가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기관장으로부터의 독립성에 대한 부분은 제한적으로 적용가능하다고 본다.

또한 기관장으로부터의 독립성은 기관장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기관이 안정적으로

조직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기도 한다. 이동영(2004)은 국민의 정부에서 참여정부로

의 정권교체기, 국방부장관 교체에 따른 자체감사유형의 변화를 조사했는데 장관교

26) 이영균(2007)은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 제고방안에서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 제고방안으로 자체감사기구 독
립성에 대한 인식제고 및 자체감사규정 제정,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 확보(기관장으로부터의 독립성 확보, 자
체감사요원의 독립성 여건 조성) 및 바람직한 자체감사기구의 조직 설계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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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에 따른 감사행태 변화를 통해 내부통제 기능의 하나인 자체감사가 기관장의 사

고에 의해 큰 변화가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기관장의 교체에 따라 감사중점이

변할 수는 있다는 가능성은 기관장 교체에도 불구하고 감사조직이 고유한 기능은

유지·지속되어야 것이 큰 과제라는 것을 방증한다.

또한, 감사원 감사운영실태 보고서(2009)에 의하면 기관장이 감사요원을 측근으로

임명하고 임명된 감사요원과 함께 인사비리(승진후보장에게 금품제공 요구)를 저질렀

다는 점에서 기관장의 사고나 행태는 감사능력(감사 전문성)에 상관없이 내부통제

및 비리부패 척결 등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자체감사 담당공무원

의 선발은 기관장에 일임하기 보다는 감사원장의 동의를 얻어 실시하든지 선발위원

회를 구성, 자체 감사담당공무원의 인사제청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만하

다.(정기섭, 1996)

자체감사 자체가 당해기관 또는 하급기관의 업무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적정운영

여부와 공무원의 기강위배 여부 등을 검토 분석한 후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기관장이 담당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수행한다.(김도진, 2015) 기관장이 보고

후 기관장이 조치를 이루는 과정에서 기관장의 리더십과 성향이 반영되는 것이다.

따라서 기관장으로부터의 독립성 확보는 감사조치처분에 대한 기관장의 처분의도의

적정선을 유지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기관장이 자신의 기관에서 부정과 비리가 많이 적발되면 자신의 관리능력이 부족

한 것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은폐하고 감사사항 조치의 공정성을 유지하

는데 미흡하게 처리할 것이 아니라 적발된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결과분석 기준을

정하여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이 기관장의 관리능력을 제고시키고, 행정개선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정기섭, 1996) 또한, 자체감사기구를 비위부정사실을

적발하여 처벌하는 기구로 생각하기 보다는 부적절한 행정관행을 개선하려는 기구로

보는 기관장의 인식전환과 함께 적발된 비위건수가 아니라, 적발된 비위건수에 대해

얼마나 공정하게 처리하였는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정기섭, 1996) 기관

장의 자체감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중요하며, 이는 감사의 효과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 된다.

국방부는 특히 다른 부서보다, 재향군인회와 성우회 등 군관련 압력단체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바 감사부서장의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내부임용 보다는 직위공모와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여 일정기간 임기(3∼4년)를 보장하여 외압에 의한 감사가 되지 않도록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다.(이동영,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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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체감사의 전문성에 관한 논의

자체감사 방향의 경우 과거 재무합법성 위주의 감사에서 성과위주의 감사로 전환

되야 하지만, 성과감사는 계량화하기 어렵고 객관성 확보가 중요하므로 외부감사기

관이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안영훈, 2012) 감사방향이 적발위주의

감사에서 피감사기관의 위법부당 사항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업계획의 미비점을 보

완할 수 있는 사전심사분석 또는 사후 개선권고 등의 예방감사로 전환하는 것이 바

람직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동영, 2004,)

감사인력의 전문성 부족과 자질 저하를 지적하는 논문(정기섭, 1996) 및 독립성보

다 전문적 능력을 갖춘 감사요원 확보가 자체감사의 성공기준이라는 논문(안영훈,

2012) 전문지식 향상을 위해서는 경력관리 및 교육제도 지원(이동영, 2004)와 감사

직렬의 영구경력직화, 전문직렬화 또는 전보기간의 제한, 감사교육훈련의 강화 등

(정기섭, 1996)을 제시하는 논의가 있었다.

또한, 합동감사, 교차감사를 통해 외부감사와 교류 및 감사 정보관리(감사정보체

계를 통한 정보교류)를 통한 전문성 확보방안의 하나로 제시한 논문(정윤수․추병

주, 2006) 외에 감사기능의 체계적 역할분담을 위한 계층감사제도 및 감사해유(解

由)제도 등을 도입하자는 견해가 있었다.

감사해유(解由)제도란 감사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감사를 완료한 기관에 대해

서는 주기를 두어 감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로서 실무에서도 감사원 및 중앙

부처에서는 감사대상이 된 사항은 자체감사에서 제외하고 있다.

국방부의 경우에도 감사원감사-국방부 감사-각군 및 국직기관(부대) 자체감사로

이루어진 계층감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국방부 자체감사의 경우에는 1차 대상기관,

2차 대상기관, 3차 대상기관, 4차 대상기관으로 그 대상 및 주기에 있어 기관별 차

이를 두고 있다.

3. 자체감사의 역량강화와 실효성 확보에 대한 논의

연구대상기관에 있어서는 중앙부처 연구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의 연구가 많

았으며, 국방부 자제감사 연구는 국방부 자체감사 효율화 방안 연구(구영회, 1988),

국방부 자체감사 합리적 실태분석 및 합리적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이동영, 2004)가

있었으나 군내내부에 대한 감사기관 및 제도개선/행태 등 군내 감사제도를 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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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논문은 없었다. 연구대상기관은 달랐지만 내부감사 연구의 초점은 자체감사의

제도개선, 기구개편 등의 주제와 논의방향은 대개 일치했으며 감사능력 향상을 위한

독립성향상, 자체 감사준칙 마련, 감사기법 향상(전산감사, 컴퓨터를 이용한 감사방법

도입), 감사중점 및 계획 마련 등 감사역량 강화에 대한 대책 제시라는 데 공통점이

있었다.

기존 연구 중 국방부 자체감사에 대한 연구 역시 감사효능을 증진시키기 위해 감

사조직 개편, 제도/구조/운영적 개선방안 등의 접근방법을 택했다. 즉, 하드웨어적으

로 국방부 본부의 감사구조나 제도개선을 통해 감사효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전

제를 하고 있다. 27)내부기관의 이해관계나 기관장의 행태로 인해서 자체감사가 왜

곡 변질되어 제도나 구조가 잘 갖추어지고 개선되더라도 실제 비리나 부조리가 없

어지지 않는 사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연구한 논문은 없었으나 이의 가능성을 언

급한 논문은 있었다. 또한 자체감사의 사각지대인 법무감실과 헌병감실을 국방부

감사실과 기무사령부, 군검찰에서 합동조사결과 도덕적 해이가 있어다는 견해도 있

었다.(이동영, 2004) 자체감사의 경우 기관장이 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즉

자체감사 결과를 조직발전을 위한 참모기능으로 활용하는가, 아니면 이를 은폐, 축

소하여 자신의 관리능력을 포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한 논문(정기섭, 1996) 및

기관장이 자체감사기구를 이용해서 비리를 하는 사례를 소개한 감사원의 실무사례서

(2009)는 있었으나, 이를 주제로 한 논문은 없었다.

즉, 국방부 본부의 감사제도나 조직개편 등의 하드웨어적인 부분의 개선이 실제로

군내 부조리와 부패나 비리행태를 해결하지 못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논문은 없었다.

국방부 본부에 대해서 보고권이 있는 각군본부 및 각급제대에서 기관의 이해관계나

기관장의 성향에 의해 보고누락 또는 은폐, 왜곡되는 현상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

그러나 제도가 완벽히 갖추어 진다해도 최종 결재권자(군에서는 지휘관)의 이해관계에

따라 감사결과가 왜곡되는 경우는 현실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국방부본부의 감사

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가 아닌, 군대의 감찰, 헌병 등에 대한 감사행태에 대한 연구한

논문은 없었다.

제도개선이나 운영방안 개선은 하드웨어적인 부분으로, 실제 그것을 운용하는 주

체(기관장, 감사기구, 조직원 등)의 상호작용을 통해 실제 자체감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이해하면 제도나 구조개편 만으로 설명할 수 없었던 부분을 이해할 수 있으

리라 본다. 즉, 내부감사 역시 조직과 조직원들의 전략적 선택행위이므로 감사과정

을 추가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27) 2009년 방사청의 경우 방산비리를 척결하고 무기획득/구매에 있어서 전문성을 향상한다는 취지로 창설되었지
만 조직개편 및 제도개선 후에도 방산비리는 오히려 늘어났으며, 이는 무기획득/개발에 있는 군인과 행정능력
만을 가진 공무원이 이해관계 및 행태, 전문지식의 차이로 상호견제와 균형이 안되는 등의 여러 요인으로 인
해 부패와 비리는 계속되고 있다(방사청 비리 근절 인사개편 벌써부터 잡음...《News1》, 20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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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방부는 국방부본부와 인적구성과 임무가 상이한 조직인 군을 감사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군인들은 감사대상 기관에 속해있기 때문에 감사계획, 대상에 있어

서 자군에 감사정보 사전유출 가능성 등 도덕적 해이로 인한 역기능적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계룡대 납품비리 사건에서 소속군에 수사정보를 사전

유출하였고 이를 대비하고 이를 방어할 수 있는 중계역활을 하기도 했다. 또한, 군

대는 군인과 군무원으로 이루어져 있고, 국방부본부는 일반직공무원과 군인으로 이

루어져 있기 때문에 자체감사라고는 하지만 감사원의 감사처럼 내부문제에 대해서

특히, 군령과 혼재된 군정에 대해서 일반공무원이 실태 파악이 어려운 점이 있다.

군내부와 국방부본부 사이에는 군인이 아닌 특정직 공무원인 군무원과 일반직 공무

원의 교류가 제한되기 때문에 군의 업무에 대한 주측인 군인 외에 공무원(공무원과

군무원) 사이에 정보교류는 제한된다고 볼 수 있다.28)

따라서, 제도개선을 통해 감사 사각지대를 줄인다해도, 피감사기관 입장에서는 기

관 실체를 모르는 상급기관의 자체감사는 형식적 감사, 면피용 감사가 될 위험이

높다. 그러면 자체감사의 최종목표는 행정기관의 성과향상을 위한 내부통제 수단으

로써 그 제도개선에 추가하여 군내부기관이 자체목표 또는 기관장의 이해관계에 의

해 자체감사가 왜곡, 은폐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과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까지 군납비리가 많이 있어왔지만 군내 내부감사와 군납비리에 발생에 대한

감사과정을 구체적으로 대상으로 한 연구는 없었다. 군이 특수하고 폐쇄적인 이유가

크고 지방자치단체나 교육기관처럼 정보를 구하기도 쉽지 않은 연유로 군내 내부감

사 연구가 미흡했다고 생각한다. 국방부 자체감사의 한계로 피감사기관원과의 동질

성에서 오는 소위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식으로 자기기관과 직원을 보호하고 외

부감사를 피해나가려는 의지를 갖게 되면 자체감사기능은 무력화하게 되며 불필요

한 조직, 나아가서 행정이 비효율 요인이 된다라고 문제점을 지적한 논문이 있었다.

(구영회, 1988)

또한, 내부감사공무원들은 감사 시 불합리한 사안이 있는데도 묵인해 버리거나 의

욕적으로 근무하지 않아도 크게 책임질 일이 없고, 오히려 피감사기관은 이를 다행

스럽게 여기게 되므로 감사담당 공무원의 무사안일에 흐를 위험이 있다고 짐작하고,

이에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동기유발 요인이 요구된다고 지적한다.(구영회, 1993)

28) 군군조직법 제16조(군무원), 군무원인사법(법률 제14420호),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48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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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필자는 감사담당공무원들이 이같은 행태는 오히려 자신의 조직의 이해관

계나 자신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감사소극주의로 흐르는 것이지 무사안일과 동기

요인이 없어서 적극적인 감사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감사를

소극적으로 하는 것이 감사관이나 감사관이 속한 조직에 이익이 될 경우 감사소극

주의를 택하게 될 것이다.

국방부본부의 감사관실의 감사범위는 ①국방부본부 및 직할기관, ②합동참모본부

③각군 본부(예하부대) ④병무청 ⑤ 국방예산이 투입되는 주요 비영리법인 등이 대

상이 되는데 국방부본부 감사는 정기감사는 1년에 한번 국방부 본부 및 합참을 대

상으로만 실시되고, 그 외기관 및 제대에 대해서는 그 수가 워낙 많고 계층적으로

이루어져 각군본부 및 그 외 제대(국직부대)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여

단, 사단급 부대일 경우는 자체감사의 선택적 감사대상으로 제대별 자체감사로 끝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방부본부에서 감사지침 및 연간 감사계획이 있더라도

말단 제대의 경우에는 그 영향이 거이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국방부본부 감사29)가 제대급 이하에 대해 실시하는 경우에는 진정 및 비위사건의

처리일 경우 등 특별히 진행되는 경우 외에는 실제로 제대단위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자체감사는 사후적 보충적일 수밖에 없다.30) 이러한 국방부

자체감사의 역할배분 및 계층감사는 감사효용과 기능을 향상시키지만, 감사의 사각

지대가 생기고 있으며 특히, 말단으로 갈수록 제대별 감사체계가 자체조직과 인력

으로 완결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자체조직의 비리는 그대로 무마해 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국방부 감사체계에 대한 제도개선이 말단제대 등의 선택적 감사대상의 경우

영향력이 미비하여 부대의 관행화된 부패나 비리는 감사제도의 혁신적인 발전과 별

도로 지속되는 것이다.

실무적으로 국방부본부의 감사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내부비리나 부패에 대한 진정

사건 및 내부고발에 의해서 제기되는데, 그러한 의미에서 민간과의 접촉이 거이 없는

군에서의 내부고발은 군내 부패에 대한 마지막 보루가 되리만큼 중요성이 크다.

4. 외부감사의 협력강화 등에 관한 논의

내부감사에 대한 연구 중에 이러한 내부감사의 한계로 인해 대한 객관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안했는데, 시민감사관제도나 교차감사 및 합동감사가 그 방안이

29) 국방부감사의 경우 군정작용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며, 군령작용과는 구별되고 있다.
30) 00참모총장에 대한 비리투서가 있자 0군에서 자체 헌병대가 제보자를 색출하려고 했고, 이에 국방부 감사는
국방부장관에게 이의 불똥이 튈 것을 우려해 뒷북감사를 실시하였고, 이마저 예산집행에 관련된 비리 의혹 해
소에 초점이 맞춰져 0군이 준비한 소명자료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다.
면죄부 감사에 리더십 흔들,,해군 이어 00참모총장도 낙마?(서울신문, 2015.5.6.)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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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다. 감사의 사각지대 감소 및 자체감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교육계의

부정부패 척결의지를 높이고자 도입한 시민감사관 제도가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연구도 있었고(지미영․육동일, 2011), 영국의 카메론 연방정부

처럼 외부감사법인이 지방정부 자체감사를 대신하는 사례분석(안영훈, 2012)도 있었지만,

국방영역은 워낙 방대하고 군사관련 비밀, 보안문제 등이 있어서 전면적인 방안으로

선택하는 것은 제한이 있다고 생각한다. 감사인인 피감기관과의 유착 및 압력위협요인

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분석(정도진, 2015)은 감사인도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대상이라는 점에서 현실성있는 연구라고 생각한다. 감사인은 종속변수가 아니라,

독립변수화하여 제도가 아닌 감사인 자체의 성향이나 다른 환경적 요인에 의해 감사품

질가 달라진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회계감사분야를 두가지 단계(감사대상 선정-감사보고서 작성)로 구분하고 감사기관

간 역할분담을 통해 이를 효율화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정기섭, 1996) 즉, 감사대상을

선정하는 단계에서 감사원이 자체감사에서 제공한 전면전 조사자료를 세밀하게 검토하

는 것으로 대체하고 자체감사기관에게 감사지침, 정보, 지식, 경험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자체감사의 질적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내부

감사기관이 감사전면에서 감사방향을 결정해버리고, 감사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방기

하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감사원의 감사대상을 선정한다면 감사초기부터 주요감사 사

항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감사원과 내부감사기구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감사원과 내부감사기구 간 관계

의 관계패턴을 연구하고 우리나라에서의 감사원과 자체감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대안을 제시한 연구도 있었다.(박희정, 2010)

첫째, 한정된 자체감사 인력만으로는 자체감사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우므로

기관별로 내부통제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자체감사는 이러한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평가 한다.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면 전산감사기법 등

을 활용하여 조직 활동과 거래에서 나타나는 부정 및 비리 등 위험요인을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감사원이 일반적으로 감독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소통하기 위해서 자체감사기

관이 사용할 수 있는 사업평가기법, 위험평가방법 등 감사기구들이 실제 감사에 활용

할 수 있는 감사기법들은 매뉴얼이나 지침형태로 전파함으로서 지원자적 역할을 강화

해야 한다.

위 연구들은 자체감사가 이 조직의 성과달성을 위한 도구적 기능을 수행하거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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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이를 기관운영에 대한 내부통제 수단으로 활용 기타 감사평가기준에 맞는 감사목

표를 충실히 달성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감사효능을 향상 또는 외부감사와의 바람직한

역할분담을 통한 감사중복 및 과부하 방지, 감사효능 증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자체감

사가 외부감사를 피하고, 조직을 외부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거나, 오히려

감사대상의 면책을 주고 외부감사를 형식주의로 흐르게 부분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

내부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이 부분적으로 외부감사의 성패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

고 내구감사인의 요건인 전문성과 독립성을 기준으로 내부감사인의 자질(독립성, 전문

성)이 외부감사인이 내부감사인에 의존하는 요인이라고 설명하면서 외부감사인은 내부

감사인이 독리성이 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부감사인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손성규, 2004)

그러나, 이러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외부감사인은 내부문제에 대해서 문외한일 경우

에는 독립성이 낮다고 판단되더라고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 이 연구는 회계감사준칙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이고, 외부감사기관인 회계법인 등은 그러한 전문성을 충분히 가

질 수 있으나, 군대 업무에 있어서 군인보다 더 전문성을 가진 외부감사 집단이 있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자체감사에 대한 연구들이 가진 주요 전제를 뒤집을 수 있는 현실적 측면은 많은 곳

에서 발견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본격적 연구는 없다. 즉 내부감사기관의 목표가 내

부화되어 있을 경우 내부감사기관이 외면적인 목표가 아닌, 행태를 관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내부감사의 경우 주인-대리인 이론에 의해 주인인 국민의 요구나 상

급기관 또는 외부감사기관의 수단적 도구성이 아닌 조직내부의 목표(조직의 성과포장,

조직원들의 비리비호, 회계비리의 은폐, 기관장의 이해관계 반영 등)를 반영할 경우 내

부감사가 하나의 형식으로 전락하고, 외부감사를 방해하거나, 조직을 외부로부터 보호

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내부감사체계가 독립적이거나 전문적인 감사기술이 우

수하여 감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내부감사인이 자질이 우수하더라도 조직의 장/

단기적 효능 및 건전성을 위협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5. 내부고발제도의 선행연구

내부고발제도(Whistle-blowing)란, 조직 또는 조직구성원의 불법․비윤리적, 공익

에 반하는 행위 등에 대한 정보를 신고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방부에서

도 부패방지 및 내부공익신고업무 훈령(국방부 훈령 제1950호)에 의거 내부고발제

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 훈령 제4조에 의거 공무원(군인, 군무원 포함)은 직무를 행

함에 있어서 부패행위를 알게 되면 수사기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내부공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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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센터에 신고하게 되어있다. 내부고발의 동기는 이타주의적일 수도 있고, 이기적일

수도 있는데 동기와 상관없이 내부고발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및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31)

어느 동기에서 내부고발이 이루어졌건, 조직의 발전과 쇄신에 공헌을 하고 공익을

위해서는 이기주의적 내부고발인 경우에도 이를 보호하고 장려해야 한다고 보는 것

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러나 내부고발은 고발자 개인에게 있어 결코 쉬운일은 아

니다. 내부고발의 제보가 효과적이지 못하면 제보자는 조직에서 심각한 보복행위를

겪게 되고,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며, 심지어는 같은 분야에서는 다시는 재취

업을 할 수 없게 되는 등 엄청난 개인적 또는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한다.(장용진․

박성은․민지혜, 2011). 또한 조직의 입장에서는 효과적인 내부고발이 되지 않는다

면 외부로는 조직의 명성에 피해를 입게 되고, 제보된 부정이나 불법행위가 해결되

지 않아 조직내에서 잔존하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장용진․박성은․민지혜, 2011).

군에서는 감사대상과 범위가 광범위하고 감사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하고 일상적인

감사나 부패의 경우에는 상급기관에서는 이를 감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내부고발제

도를 장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군의 폐쇄성과 강한 조직문화로 외부보다 내

부고발의 여건이 미흡하다. 법적 제도적 정비는 되어 있으나, 이를 활용하기는 현실

적 제한이 많다. 특히, 군대는 “어떤 잘못이라도 조직을 와해시킬 수 없다”(김영수,

2011)32)는 강한 응집력을 가진 조직이기에 내부고발은 다른 조직보다 발생하기 어

렵다.

내부고발의 여건 마련과 함께 효과적인 내부고발의 문제가 중요하며, 이에 대한

이론적 정의역시 다양하다. Dworkin와 Baucas(1998)는 만약 조직이 내부고발자의

주장에 대해 조직 스스로 또는 정부기관의 요구로 인해 조사를 시작하거나 또는 조

직의 정책이나 집행과정을 바꾸고 부정행위를 근절시키려는 절차에 들어갔다면 내

부고발의 효과성이 달성되었다고 본다고 정의했고, 이에 대해 Ellison 외(1985)의 경

우에는 성공적인 내부고발로 인해 조직의 변화에만 초점을 두었고 실제 내부고발을

한 제보자에 대한 내용은 제외되었다는 문제점이 있다(Apaza․Chang, 2011)는 주

장에 따라 Apaza․Chang(2011:115)은 위의 정의들에 대한 보완으로 효과적인 내부

고발을 위한 네가지 조건을 제안했다.

31) 구속된 전 정00 해군참모총장의 경우 2009년 10월 해군본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내부고발한 김영수 소령
을 일신을 위한 이기적인 거짓된 내부고발이라고 밝혔으나, 수사결과 김영수 소령의 주장이 진실로 밣혀지기
전까지 조직내에서는 이러한 시각을 가진 구성원이 많았다.

32) 장용진․박성은․민지혜 , “한국의 내부고발자 사례를 통해 본 효과적인 내부고발의 조건과 함
의” 『행정논총』 제49권 4호,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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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효과적인 내구고발에 대하여 기존의 연구에서 언급한 1)내부고발로 조직이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는지, 2)조사로 인해 정책과 집행과정에 변화가 있었

는지, 3)적절한 시간 안에 그 부정 또는 불법행위가 사라졌는지, 이세가지와 마지막

으로 4) 적절한 법적 또는 제도적 장치로 인해 제보자가 보복행위를 겪지 않았는지

를 포함하여 이 네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를 효과적인 내부고발로 정의했다.

군과 조직적으로 유사성을 있는 경찰조직의 내부고발과 관련한 연구 중 경찰관

조직이 신임결찰관에게 부패를 교육시킴으로서 부패가 사회화 된다는 니더호퍼

(Niderhoffer)의 이론과 더불어 침묵의 규범은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 동료의

비위에 대해 사전첩보를 제출하도록 지시하였을 대 단 한건의 사전첩보가 없었다는

연구결과(침묵의 규범)는 조직사회에서 부패가 관행화 되어 있을 경우 조직원들은

관행을 사회화하고 침묵한다는 것으로 그만큼 내부고발이 예외적인 경우라고 추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군내 내부고발만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는 부족한 바, 군비리는 특수

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에 이에 대한 내부고발의 중요성이 큼에도, 이에 대한 군 내

외에서의 학문적 관심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논문은 감사 사각지대로 분

류되는 예하제대에서의 내부고발 환경 및 군납비리 관행 및 조직문화, 준법기능의

한계(감찰/수사조직의 독립성과 구조적 한계)에 대한 효용으로서 군내 내부고발에

대해 추가적으로 검토해보겠다.

또한, 이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차후 군납비리의 경우 독립된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 및 감사, 내부고발 보호제도 및 외부감사체계 연계성 검토라는 정책적 제언을

위한 근거를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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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볼 때 본 논문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 중 내부감사체계 향상이 조직의 자율적 통제방안의 선결조건임을 확

인하는 연구는 많았으나, 조직자체에서 내부감사를 조직의 비리와 부패에 대한 방어기

제로 사용하고, 외부통제(외부감사)에 대한 조직보호의 논리로 사용될 수 있는 연구는

부재한 바, 이에 대한 본 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둘째, 국방부 자체감사가 아닌 군에서 이루어지는 자체감사에 대한 연구가 부재한바

국방부 자체감사의 대상이 되지만 실제로는 군내 자체감사로 종결되는 사항들이 왜 공

정하고 객관적으로 보고, 감사종결(처리)되지 못하는지에 대해 연구하겠다.

셋째, 내부감사가 조직성격(군, 경찰, 검찰)으로 인한 등 내부고발이 제한되는 특성이

있고, 강한 조직문화가 자리잡고 있는 조직에서는 자체감사가 정상적인 과정이 아닌

은폐, 왜곡되는지 설명하겠다.

이를 통해 내부감사는 조직의 성과를 제고하고 부패 및 비효율을 줄이는 방향이 아니라,

기존 체제에 대한 옹호 및 청렴기제(내부고발자 보호, 내부감사 결과의 왜곡 및 집행방해)에

대한 부(-)의 작용하는 관행이 존재할 때, 내부감사는 외부감사와 내부감사에 대한 역할

배분이나 내부감사의 역량 강화에 대해 노력할게 아니라, 과감히, 내부감사체계의 근본적

인식과 제도개편이 있어야 한다는 논의를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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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설계

제 1 절 사례선정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2009년 계룡대 납품비리 내부고발 사건에 대한 내부감

사과정을 분석단위로 선정한다. 위 사례는 내부고발에서 시작하여 자체 군감사, 감

찰기관의 신고/조사→상급제대(국방부 조사본부)의 감사기구 신고/조사→외부 감사

기관(청렴위원회) 신고 및 언론공개→국회 국정감사→군법원 및 후속조치까지 군내

주요 감사조직들이 본 사건과 관련하여 감사, 수사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해결은 외

부감사 기관 및 언론이 주도적이었다는 데에 특징이 있다.

감사조직이 계층적이고 감사범위가 중복적으로 되어 있음에도 국방부 내부비리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은 국방부 내부감사 체계의 문제점을 가장 잘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례라고 판단된다.

김영수 소령은 2006년 2월 8일(이하 계근단) 군수처 00 과장으로 부임 이후, 부임

이전(’03～’05년) 구매/계약관련 일체 자료를 검토한 결과 군비품 구매에 있어 경쟁

입찰로 처리해야 하는 건을 특정업체와 지속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적정가

격보다 비싸게 구매된 비리사실을 포착하였다. 김소령은 군납계약에서 관행처럼 여

겨진 비리에 이의를 제기하고 공식적 내외부 채널을 통해 자신이 속한 조직의 군납

비리를 고발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했다. 그러나, 여러 차례의 시도에도 불구하

고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2009년 10월 MBC PD수첩을 통해 비리

사실을 폭로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제보행위로 관행으로 여겨지던 군대조직의 군납

비리 문제는 여론으로부터 거센 질타를 받았지만, 폐쇄적인 군 조직에서의 양심선

언은 오히려 그를 배신자로 낙인을 찍었다. 결국 김영수 소령은 2011년 8월 스스로

제대를 신청해 전역하였고, 2011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으로 채용되었다.33)

이 사건에서는 공개입찰이 아닌 허위견적서에 의한 고단가 분할 수의계약 구매를

통한 예산낭비(9억4천만원)를 확인했고, 업체로부터 상납 비리 및 이를 감사/조사하는

과정에서 감사기관이 이를 주도적으로 보고하고 조치하려 하지않고 오히려 감사과정을

조직적 은폐 및 방해한 협의로 군 수사기관 대상자가 법적으로 처벌받기도 하였다.

이에 34)국방부는 보도자료(’09.12.29.)를 통해 내부비리 척결을 위한 제도개선 뿐 아니

라 감사체계 및 군 수사기관 등의 자정능력 강화, 군수사업무의 투명성, 법무인력 확

보 등 군 자정시스템의 개선방안까지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

이 사건은 조직의 비리를 척결해야 할 감사/수사기관이 오히려 이를 묵인하고 비

33) 한국의내부고발자사례를통해본내부고발의조건과함의(2011), 계룡대근무지원단군납비리제보자김영수소령사례
34) 계룡대 납품비리 수사 및 수사방해 사건 조사결과(국방부 보도자료,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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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하여 내부고발자를 보복한 문제를 국방부에서 인정하게 된 사건으로서 이에 대해

제18대 국회는 국정감사 시 안건으로 채택하여 이에 특별수사단(국방부 조사본부 합

동수사단)에 대한 진행과정을 질의하고 후속대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하였다. 이 사례의

경우 35)해군 김영수 소령(당시 현역)의 양심선언에 의해 군납비리가 알려지면서 군

감사/수사기관가 오히려 감사와 수사결과를 은폐/왜곡하는 등 군 내부감사체계의

한계 및 문제점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이 사건에 대한 당시 언론의 관심은 주로 내부고발이라는 주제와 군납비리에 집

중되었고 군내 내부고발이라는 주제의 논문이 있었으나, 군내 내부고발의 조건과

함의 외 김영수 소령이 2006～2009년 동안 6차례나 군내 감사/조사기구에 고소․고

발을 했는데도 군내부감사기관 이 문제를 왜 해결되지 않았는지, 이를 군 감사/수사

기관(내부감사기관)이 어떤과정을 통해 묵살하고 은폐했는지, 외부기관인 36)국가청렴

위원회(현재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결과 이첩에 대해 국방부가 이를 왜 적극적으로

조치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보고서, 논문은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논문은 군내

국방부 감사체계 중 특히, 군대 감사체계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무엇이고, 어떤 요인

으로 인해 작동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연구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겠다.

35) 해군 제대후 국민권익위에 특채되어 국방조사관으로 활동하다 2016년부터 민주정책연구원 산하 국방권익연구소장으로
활동하고있음

36) 국가청렴위원회는 내부고발사건을 담당하고, 제보자의 신변을 보장해주는 등 국민의 신뢰도가 높은 조직이지만,
실제로 제보자들을 도와 비리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다.(김영수, 2011:MBC 피디수첩,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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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분석틀

   1. 변수의 설정

본 연구에서는 군납비리에 영향을 주는 제반 요인들을 분석한 후에 이를 밝혀내고

군납비리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본 연구의 분석틀은 그림 2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그림 2. 연구의 분석틀］

  

  우선 만성적인 군납비리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는 군대의 구조적 요인, 환경문화적

요인, 감사제도를 들 수 있다. 그 중 구조적 변수와 환경․문화적 변수는 군납비리에

영향을 끼치지만 통제가 제한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변수는 내부 감

사제도라고 할 수 있겠다.

조직구조(Organizational structure)란 조직 구성원들의 상호관계, 즉 조직 내에서

의 권력관계, 지위·계층 관계, 조직 구성원들의 역할 배분·조정의 양태, 조직 구성원

들의 활동에 관한 관리체계 등을 통틀어 일컫는 말37)이다. 군대는 조직 구성원들의

상호관계나 권력관계가 법령(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의해서 공식화

되어 있으며, 권력관계도 계급이라는 틀 안에서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어 기타 다른

조직보다 계급에 의한 권력 및 상호관계가 주를 이룬다.

군대는 38)막스 웨버(M.Weber)의 관료제 조직의 전형을 이룬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조직의 의사결정 과정이 집권화되고, 공식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관료제의 조

직문화에서는 내부문제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이 공식화되어 있고 최고 의사결정권자

에게 문제에 대한 결정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

37)F.E.Kast and J. E. Rosenzweig,《Contingency views of organization and management》,McGraw Hill 4th
ed.,1895,p.234-235

38)특권을 가진 관료가 국가 권력을 장악하고 지배하는 정치 제도. 또는 그런 정치. 권위적ㆍ획일적ㆍ형식적 경향
을 지닌 제도나 기구를 비판적으로 이르는 말이다.(위키백과사전)

환경·조직문화 ⇨
만성적

군납비리감사제도 ⇨

조직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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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관료제적 요소를 가지는 조직은 39)조직문화에 있어서도, 오랜 시간 조직

구성원들이 타당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며, 새로운 구

성원들에게도 조직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학습된다. R. Harrison은 조직문화를

조직구조의 핵심변수인 공식화와 집권화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이를 4가지의

조직문화(관료조직 준화, 권력조직문화, 행렬조직문화, 핵조직문화)로 유형화 했는데,

집권화와 공식화가 모두 높은 조직은 관료조직문화(bureaucracy culture)로 분류하

고 있다.

한편, 백기복(2011)에 따르면 조직문화는 가치관이고 믿음이기 때문에 일을 처리

하는 과정이나 구성원간의 갈등, 업무 상의 결정과 선택 등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조직문화는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조직 운영과정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이념의 형태로써 조직이 전략의 방향을 설정하고 전략을 수립하여 수행하는

전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가능하다. 따라서 조직문화는 조직의 성과와 관련이

있고, 심지어는 조직이 속한 사회의 가치관과 믿음, 행동양식 등을 응축하여 유지하

고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문화전수자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직 경영

에 있어 중요하다. 조직문화와 윤리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40)에서는 조직문화는 조

직구성원들의 의사결정과 행동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며 조직문화는 조직의 윤리수

준결정에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한다. 때문에 기존의 조직문화 유형과는 별

개로 윤리성이 높은 조직문화의 개념이 등장했고 윤리적 조직문화의 개념은 두 가

지 가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측면이 강한 조직문화가 형성되어 있을수록 윤리수준은

높아진다.

둘째, 조직윤리수준의 높고 낮음을 결정하는 것은 조직구성원 개개인의 도덕성이라

기보다는 조직의 분위기 또는 조직문화이다.

윤리적 조직문화를 가지기 위해서는 최고경영자의 윤리의식 제고, 경영자 윤리가이

드라인 제공, 조직원의 윤리의식 제공 등 5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군대의 경우도 지휘관 윤리의식 향상이 군내 조직문화가 조직의 비리를 제거하고,

조직성과를 향상시키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최고지도자의 가치나 철학, 제도 등으로

조직문화를 형성하고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조직의 개방성은 조직이 다른 개인이나 조직과 자유롭게 교류하거나 교감을 하는 상

39) 조직문화란 일정 패턴을 갖는 조직 활동의 기본가정(또는 전제, 믿음)이다. 이것들은 특정집단의 내외적 활동
과정에서 발견 또는 개발된 것들이다. 백기복 (2011). 《조직행동연구》. 창민사.

40) 윤대혁 (2009). 《조직행동론》. 무역경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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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나 성질을 말하는데 정부조직의 경우 교감가능성을 법령에서 보장받고 있는 정도에

따라 판단되어 져야 한다. 정부조직 중에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 등 조직이 국민과

직접적인 교류와 교감이 제한이 없고, 용이한 조직도 있지만 군은 업무나 대외기관과

인사교류 등이 군사기밀보호법 등 관련법령 으로 제한받고 있으며, 군사보호구역 설정

및 통제지역 등 장소적 제한도 다른 조직이나 개인이 교류가 제한되고, 부대안에는 인

가된 민간인 이외에 출입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어 외부와의 교류가 극히 제한적이라

고 볼 수 있다. 또한, 군인이나 군무원은 정치단체 가입 및 의견표명, SNS 활동이 민간

인에 비해 제한받고 있으므로, 조직이나 조직원은 외부와의 교류가 제한적이다.

내부감사제도(Inner Audit System)란, 내부기관이 행하는 감사. 회계나 업무에 있

어서 부정이나 오류를 발견하거나 방지하고 경영 관리 제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실

시한다. 내부감사의 목적은 조직 성과의 달성인데, 내부감사의 성과는 내부감사인의

자질 뿐 아니라, 내부감사기관의 독립성과 감사기술 등 여러 영향을 미친다.

내부감사의 독립성은 재정상 독립성, 피감부서로부터의 독립성, 기관장으로부터의

독립성으로 나누어 분석할 수 있는데, 기관장으로부터의 독립성은 감사기관이 소속

되어 있는 기관장의 비리나 부정을 적발하는 경우에 감사기관 내지 감사직원들의 인적

독립성이 크게 문제되며, 감사기관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아니하고서는 감사의 기능을 충

분하게 발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체감사기구가 소속되어 있는 피감기관의 기관장의 압

력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곽준열, 2000)

본 연구에서는 내부감사기관의 독립성 중 지휘관(기관장)으로부터 독립성을 주요하게 분

석한다. 그 이유는 재정적 독립성 및 피감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은 각군본부 직제상 별도

참모부로 구성되어 있고, 그에 따른 권한도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제3절. 자료의 수집

본 연구는 내부고발자의 인터뷰를 중심으로 관련 문헌을 이용하기 때문에 인지오류나

편견이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문헌자료는 판결문, 정부공식 조사결과나 보도자료 등

개인적 보고서가 아닌, 정부기관의 공식문서에 의해 객관성이 증명된 자료로 한정하

였고, 언론보도 자료는 보완자료로만 사용하였다.

자체감사 제도상 문제는 국방부의 훈령(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부패방지

및 내부공익신고 업무 훈령)에 의해 규정된 내용을 분석하였다. 또한, 인터뷰 내용간

오류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인터뷰를 여러 차례 진행하였고,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는

인터뷰 대상자의 확인과 검증을 받아 자료를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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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4> 본 사례의 분석과정41)

41) 軍 방산비리에 맞선 김영수의 10년 투쟁기(조선일보 2016-2-1) 참고
42) 2007년 6월, 해군본부 해군수사단은 자체 내부 수사를 통해 국고손실을 증명할 수 없고 관련자들의 업무절차
에 대한 미준수 사항으로 위법행위라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관련자들에 대한 어떠한 징계도 하지 않았
다.(한국의 내부고발자 사례를 통해 본 효과적인 내부고발의 조건과 함의, 행정논총 제49권 제4호, P111~144)

감사과정 개 요 관련기관 비고

군납비리의 유형

공개경쟁입찰품목의 수의계약
불법관행 업무지시불이행

계룡대 근무지원단
내부
기관

불법자금의인사(진급)비리연계

군내 사법기관
고발조치

문제제기에대한인사상불이익
육/해군헌병단
국방부 조사본부
국방부 검찰단

군내
사법
기관

수사기관의 수사방해

비리와 연계된 수사기관 비리

내부고발

국민권익위원회(구.국가청렴위원회)
조사관 파견

국민권익위원회 외부
감사/
조사

부패행위 신고 감사원

재조사 지시
혐의인정 및 징계처리 해군 위임,
42)수사기관 미통보

국방부 조사본부
군내
사법
기관

사후조치 없음 관련자 전원 불처벌 해군 수사단 해군

언론공표 군납비리 관련 양심선언 MBC PD 수첩 언론

재조사 착수
국방부조사본부특별조사단구성

(수사팀, 감사팀 2개로 구성)
국방부 조사본부 국방부

국정조사/감사
실시

1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차명계좌와 수사방해 등
18대국회국방위원회 국회

관련자 형사기소
형사처벌 : 35명 입건

변상조치 : 육,해,공군,계근단

고등군사법원

대법원
사법
기관

국방부

보도자료 발표

계근단 납품비리 및 수사방해 사건

조사결과 발표
국방부 대변인실 국방부

내부고발자 및

관련자 인사조치
내부고발자 제대 및 관련자 복직

해군 예산처
법무실

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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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군납비리 내부감사의 의의

제 1 절 군납비리의 의의

1. 군납비리의 개념

43)군납은 국방예산에 의한 군수물자 구매조달을 하는 것으로 그 대상물은 부식물, 일

용잡화, 유류, 사무용품 등 다양하지만 단순한 형태이다. 현재 국방물자조달는 규모와

상용물품인지 여부 등에 따라 중앙조달과 부대조달로 나뉜다. 44)

방위력 개선을 위한 군수품 조달, 방위력 육성산업 등 해외구매는 방사청에서 하고 있으

며 이는 방위사업과 연계된 사업으로 일반 상용물품 구매절차와 구별할 수 있다. 군

납의 범주와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군납의 범주를

국내 연구개발 및 해외도입 무기 도입을 제외한 협의적 의미의 군납만을 다루고자

한다. 즉, 국내업체로부터 구입하는 일반장비, 비품, 부식류 등으로 통상 국군재정관

리단 및 각 군에서 직접 계약 및 구매하는 품목으로 한정한다.

현재 방사청이 운영하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http://www.d2b.go.kr)에서 조달계획을

알 수 있으며 일반경쟁, 제한·지명경쟁 입찰, 수의계약 등을 통해 조달하고 있으며 일반

물자 조달의 경우 조달청의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정부부처(국방부 일반물자

포함)에 대한 전자조달시스템으로 국방물자 중 물품/용역/공사는 방사청 운영의 전자조달

을 일반물자의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통해 조달하고 있다.

군납비리는 군납과정에서 공무원(현역, 공무원, 군무원)이 특정업체와 사전공모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낙찰받도록 조건과 방법 및 절차를 진행하여 특정업체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것이며, 대표적인 방법으로 군납 계약/구매 시, 업체가 적정가격이 아닌 가격

부풀리기 등의 수법을 통해 폭리를 취하고, 이를 담당하는 군수관련 공무원(현역,

군무원 등)이 이에 대가로 뇌물을 받는 등의 불법적인 행태를 하는 것을 말한다.

43) 군납(軍納)은 군에서 사용할 물품을 정하는 소요제기부터 예산심사, 입찰 등을 통해 물건이 생산되어 군에 넘
겨지고 대금이 지불되는 과정까지 군납이고, 그 이후부터는 국방부 소유가 되고 그때부터는 군수(軍需)상의
문제가 된다. <출처 : 나무위키>

44) 국방물자 조달체계는 WWW.d2b.go.kr 참조

http://www.d2b.go.kr
http://www.g2b.go.kr
http://WWW.d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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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납비리 특징 및 발생과정

 1) 군납비리의 특징

첫째, 군대는 인적구성원이 일반행정기관과 달리 군인과 군무원이라는 특정직 공

무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일반공무원 사회보다 폐쇄적이며 이들에 의해서 비리가 이루

어진다.

군인의 경우 임관 후에는 엄격한 명령체계와 신분구조로 되어있다. 법상으로는 법령준

수의무가 명령복종의무보다 선행하지만 군내에서는 명령복종의무가 법령준수의무 이

상으로 중요한 임무기준이라고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45) ① 2009년 계근단 납품비리 내부고발 사건에서 국방부 조사본부 결과에 대해

해군은 잘못을 인정하지만 관례나 지시에 불이행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라고 하여

피의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② 또한, 김00 전 국방부 장관이 헌병장성 진급을

위해 공금횡령을 지시한 대령(혐의이후 진급한 L준장)을 내부고발한 육군 H중령에

내부투서 사건에 대해 내부고발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군기강 차원해서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2011년 국방위원회에서 발언했다.46)

결국 공금횡령을 한 대령은 준장진급 후 제대하였으며 내부고발한 H중령은 이건

으로 징계를 받고 진급이 누락되었다. 이 사건 역시, 장성 진급로비 및 음해성 투서

라는 언론공개 전 1차 투서 때에는 국방부 조사본부는 혐의불충분으로 내사종결 된

사건이었고 언론공개 이후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의해 재수사 지시가 내려졌다.

이렇듯 불법행위가 있더라고 군기강 차원 투서자 색출을 문제삼아 내부고발자 징

계를 인정한 사항은 군내비리와 조사과정 및 처벌은 군기유지라는 강한 조직문화를

인정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폐쇄적인 조직문화로 인한 부정부패에 대한 수사는 정상적인 수사단계를

거치기 보다는 언론 등을 이용해서 외부에 사건이 인지되어야만 수사 및 해결이 가

능한 경우가 많다. 두 사건 모두 군내 수사기관의 무혐의 처분→언론공개→재수사

결과 혐의 입증→내부고발자 전역 또는 징계(진급누락 포함)→혐의자 경미한 처벌

또는 의원전역 마무리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각각 육군과 해군의 내부고발 사

건이지만 군의 수사과정 및 내부고발자에 대한 처벌수위는 비슷하다.

물론, 일반공무원 사회도 계층제의 형태를 있고 지시불이행은 공무원법상 징계사

45) 군인복무규율, 군형법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았을 때, 군은 조직의 기능적 특성 등으로 인하여 명령에 대한
불복종을 가장 악질적 군사범죄 중 하나로 보고 다른 어떤 일반사회에서의 명령 불이행보다 훨씬 더 심각한
범죄로 간주함을 알 수 있다. 조승옥 외,『군대윤리』 (파주:집문당, 2010), PP.95~96.

46) 국방위 헌병비리 고발자 징계논란, <2011.9.1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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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되나, 직업공무원제를 바탕으로 신분이 보장되고 내부고발 및 불법명령에 대한

불이행에 대한 보복은 그 기관에서 전출, 인사조치 및 고충처리제도가 비교적 군내

보다 잘 보장되고 있다. 하지만 군의 경우 계급정년제 및 폐쇄적 신분구조로 인해서

진급에 실패하면 조직에서 이탈되야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신을 지키

며 불법적인 명령을 거부하거나 내부고발하는 것이 어렵다.

또한 특정직 공무원인 군무원의 고위 직급(3～5급)은 제대군인 특채제도47)를 이

용해서 선발하고 있으며 정년과 신분이 보장되지만 군내에서만 근무하기 때문에 군

내구조 및 조직문화에 동화되기가 쉽다.

즉 군무원의 경우도 전군을 할 수는 있지만 일반공무원같이 전보 및 인사이동이

쉽지 않을 뿐더러 군문화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오히려 문제

시 될 소지가 높다.

둘째, 비리는 크게 진급로비, 군납비리로 나누어 지는데 이는 연계되거나 제대군

인의 취업과 관련이 깊다. 이 연계구조를 이해해야 왜 군내 감사/조사 및 준법기관이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지 이해할 수 있다.48)방사청의 경우 군이 아닌, 중앙행정

기관 이지만 전력개발 및 보급은 군인이 일반행정은 공무원이 하고 있는 이중적 구

조를 지니고 있어서 49)일반공무원은 무기개발사업에 전문성을 가지기 어렵다. 따라

서 방사청에서는 현역이 군내에서는 현역과 군무원이 주로 대상이된다. 보통, 군납

비리로 축척된 자금이 진급로비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다.50)

앞서 언급한 육군 헌병병과 내부고발 사건에서도 격려비, 부식비 등을 현금화하여

장성진급에 사용하였다. 그러나 군검찰은 비리로 인한 착복한 항목 및 금액은 인정

하지만 장성진급에 쓰였다는 정확한 증거는 없다고 사건을 종결하였다.51)

계근단 납품비리 사건에서는 2009년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시 장성진급에 쓰였다는

47) 육군은 내부고발자 H중령에 대해 명예롭게 제대하면 군무원 자리를 알선해주겠다고 제안했다.(신동아일보,
2013년 8월호, 647호 P170~177, '정의'는 처벌, '부도덕'엔 면죄부 중)

48) 2014년 세월호 사건 시 통영함의 출동미비로 인해 촉발된 통영함 납품비리의 경우 국정감사 계기로 음파탐지
기 부속에 대한 비리 및 불법행위 의혹으로 장성 및 영관장교 대상으로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계근단 납품비
리의 경우 내부고발자에 의해 수사가 제기되었으며 부패행위로 인한 차명계좌가 발견되고 장성진급 로비에
사용에 대한 의심이 되는데도 영관급 장교선에서 수사가 마무리 되었다. 

49) 방사청 비리 근절, 인사개편 벌써부터 잡음..자리싸움?《news1》, 2015.1.28.

50) 계근단 납품비리 사건의 경우에도 굼품수수가 진급비리로 확대되었음(국방부 보도자료, 2009.12.29.)

51) 이 사건의 경우 혐의자 L준장은 제대, 내부고발자 H 중령은 징계 후 이에 대한 취소소송을 진행하여 징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그 후 두 차례 진급에서 누락되었다. 대전고법 제1행정부 판결문에서는 혐의자 L
준장은 수사이전 의원전역을 했고 1차 제보를 받고도 수사하지 않은 국방부 조사본부장 S는 징계회부 되었으
나 무징계로 결정되었으나 공익제보자인 H중령에 대해서만 견책처분을 받은 것은 비례원칙 및 부패방지법 제
66조, 부패방지 훈령 13조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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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이 포착되는데 이에 대한 관련자 장성 1인 이외에 중간보고가 없다며 수사내용의

미진함을 지적했고 군내에 수사방해 및 왜곡 등으로 이사건의 본질적인 문제가 밝

혀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군납비리로 축척된 자금이 진급로비 등으로 사용되고 진급여부에 중요요소가 될 수

있으며, 이에는 헌병 등 기타병과에 일정한 비호와 도움을 하고 받고 있는 구조를 지니

고 있다는 정황 요소가 발견된 것이다. 또한, 군내계약이나 사업은 국가안보 및 비

밀, 대외비로 분류되어 외부기관에 정보요청을 거부 사유가 많다. 군내에 일어나는

사업 및 납품과 관련된 정보공개는 일반 정부부처가 추진하는 업무에 비해 일반국

민이 정보나 사업과정이 접근하기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를 정리하자면 군내

에서는 진급과 군납비리의 연계 및 군내 구성원(군인, 군무원)이 일반직 공무원(경력직

공무원)과 다른 신분제도 및 계급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 군내 납품 및 사업 등이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2) 군납비리의 발생과정52)

(1) 정상절차

군에서 필요한 물품 중 상용품목에 대한 일반적인 조달(획득)절차는「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에 따라 소요기관(군 부대)이 조달청에 조달을 의뢰

하고 조달청은 정부전자조달시스템(G2B, 나라장터)를 통해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조

달하는 것이 원칙이다.

특수한 규격이나 사양물품인 경우는 조달청의 입찰공고 시 물품의 규격과 사양서

및 계약특수조건을 첨부토록 하고 있으나 시중에서 통상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일

반가구류나 전자제품은 이미 조달청에 등록된 품목을 선택만 하면 구매행위가 완료

되도륵 시스템화 되어 있다.

군부대가 조달청에 사전 등록되지 않은 일반가구류나 전자제품을 구매하지 않을

경우는 별도의 규격이나 사양서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에서 운영하는 국방전자조달

시스템(D2B)을 통해 구매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군부대 홈페이지를 통해 입찰

공고를 할 수 있다. 또한 해당 군부대에서 긴급한 사정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수

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구매하고자하는 품목에 대한 사전 시장조사를 실시

하고 공개적으로 여러 업체들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예정가격 이내의 최저가 견

적을 제출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물품에 대한 구매이후 군내에서는 계약서(사양서 및 특수조건)와 물품사

52) 본 자료는 계룡대 납품비리사건의 내부고발자인 김영수 소령과 인터뷰 과정 중에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
성되었으며 ‘03∼’05년 계근단 군수처 및 관리처 주관 비품구매업무 중 나타난 불법적 업무관행임, 이는 국방부
보도자료를 통해 사실임이 확임됨.(국방부 공개배포 자료,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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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서와 실제물품의 입고여부 및 수량을 검토하여 검수를 하게 되어있다. 발주부서가

조달지시(요청)할 때에는 물품사양서를 회계부서에 통보하고 회계부서는 발주부서가

요청한 사양서에 맞는 물품을 입고여부를 확인하여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게 된다.

(2) 불법관행

계근단 납품비리사건의 경우, 계근단 근무지원과 비품담당이 특정업체(00퍼니처,

00상사 등)에게 해당 품목의 견적서를 제출토록 통보하면, 특정업체는 자신들의 견

적서와 타업체들 명의의 허위 견적서를 동시에 제출하였다.

이에 비품담당은 직접 또는 소속 병사에게 특정업체가 제출한 견적서대로 조달지

시서를 작성토록 지시하고, 이렇게 작성된 조달지시서를 00과장에게 결재를 득한

후 계약부서인 00처장에게 의뢰하면서 특정업체가 제출한 타 업체들 견적서도 송부

하였다. 53)00처 회계과는 00과에서 송부된 조달지시서대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견적

서를 제출한 특정업체와 조달지시된 단가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3) 유형 및 결과

정상적인 절차는 발주부서(사업부서)의 구매요구가 시작이나, 비정상적으로 회계부

서에서 미리 업체의 견적을 받아 이를 토대로 구매요구를 하고 견적대로 물품을 구

매하여, 이를 대가로 담당 공무원이 뇌물을 받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또한, 공개경

쟁입찰 방식이 아닌 고단가 수의계약이라는 불법관행을 통해 계약 시, 전자조달을

통한 공개경쟁입찰보다 1.7배 폭리를 취하게 되었고 전자제품의 경우에는 정부전자

조달(G2B) 단가가 15% 이상의 저가임에도 불구하고 한건의 정부전자조달 구매실적

이 없었다.

가. 군수처 일개 업체 견적서 제출→관리처 해당업체 수의계약54)

나. 군수처 복수업체 견적서 제출→한 업체와 수의계약(견적서 미첨부 또는 허위업체

견적서 제출)

MBC PD수첩 조사 결과, 복수의 견적서를 제출하더라도, 한 업체에서 두개 업체의 견

적서를 제출하고 자사업체가 해당제품을 낙찰받는 형태로도 불법관행이 이어지고 있었다.

허위견적서는 수리업체를 도소매업종으로 변경(유령회사)하는 등 가짜 견적서를 제출

하고 본사가 낙찰받는 형태의 비리도 포착되었다.

국방부 보도자료(2009.12.29.)에 의하면 불법관행과 관련하여 2003년부터 2005년까

지 회계 및 물품관리 담당자들이 조달관리 법령을 위반하여 선납, 수의계약 남발, 검

53) 물품에 대한 발주는 사업부서가 계약 및 납품은 회계부서가 진행한다.
54) 국군복지단 민00 대령 내부고발사건에서는 최저가 낙찰을 받은 훈제치킨의 경우 시중가는 2만5천원, 실제군
판매가격은 5600원으로 72% 깍아 납품한 회사가 낙찰되었으나, 시중에서는 거이 찾을 수 없는 브랜드고 실제
판매가격은 1만원도 안되는 가격이었다. 수의계약이 아닌 최저가입찰을 통해서도 군납업체들은 허위가격을 제
출하여 낙찰받는 형식으로도 군납비리가 이루어지고 있다(일요신문, 제1265호, 강제전출에 뇌물 소문까지,,,군
납품비리 폭로 내부자 수난사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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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및 물품관리 부실, 일반수용비 유용 등 전반적인 회계질서 문란행위로 총 6억7천

만원 상당의 국고손실을 초래한 사실이 확인하고, 이중 국가채권 소멸시효(5년)가 완

성되지 아니한 3억4천9백만원에 대한 변상처분을 지시하였다. 조사결과 불법비리 유

형은 가) 고단가 분할수의계약 및 편의제공 대가 금품수수(김영수 소령 고발내용 일

치) 나) 일반수용비 유용55) 및 편의제공 대가 금품수수 였다. 피복비 부당집행(비품

외 추가비리 발견)도 추가적으로 발견되었다.

(4) 불법자금과 인사(진급) 비리 연계

이렇게 불법적으로 군과 해당업체간의 부패관행이 형성되면, 이의 자금은 개인의

착복 외 조직상납 형태, 즉 또 다른 비리(진급비리)로 이어진다. 보통 불법자금의

개인의 부도덕성에 근거한 착복으로 결론이 나면 군내 내부감사 과정에서도 이의

감사나 수사를 방해할 명분이 없다. 18대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자금이

흘러간 차명계좌의 조사와 불법적으로 수사를 방해한 세력들에 대한 감사가 미진하

다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불법자금 형성 후 차명계좌에서 드러난 배후세

력들은 감사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를 방증한다.

이는 내부감사의 한계이고 감사조직이 지휘권의 일부로 행해지는 이상 개선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즉 부도덕한 지휘관은 감사기관이 자신과 측근의 비리를 문제삼는

감사기관을 일차적으로 제거하기 때문이다. 일차적으로 내부고발이나 비리과정에서

비리가 군내 지휘관과 그 측근이 연계되어 있으면 비리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내부

인에게 무언의 압력 및 불이익을 주는 선에서 마무리 되고 있다. 이는 계룡대 납품

비리 뿐 아니라 육군 부식비 횡령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전 00 국방부장관까지도 내부투서를 한 00중령을 징계한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계룡대 납품비리사건에서 당시 김영수 소령은 관행에 따른 구매지

시를 불이행하고 정상적인 절차대로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이에 당시 상관은 김소

령에게 근평 최저점을 주고 “일을 형편없이 못한다”라는 평가와 폭언을 하였다.56)

즉, 부조리가 아닌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조직원이 문제시 될 수 있다.

55) 군납업체와 결탁하여 사무용품의 사용량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점을 악용, 특정업체에게 수용비 카드로 선납
한후 일부금액을 사적물품(김치냉장고, 세탁기, 골프채, 디지털 카메라, 게임기), 현금 또는 상품권 등으로 돌려
받아 개인 및 부서경비로 유용하여 총 7,700만원의 국고손실을 초래하였음(국방부 보도자료, 12.29.)

56) 김영수 소령은 지시사항 불이행에 대해 육군 중령 00에게 지속적인 가혹행위 및 불법적인 업무지시를 받아
이의 거부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사실에 대해 국가청렴위원회로부터 원상회복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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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불법관행 업무지시와 불이행

군납비리에 대한 불법지시를 받고 이를 거부하거나 불이행하게 되면 일단 이를

거부해야 한다. 이는 공무원의 법령준수의무가 복종의무보다 선행하기 때문이다.

군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이는 이건과 별개의 다른 방법으로 거부한

공무원(군인)을 처벌할 수 있다. 흔히 공무원 사회에서 당해 건이 아닌, 소위 괘씸죄로

인해 근무성적평정 및 인사조치 등 다른 방법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57)조직에서는 자신의 이익이나 진급을 포기하면서 해당 불법관행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히기가 쉽지 않으며 일단 상사의 명령에 불복종 했다는 것이 조직내에 소문이 돌

경우에는 아무도 이 현역을 자신의 조직원으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

이다.

이와 유사한 군납비리 내부고발사건(2012년 국군복지단 영내매점(PX) 부당거래

내부고발 사건)에서도 00 단장의 수의계약 지시를 국유재산법 위반할 수 있다는 점에

서 민00 대령이 진행한 공개경쟁입찰 형식의 방식의 업무행태를 지시사항 불이행으

로 징계를 내렸고 이의 보도가 나가자 2012년 11월 민00은 국방부에 무보직 파견되

었다. 예정된 보직기간 전에 강제발령조치를 받은 것이다.58) 즉, 불법관행은 인정하

지만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결국 징계 및 강제발령 조치를 받게 되었다.

58) 민00 대령은 국방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징계처분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2014년 1월 승소하였고 당시
재판부는 민대령의 복종의무 위반은 인정했지만, 이것이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점 등을 참작
하면 징계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판결근거에서는 ‘보복성 징계’ 의심을 포함시켰다. 판결문은 “징계처분의
동기가 민대령의 복종 의무 위반만을 문책하려는 것인지에 관해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 이후 국방부는
근신 10일 처분을 내렸고, 이에 민대령은 재징계 처분도 부당하다고 소를 제기하였으나,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며 이는 기각되었다.



- 40 -

제 2 절 군납비리 내부감사 과정

1. 내부감사과정

  1) 해군 헌병대 고발(2006.4∼5월)

     김영수 소령은 이러한 군납 불법관행 지시에 대한 불이익에 대해 육군 헌병

단에 1차 고발후 “해당없음” 결과가 통보되자 해군헌병단에 2차 고발조치를 한다.

하지만 이에도 고발사실이 “해당없음”이 통보되자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를 하게

된다.

인터뷰 과정에서 왜, 육군 헌병단에서 "해당없음"이 있었으면, 바로 국방부 검

찰단에 고소하지 않고, 이를 해군에 고발조치를 했느냐고 물었을 때 김영수 소

령은 군내에서는 비위사실이 밝혀지더라도 지휘체계를 지키고 규정상의 모든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 했다.

사실관계에 대한 진상과 별도로 군인이라는 신분으로 지휘체계를 어기는 것은

또 다른 징계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아마도 국직부대인 계룡대에서 발생한 사실이

지만, 해군장교인 김영수 소령이 해군에 고발을 함으로서 자군의 이의제기 없이 바로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를 하는 것에 심적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육군 H중령이 투서사건에서도 문제삼은 것은 바로, 정식적인 보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투서라는 방식을 사용한 데 대한 관련자 색출 후 처벌을 내린것은 군은 지휘체계를

어기는 것이 비리 못지 않게 중요한 의무위반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해서도 김

영수 소령은 자신은 내외부 모든 기관에 대해서 비리사실에 대해서 진정, 고발, 고

소 등을 거쳤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지만 그대신 조직의 보복은 다른 사람들보다

긴시간광범위하게받았다고 설명했다.

     

  2) 국방부 검찰단 고소(2006.8.29.)
  검찰단은 고발사건을 진정사건으로 접수 후59) 형식상의 조사만을 실시하고

2007.3.22.자 증거부족 등으로 “협의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하였다. 또한, 고발인

에게 수차례의 향응제공을 요구하였고 간접적인 금전제공도 요구하였다.

59) 군검찰 사무처리 규칙 제160조에는, 수사의 단서로서 조사가 필요한 사항, 소속군 본부 검찰부 도는 국방부
검찰단에서 조사 또는 보고를 명한 사항(내사사건)외, 민원인이 제출하는 진정, 탄원, 투서 등으로 수사의 단
서로서 조사가 필요한 사항, 편파적인 조사 등에 대한 시정을 희망하는 사항, 군사법원이나 법원의 재판이 계
속 중인 사건에 관한 사항은 진정으로 수리한다고 규정하여 내사사건과 진정사건으로 구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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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서는 국가청렴위원회(현재 권익위원회)에 관련사실을 제보하였고 국방부

검찰단은 관련사실 확인 후 해당 수사관은 전역을 하게된다.

   김영수 소령의 고소사실은 아래와 같다.60)

(1) 계룡대 근무지원단, 해군본부에서 비품구매 과정 중 위조견적서를 이용한

고단과 수의계약으로 업체에서 현금 및 계좌이체 방법으로 뇌물 수령

(2) 군 수사기관이 위 수사과정 중 공범사실 은폐를 위해 조직적인 수사방해

(3) 고위간부가 수사과정 중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하기 위한 향응요구

(4) 불법비리 자금을 차명계좌를 통해 관리하고 00병과 병과장이 해군 수사기

관들에게 청탁성 향응접대 및 뇌물 제공

(5) 장성들이 장성관사 비품을 사적인 용도를 위해 군외 불법유출

(6) 근무평정 권한을 이용 접대 강요

이 과정에서 조사대상군인 해군, 국직부대가 상급기관인 국방부 검찰단을 상대로

수사방해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다. 국방부 검찰단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소속 수사관들을 이용하여 조사에 대한 첩보입수 및 수사방해를 하는 것은

흔히 상급기관의 감사, 수사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는 제도적 권한

배분관계와 반대로 하급기관이 상급기관에 대한 정보적 우위를 획득하면 충분히 감사

/수사 등의 과정을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각종 부조리도 장성들의 군납용품에 대한 불법유출부터, 불법자금의 향응접대와

뇌물제공 등 해당비리의 자금이 조직내 군수사기관들을 매수하는데 사용된걸 알

수 있다. 즉, 군납비리가 조직내 불법관행의 시발점이 되면서 이에 자금은 또 다른 조

직내 병폐로 이어지는 것이다. 군납비리가 사적인 횡령자금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조

직관행을 위한 비자금으로 쓰이고 있는 것은 조직내 몇 사람의 처벌로 끝나지 않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거미줄처럼 연관되어 있다는 증거이다.

더 이상 군감사/조사기관도 비리와 연관되기 시작하면 오히려 비위를 묵인, 방조, 은폐

하는 조직이 될 수 있다는 점이고 이때부터는 개인이 거대한 조직을 상대로 싸운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특히, 아직 그 조직에 소속원이 조직에 병폐를 상

대로 싸운다는 것은 모든 걸 잃을 각오를 하는 것이다.

60) 김영수 소령과 인터뷰 과정에서 자료를 입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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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중도 포기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질문에, 김영수 소령은 억울해서였다고

대답했다. 또한, 제대하고 나면 조직에서 나올 수 있지만 그 조직은 그 관행이 계속

되면 군후배를 비롯 관행들에 길들여질 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겠냐는 말을 했다.

  3) 국가청렴위원회(외부기관) 내부고발(2007.2∼4월)
  당시 김영수 소령은 검찰단 수사진행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갖고

당시 국가청렴위원회(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 내부고발을 하였다. 국가청렴위원회

조사결과 계근단 구매/계약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음이 확인되어 청렴위원회는 국

방부 조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하였다. 내부기관에 이의제기 단계에 대한 절차를 다

거친 후 외부기관에 외부기관에 조사를 의뢰했다.

군 수사기관이 1년 가까이 계류하고 있던 사건을 2월 내 조사를 완료하고 국방부

조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하였다. 매우 신속하게 움직였다는 것은 이 사건이 고도로

과학적인 사건이나 복잡한 사안은 아니고 조직적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군당군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이었다는 것을 방증한다. 또한, 김영수 소령은 납품서류, 계약에

관한 입찰서류 등에 대한 자료를 일자별로 정리하여 보관하고 있어서 증거제출이

가능했기 때문에 외부기관이 와서 어려움 없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결과를 통보하

는 등 감사가 신속하게 이루어 질 수 있었다고 한다.

<김영수 소령 인터뷰 내용>

“ 당시(2007.12.) 국가청렴위원회는 고발인을 부패방지 유공으로 국무총리 표창을

추천하였으나 해군의 반대로 취소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00처장이 수차례

전화를 해서 국가청렴위원회에 전화를 해서 상을 받지 않겠다고 추천을 취소

하라고 이야기 했고 해군은 공무원포상규정에 위반된다는 사유(당해 사건의 조사 대

상자)를 근거로 추천에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외부기관의 고발의뢰 뒤 내부고발자의 보복이 더욱 심하게 이루어졌다. 청렴위,

감사원이라는 외부기관에 내부문제를 알린 조직원인 것이다.

4) 감사원 감사 의뢰(2007.2∼4월)

  당시, 김영수 소령은 국가청렴위(현,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 감사를 다 요구했

는데, 감사원 감사는 이 사건에 대해 관여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 같다고 이야

기 했다.

그리고 혐의없음,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감사요청에 어떤한 처분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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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소령 인터뷰 내용>

명백히 증거를 가지고 있고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최고 감사기관이 이에

대한 감사를 해태했다고 생각합니다. 청렴위원회보다 감사에 있어서는 감사인력

이나 기술이 뒤지지 않으며, 청렴위가 밝혀낸 사안을 감사원이 놓치기는 어렵습

니다. 이 사안은 방위사업처럼 기술적 전문성이나 국가보안으로 외부감사인력의

제한되는 영역이 아닌 납품에 관한 관련공무원들의 뇌물수수 등의 단순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 뒤에 더 복잡한 조직비리가 있으니, 조사하면서 줄줄이 나올 후속

문제들이 걸렸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얽혀있는 군납비리 사건에 발을 넣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김영수 소령은 감사원

감사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5)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2007.4∼6월)

국방부 조사본부에서는 해본 수사단에 선납구매로 인한 국고손실 부분에 대해 해군

본부 확인수사 및 위임처리를 통보하였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03～’05년 사이에 특

정업체 수의계약으로 3.9 억원의 국고손실을 발생시켰다고 판단했으며, 이를 해군에

서 최종 확인 및 관련 사실이 들어날 경우 해당자를 처벌을 지시했다.

국방부 조사본부에서는 국고손실액 3.9억원과 비위자 9명을 해군 수사단에 통보하고

국가청렴위원회에도 해당사실을 통보했다.

6) 해군 수사단 자체수사(2007.6∼9월)

해군 수사단은 국방부 수사결과(조사결과 이첩)에 대한 확인수사를 한 결과 국고손실을

증명할 수 없고, 관련자들의 업무절차 미준수 사항이며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이지

불법행위가 아님을 이유로 징계 등의 어떠한 처벌도 할 수 없다고 결론하고 수사를

종결하였다.

   <김영수 소령 인터뷰 내용>
해본 수사단의 확인수사 당시결과(2007.9.20.)에 대해 해본 00중령은 해본 수
사단의 확인수사가 의도적인 사건은폐 등 불법행위가 의심된다 판단하여 해
본 법무실 주관으로 해본 수사단 및 관련사건 등에 대한 수사계획을 건의하였
으나 승인을 받지 못했고, 이는 직접 00과장이 2007.9.20.(목) 08시33분경 김
영수 소령에게 구두로 설명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해군 수사계획을 건의했음에도 당시참모총장이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자군에서 일어난 관행이나 비리에 대한 재수사를 승인하지 않은

체 은폐하려고 했다는 의심이 든다.

실제, 당시 참모총장인 정00은 복지기금 횡령 등의 사건으로 구속되었다.

군수사라는 것이 지휘관의 해결의지가 중요한데 당시 참모총장인 정00이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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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를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다

    <해군수사단 확인수사 결과>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이첩한 내용에 대한 확인결과 선납 및 수의계약 등 계약

절차위반 사실은 확인하였으나 국고손실 3.9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해군에 납품

된 기록은 있으나 납품된 품목이 어느 부서, 어느 장소에 보관사용 중인 물품

인지 특정할 수가 없어 실물확인이 불가하여 납품가와 실제 구매가능 금액을

비교할 수 없었고, 이에 따라 국고손실 금액을 특정지을 수 없었기에 형사입건

조치를 하지 않았다. 즉 관련자(대령 김00 등 7명)에 대한 계약절차 위반 사실은

확인하였으나, 손해액을 특정할 수 없어 국방부 조사본부가 판단한 국고손실

(3.9억원)에 대해서 국고손실을 입증할 수 없기에 형사입건 조치하지 못하

였다.61) 해군수사단은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통보한 9명에 대해서 선납 등 계약

절차를 위반한 7명(대령 김00 외 6명)에 대해 참모총장 보고 후 법무실에 비위

사실을 통보하였고, 2명에 대해서는 무혐의의 처분하였다. 7명의 비위내용은 선

납으로 계약절차 위반, 사양서상의 제품 검수 소흘 이었다.

    <해군 법무실 조치사항>

  해군 법무실 조치결과는 관련자 5명에 대해서는 비위내용이 경미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징계 불회부로 결정(’07.11.12.)하였고,

김영수 소령이 2명에 대해서는 국방부 검찰단에서 정식 고소가 진행 중이어서

검찰단에서 징계절차 중지 요청함에 따라 징계절차를 중지하였고, ‘08.8.12. 국방

부 검찰단 재고소 사건이 관련자 전원 무혐의 결정에 따라 징계중지하였던 2명

에 대하여 종결처리 되었다. 즉, 국방부 조사본부 조사결과 확인수사 및 조치는

전원 불처벌 및 국고액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모든 사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7) 국방부 검찰단 고소 및 재수사(2007.10월)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결과와 상반된 결과가 해군에서 도출되자 2007.10.9.일 김영수

소령은 당시 관련자 10명에 대해 국방부 고소장을 접수하였으나 2008.8.12.일 무혐의

처리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종결하였다.

<김영수 소령 인터뷰 내용>
“당시 검찰단 수사관 00소령은 해군 00실장의 대학후배로서, 압력과 회유에
의하여 공소시효 등을 고려하여 시간을 끌다가 무혐의 처리하였으며 00실장은 지속
적인 향응을 제공받으면서 인사권을 이용하여 자신의 뜻에 따르도록 종용하고 현실
적인 이익을 챙기고 있었다. 00소령은 처음에는 적극적인 수사의지를 보이다가 약 1
개월 이후부터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수사를 의도적으로 기피하는 것 같았고
결국 무혐의 처리가 났습니다.”

61) 국방부 검찰단에 수사결과 국고손실 등 입증 불가하여 관련자 전원 무협의 처리되었음(‘08.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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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당시 00실장은 사무실에 찾아와 62)군인복무규율(제17조, ‘군인의 신분으로 대외

활동 등)을 어기면 처벌하겠음을 경고했고 국방부 검찰단에서 수사받고 있는 관련자가

무고죄 및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준비 중이며 법을 어겼다고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수

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밝혀지지 않으면 죄가 되지 않는게 법이라고하며 국가63)청렴위원

회의 신분보장과 신변보호조치를 취소하라고 종용하였다.”

수사기관간 인적 네트워크는 상급기관과 하급기관의 감사와 수사기관사이에 역학관

계가 역전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즉, 감사제도와 운용은 별개의 문제이다.

또한, 감사기관이 지속적인 향응을 제공받는 주체는 조직에서 부패와 처벌의 대상으로

지목되는 조직이 되었고 이는 일종의 카르텔을 형성하여 조직내 비리의 공개나 관련자 처

벌을 방해하는 세력이 된다. 즉, 정보와 자금을 가지고 있는 비리조직, 이를 감사, 조사하는

내부감사기관이 상급기관의 감사와 수사기관에 일정한 영향력을 끼치며 조직을 보호하고

있었다. 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내부감사기관의 모습은 아니었다.

<해군의 국방부 검찰단 수사방해 1>

그후 ’08. 12. 15. 국방부장관 지시에 의거 국방부 검찰단이 재수사 시작을 했고, 국방부

검찰 단에 의한 계근단 납품비리 재수사 과정에서 해군 경리병과 소속 상사 김00의 계좌

에서 위 이00 소유의바자금이수억원발견되자, 위 이00은 납품관련비리의혹을은폐할목적으

로 64)국방부 검찰단 소속해군 수사관 이00과 안00에게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비밀인 관련

자 소환일정, 신병처리관계, 고발인 동향, 압수수색 상황 등으로 보고하게 하고, 이와 같이

확보한 수사비밀을 바탕으로 계룡대 또는 유성인근에서 위 이00, 전 해군경리병과장 오

00대령을 수시로 만나 대책회의를 갖는 등 해군에서 국방부 검찰단 수사를 방해하였다.

(국방부 보도자료, 2009.12.29.(화))

하급기관의 상급기관의 감사를 방해하는 회의를 모색하는 방법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 국방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군의 수사방해 사실을 보도자료로 통해 대외적으로

공표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의해 감사과정이

조정, 통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이는 상급기관과 하급기관의 감사체계가 협조

체계가 아닌 각 기관의 이해관계에 의한 전략적 상충관계에 놓일 경우, 오히려 감사대상 기관

이 정보가 우위에 있다면 권한이 많은 상급 감사기관을 자체 감사기관이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62) 현재는 해당 규율은 폐지되고 군인의 기본권 향상을 위해 군인기본법(법령 및 행정규칙)이 2016.6.30일 발효되었다.

63) 부패방지 및 내부공익신고 업무 훈령 제 15조에 의하면 내부공익신고센터장은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조치 신
청이 있은 후 이유있다고 판단될 때 수사기관 또는 관할 경찰관서에 신변호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
나 당시 김영수 소령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였고 이에 신변보호조치를 받고 있었다.(국민
권익위원회 위원회 보상보상과-535, 2009.3.31., 신변보호조치요구 처리결과 통보)



- 46 -

<해군의 국방부 검찰단 수사방해 2>

2009년 9월경 국방부 검찰단에 의한 납품비리 의혹 수사과정에서 해군 수사관들에 의

한 수사비밀 유출 의혹이 대두되어 검찰단 수사팀으로부터 수사비밀 누설과 연관된 것으

로 의심받던 해군 법무실 소속 수사관 준위 김00, 상사 신00 등이 검찰단으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은 사실을 보고하자, 위 2명의 수사관들이 검찰단에 출두하지 못하도록 이를

허락하지 않고 소환에 불응하게 하여 사실상 수사를 방해하였다.

(국방부 보도자료, 2009.12.29.(화))

수사비밀을 누출한 혐의를 가진 수사관들을 소환불응하게 한 것은 업무방해죄로 처

벌될뿐 아니라, 군지휘체계상 명령불복종을 종용한 것은 군인 복무규율을 위반한 것이

된다. 특히, 국방부의 최고 수장인 국방부 장관이 수사를 지시한 상태인데, 이같은 수사

방해가 있었다는 것은 각군 소속원들은 해군의 비공식적 암묵적 지시가 국방부의 명시

적 지시보다 개인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생각한다.

조직의 감사체계는 조직 지휘부가 상급기관이나 외부기관보다 더 어렵기 때문이다.

  8) MBC PD수첩 군납비리 양심선언 (2009. 10월)

   내부감사과정에 더 이상의 수사기대를 할 수 없음에 김영수 소령은 언론에 본

사건에 제보를 한다. 이는 당시 군인복무규율을 어기면서까지 감행한 중대한 결심

이었고, 군내 자체 정화과정(감사/조사/수사)이 더 이상은 작동하지 않는다는데에

대한 마지막 결단이었다.

<김영수 소령 MBC 인터뷰 내용>65)

“ 제가 부임하기 전에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구매한 것이 한 두건을 제외하면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은 5,000만원 이상은 공개경쟁입찰로 계약을 하고 국방부 지침

은 3,000만원 이상은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상관은 6,800

만원짜리 계약을 분할발주(1,000만원 쪼개어 발주)하여 비공개 수의계약으로 진행하

라고 하였습니다. 원래 계획은 전자공개입찰(G2B)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 이후 제가 3년동안 이런식으로 계약으로 인해 피해액을 조사해보니, 10억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김영수 소령 인터뷰 내용>66)

  “MBC PD수첩 이전에도 이미 언론기관들에 제보 및 방송사 취재가 이루어졌지

만, 방영까지 가지 못한 이유는 방해세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수의 언론기관과

65) MBC PD 수첩 “ 한 해군장교의 양심선언, 나는 고발한다” (2009.10.13.)
66) 김영수 소령은 군내 감사기관 및 수사기관에 대해서 고발/고소/진정 등 다양한 방법이 효과가 없자 직접 언
론단체에 접촉하여 군내 비리를 밝히고자 노력한다. 하지만 언론단체들 중 방영직전 보도를 취소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방영직후, 참여연대에서 피의자 중 1인(대령 000)을 뇌물수수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09년 9월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 47 -

접촉했지만 피의자들을 옹호하는 보이지 않는 권력이 이 보도가 방영되는 것을 원

치 않았기 때문에 방영직적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00신문, 00일보, 00뉴스

등은 ‘09년 5월 언론보도 되었고, 00중앙 및 00S 취재는 보도 직전 취소 되었고,

그래서 MBC PD수첩 제작진에게 개인적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내부고발의 기사나

보도가 나가는 것은 그들도 어느 정도 외압을 견뎌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해군본부의 언론대책 회의>
군사세계, SBS, 월간중앙, MBC 등에서 납품비리와 관련하여 해군본부에 서면질의

서를 송부하자, 해군본부는 참모차장 등의 주관으로 총 4회에 걸처 당시 해군 법무

실장, 헌병단장, 보급병과장, 정훈공보실장 등이 참석하여 소위 ‘언론대책회의’를 개

최하였는바 다음과 같은 논의가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① 1차 회의에서는 납품비리 의혹과 관련된 언론의 보도자제를 요청하고,

② 2, 3차 회의에서는 해군본부가 의혹이 제기된 업무 관련자들에 대해 징계

불회부를 결정한 것은 국고손실액 확인이 불가하여 무혐의 처리하였고, 선납

등 계약관행은 적극적 업무처리로 판단되므로 이를 징계하기 곤란하고,   

     ③ 4차 회의에서는 해군 수사단의 헌병체포조 활동비 유용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된 중령 권00에 대하여 다시 무협의 처분하고 대령으로 진급시킨 조치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것이고, 납품비리와 관련해서는 ‘실물확인 불가’로 인해

국고손실액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각각 언론사에 답변하였다.

(국방부 보도자료, 2009.12.29.(화))

여기서 주의깊게 볼 사항은 소집된 참모조직이다. 법무, 헌병, 보급병과, 정훈공보다. 정

훈은 언론대응과 관련이 있지만, 직접적으로 소집한 병과는 감사대상 기관가 감사/조사하는

기관이며, 이들은 결국 지휘체계에 한 의견으로 따르도록 되어 있다. 즉, 감사/조사 처리지

침이 정해지면 이 정해진 지침하에 해당 감사,수사결과가 논리적으로 이를 뒷받침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9) 국방부 조사본부 특별수사단(조사팀, 수사팀) 재수사(2009.10월)

계룡대 근무지원단 납품비리 사건이 MBC PD 수첩에 방영(09.10.13.)되자, 국방부
검찰단은 국방부 장관과 국방차관에게 “해군납품비리사건 수사계획 보고”라는 제목
의 업무보고를 통해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단 소속 해군 수사관 등에
대해 협박과 회유 등이 있었으며 수사정보가 조직적으로 유출되었음을 밝히고, 국방
부는 외압세력에 방해받지 않도록 군납품비리의혹 특별조사단을 구성했다.67)

67) 국방부 검찰단이 국방장과관과 차관에게 동시 보고한 “해군납품비리사건 수사계획보고”라는 제목의 업무보고

서가 YTN에 의해 공개되었으며, 검찰단은 검찰단내에 해군수사관은 이미 검찰단 내의 타군 수사관 및 검찰
관들과 조직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수사방해 및 공정한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보고하였고, 이에 국방부 특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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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수사단 재수사 결과>

1. 확인사실

’06년 4월 해군 소령 김영수가 제기한 납품비리 사실에 대한 계근단 헌병대대(육군,

해군), 국방부 검찰단, 국방부 조사본부, 해군 헌병단의 6차례의 수사가 미진 또는

부실하였음.

① 수사초기부터 형사처벌이 불가하다고 속단하여 단기간 내 수사종결

② 국고손실부분에대해실물이 현존함에도 “실물확인불가” 등의사유로 조사불능판단

③ 선납을 통한 고단가 수의계약이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관련 업체

및 업무관련자들에 대한 계좌추적이나 압수수색 등의 노력을 다하지 않음.

또한, 그 동안 본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각 수사기관들로부터 그 수사결과를 통보받은

계룡대 근무지원단, 해군 법무실 등도 관련 업무 비위자들에 대한 징계처리 등 적정한

후속조치를 하지 않거나 처리를 지연시켜 징계시효(2년)를 완성시키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고, 온정적으로 사건을 처리하였음이 확인됨.

(국방부 보도자료, 2009.12.29.(화))

2. 관련자 및 기관처리 : 관련자 7명 징계의뢰 및 국방부 검찰단 등 6개 부대/기관에

대한 기관경고

2. 국회 국정감사(2009.11월)68)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김0기는 제18대 국회 국정감사위원회에서 국방부 특별조

사단 중간조사 결과를 국회의원에게 보고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수사팀 조사결과

특정업체가 수주할 수 있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해병대

경리병과 류 모 대령, 전 해군 경리병과 이모 군무원, 같은 소속 김모 상사와 수

사를 방해해 온 전해군 법무실 김00 대령 4명을 구속기소하고 관련 피의자 10여

명을 입건하여 계속 수사 중

2. 조사팀 수사결과

특정업체와의 고단가 수의계약을 통하여 국고 손실을 초래하거나 과거 본 건과

관련된 의혹사건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혐의자 20 여명을 적발하고 향후 변상조치와

징계의결 요구 등 엄중 문책할 예정임.

3. 향후조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TF를 국방부에 운영하여 대민업무 종사자들에 대한

재산등록제도 확대 및 군사법 업무 종사자들에 대한 감찰기능을 강화

대민업무 종사자라고 하면 실무자인데 이에 대한 재산등록 제도를 강화한다해도

사단은 사건과 연루되어 있는 해군과 공군 관계자는 물론 기존 수사관계자도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68) 제284회 국회 정기회 –국방 제10차 국회속기록 참조(안건 5: 계룡대근무지원단 납품비리사건 조사관련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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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비리 등을 통해 조성한 차명계좌가 조직내에서 비자금으로 사용된다면, 이들에

대한 재산등록 제도가 효용이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군사법 업무 종사자들의 수사방해 문제는 감찰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인사/

진급/보직 등 다양한 방법의 독립성 강구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대민업무 종사자나, 군사법업무 종사자가 아니라, 이들을 정당하게 지휘하는

군 조직체계가 정상화되여야 한다.

3. 국회의원 질의사항

가. 대령 김00 혼자서 수사방해를 할 수 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으며, 차명계

좌가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자금이 흘러 들어갔는지 의문이다.(안규백 위원)

나. 수의계약 뿐 아니라 경쟁입찰로 됐지만 하청업체 선정과정에 개입해서 이권을 챙긴

부분까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김동성 위원)

다. 영관급 처벌이 아닌 지휘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지휘관들도 지휘책임 안에서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면 형사책임도 물어야 한다.(서종표 위원)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김0기는 해당 사항은 차후에 보고하고, 특별수사단의 최종

결과에 포함 시킨다고 했지만, 이 사건으로 처벌받은 지휘관은 단 한명도 없었으며,

차명계좌가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들어갔는지에 대한 인사비리는 밝혀지지 않았다.

국방위에서는 물품조달 뿐 아니라 건설, 토목 비리에 대한 부분도 포함됐는지 지적했으나,

조사대상에서는 제외되었으며 수의계약 품목에 대한 조달체계 개선사항은 「계약업무

처리훈령」에 반영되었다.69)

<김영수 소령 인터뷰>

저는 장기간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저 혼자, 계룡대 납품비리사건 뿐 아니라, 토

목, 시설, 인사, 진급비리 등 군과 관련된 비리 먹이사슬과 관련자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그림을 보여주었다.

단지, 그 영역까지 건드리면 일이 너무 커지고, 가족을 비롯한 지인들이 다치게 될

위험이 있어서 간직만 하고 이를 당시에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동안 그와 관련된 것은 더 이상 묻지 않는 것이 선을 지키는 것이라 생각해서

더 이상의 질문은 하지 않았다.

 3. 후속조치 결과 (2009.12월∼2014.3월)

  1. 관련자 형사처벌70) 및 변상금 부과

국방부 조사본부 특별조사단에서는 총 31명을 사법처리 의뢰하였고(구속기소 7명.

70) 고등군사법원 2010.12.14. 선고 2010노106 판결, 대법원 2011.7.28. 선고 2011고17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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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기소 13명, 기소유예 11명) 및 직무상 비위가 확인된 개인과 기관에 대해 징

계의결 요구 16명, 기관경고 6개를 진행하였다. 또한 국가채권 시효(5년)가 완성되지

아니한 3억4천9백만원에 대해 변상처분을 요구하였다. 구속기소 된 해군 법무실장은

수사방해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선고받아 유죄판결을 받았고, 나머지는 집

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2. 내부고발자 보복 및 관련자 복직/재임용/명예퇴직

MBC PD수첩을 통해 비리사실이 알려진 바로 다음 날, 김소령은 해군대학 교

관자격을 박탈당했다. 자신의 특기인 보급과 군수의 전문성을 살리지 못하고, 여러 보직을

옮겨 다니면서, 해군본부 감찰실이나 국방부 감사관실, 국군복지단에서의 근무를 희망하는

의사를 알렸으나, 해당부서는 받을 수 없다고 요청을 거절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는

2010년 1월 국군체육부대로 발령을 받았다. 하지만 그 자리는 해군사관학교 1년 후배가 상

관으로 있는 직제에도 없는 자리였다.(박병진, 2011) 결국, 김소령은 2010년 10월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로정년을앞두고전역신청을 하였다.71) 전역 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남긴 그의 글

에서 조직 내 말할 수 엇는 많은 보복조치들이 행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2011, 장용진․

박성은․민지혜)

  < 김영수 소령의 글 >

“저도 그동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만 다른 방법이 없더군요, 제가 계속 군에 있

으면 저와 가까웠던 사람들이 너무 힘든 상황이 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들의 뜻대로

해주는 것이 그나마 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72)”

서기호 정의당 의원실이 입수한 2009년 계룡대근무지원단 납품비리 사건 징계처분

결과’를 보면,죄판결을 받은 해군 법무실장 김00 대령은 2014년 해군 내에서 징계기

록이 남지 않는 구두경고를 하는데 그쳤고, 국방부 검찰단이 징계 의뢰한 11명 가운

데 부사관 7명은 견책∼감봉 1월을 받은 반면, 장교 1명은 징계유예, 김실장 등 영

관급 장교 3명은 구두서면 경고만 받았다.

이에 73)김 00 법무실장은 인사검증을 받고 재임명되었고, 재판에서 대다수(뇌물, 특수직

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교사)가 무혐의로 결론 나고 일부(직권남용죄)만 벌금형을 받아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74)

71) 김영수 소령은 한 인터뷰에서 실제로 유무형의 보복조치들로 인해 전역을 결심했음을 밝히고 있다. “묵시적
으로 군을 떠나라는 거였죠, 불의를 끝까지 파헤친다는 열정 하나로 버텼는데, 내부고발 이후 동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 것을 보고는 더 이상 군에 남아 있질 못하겠더라구요(박병진, 2011)

72) 다음 까페 “우리시대 진정한 영웅 김영수 소령” 2010.10.17., http//cafe.daum.net/herokims(검색일:2011.6.10.)
73) 2011년 9월 고등군사법원에서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되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74) 한겨레 신문, 계룡대 군납비리 해임됐던 해군 법무실장 제자리에 中(20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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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내부고발자는 조직의 배신자로 낙인찍혀 조직을 떠났고, 조직의 비리를

비호하고 조장한 관련자 및 수사담당자들은 경미한 처벌 및 복직하였다.

김영수 소령의 내부고발이 성공한 내부고발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앞선 선행연구

에서 Dworkin과 Baucas(1998)의 기준에서 본다면 국방부가 제도개선 방안75)이 나

왔다는 점에서 성공한 내부고발이라고 볼 수 있으나, Apaza와 Chang(2011)의 기준

에 의해 적절한 법적 또는 제도적 장치로 인해 제보자가 보복행위를 겪지 않았는지

를 포함하면 성공한 내부고발로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김영수 소령의 내부고발은

후에도 2012년 군 영내매점(PX) 부당거래를 내부고발한 민00 대령 역시 군내부에서

배신자로 낙인찍혀 강제보직 전환, 개인비리가 있다는 소문, 국방부의 거듭된 징계

‘시도’ 등으로 지속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 또한 민00 대령은 내부비리 고발이 언론에

보도된 2012년 11월 국방부에 무보직으로 파견됐다.

75) 국방부 보도자료(2009.12.29.)에 의하면 이 내부고발 사건을 계기로 1)물품조달제도 및 절차개선, 2)계근단 인
력운영 및 비품획득관리체계 개선, 3)국방부 재산등록 의무자 확대 4)군수사기관 등의 자정능력 강화 5) 군 수
사업무의 투명성 제고 6) 법무인력 확보 및 인사관리체계 개선의 제도개선 및 절차개선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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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국방부 자체감사의 문제점

1. 자체감사 체계상 문제

군내 지휘권 보좌기능으로 감사가 이루어진다. 군대 비리는 대부분의 비리처럼

상층부까지 연계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정00 참모총장처럼 지휘관이 비리의 핵심

에 있을 수도 있다. 어느 조직이나 비리의 최고 상위층의 정점을 이룰 수 있으나,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군의 특수한 규율과 조직문화 때문에 자체감사가 지휘관의 보

좌적 기능을 가질 경우 군내 감사조직은 국방부 자체감사 체계상 보고와 지시, 통

제체계를 이루기보다는 각군 지시나 보고가 우선시 될 수 있다.

또한, 헌병대(내구감찰기구)를 자신의 비리에 대한 제보자를 색출하라는 지시를 내

리거나, 자신의 친인척이 헌병 관련 직위에 보직하는 사례도 있는 등 자체감사체계에

운용에 문제가 있을 때 외부에서 이를 통제하기 어렵다.

내부감사체계는 상급기관과 계층관계를 갖고 있으나, 이는 감사 업무계통이고 조

직의 비호나 지휘관을 위해 내부감사기관이 감사를 왜곡, 은폐할 경우 이에 대해서

국방부나 외부기관이 통제하기 어렵다.

다만, 국방부 장관이나 상급기관이 인지하여, 수사지시를 내리는 경우에만 이를

적극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데, 이도 내부감사조직의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결

국에는 핵심적 사항과 관련자들은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해당 사건의 혐의를 확인하고 자체

확인 조사를 지시하였음에도 해군은 이를 무혐의로 결론내었고, 형사처벌이 확정된 대

령 00에 대해서도 재임용, 관련자 명예퇴직 등의 처분을 함으로서, 국방부 특별조사단

조사결과와도 배치되는 행위가 존재했다.

즉, 상위기관 및 제대의 통제/지시는 2차적인 부분이 되어 각군 감사체계는 각군의

통제와 이해관계에 맞게 처분함으로 원처분 의도와는 다른방향의 후속조치가 이루어

졌다. 이러한 문제는 내부감사인이 전문성을 완비하더라도 결국 조직의 이해관계에

따라 감사결과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를 낳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국방부 검찰단에 보직된 인력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방해하고 해당군에 첩보를

주는 등의 행태를 보임으로써, 외부감사를 방해하고 내부인을 보호하려는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감사/수사기관 간 인사교류가 오히려 감사의 공정

성과 객관성을 저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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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고발지 보호제도 및 내부감사 운영상 문제점

내부감사체계는 감사계획-감사준비-감사실시(실지감사, 서면감사)-감사결과 보고-감

사결과 처분요구-감사관리시스템 등록-확인감사 76)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법에서 이루

어지는 내부감사의 일련의 과정이지만 실제로 이러한 법적시스템이 잘 작동되는지 살펴

보아야 한다. 실제로 군내의 고질적인 비리의 경우에는 이의 내부감사체계로 인해 적발

되도 이의 비리가 특정개인이 아니라 조직의 고질적이고 관행화된 비리의 경우에는 중

간보고에서 왜곡, 은폐된다.

김영수 소령이 근무했던 계근단은 국직부대이다. 국방부 직할부대의 사건의 경우에는

특정군의 감사체계 대상이 될뿐 아니라, 국방부 감사체계상 2차 대상기관(임의적 조사대

상)이며 내부고발이나 진정사건일 경우 감사하게 되어 있다.

국방부 자체감사에 관한 훈령으로 볼 때, 당연히 실지감사가 내려와야 하고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김영수 소령은 1차 상부보고, 헌병, 기무사, 감찰기관에 수차

례 보고했으나 묵살되었다. 그러나 김영수 소령과 인터뷰 중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 김영수 소령 인터뷰>

“군내 감사체계가 작동하지 않더라도 정식적인 상급자 보고, 감찰, 헌병 등 군내

감사/수사체계를 다 거친 것이 효과는 없었지만 이를 통해 수사기관이 직접적으로

비리대상과 연계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고, 자신과 달리 군내 수사기관을 우회해

서 익명으로 투서한 경우(2010년 상관 부대운영비 횡령 투서사건)에는 비리가 밝혀

져도 군내 법적절차를 밝지 않고 바로 익명으로 투서 또는 외부기관에 제보했기 때

문에 내부고발자가 징계를 받는 상황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77)”

군내에서 비리의 제보는 훈령이 개정되기 전에는 반드시 실명으로 하게 되어있기 때문이었다.

군처럼 폐쇄적이고 강한 조직문화를 가진 사회에서 실명으로 군내 비리를 제보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데에이를실명으로제기하라는것은현실적으로어려운일일것이다.

또한, 부패방지 및 내부공익신고 업무 훈령(국방부 훈령 제1950호)에 제26조(내부 부패신고자

우대 등)에 의하면 내부부패신고를 한 사람의 경우 희망부서 전부 등 인사상 우대 등의 조치를

건의하게되어있으나이에대한법적강제력은없다. 김영수 소령의경우본인이내부고발이후

에도 자신의 전공을 살릴 수 있는 부대(서)에 전보하길 원했으나 결국, 국군체육부대로 발령이

나는등의인사보복조치가있었는데이는내부고발인의보호라는취지와무색한규정이다.

76) 국방부 자체감사운영에 관한 훈령
77) 현재는 부패방비 및 내부공익신고 업무 훈령이 개정(2016.8.29.)되어 제8조 5항에 무기명으로 부패행위를 신고
할 수 있도록 익명신고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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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보호를 해야 한다(강행규정)와 할 수 있다(임의규정)은 엄청난 차이를 가

지고 있는데 국방부 훈령에서는 이를 적정하게 규정했다고 보기 힘들다. 위 훈령

제18조2(부패행위 징계처분자의 인사조치)를 보면 각급기관의 장은 부패행위가 확

인되어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전보 등 필요한 인사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규

정하고 있다.

현재 국방부 훈령(제1950호, 부패방지 및 내부공익신고 업무 훈령)에 의하면 계근단 납

품비리사건으로 내부고발한 김영수 수령은 인사상 희망부서에 배치하지 않고 보복조치

할 수 있고, 비리 및 수사방해로 인해 처벌받은 사람은 인사조치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본 훈령대로 현실은 내부고발자는 인사보복을 계기로 제대하였고 비리로 인한 징계대

상자는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않았다.

3. 내부감사 및 외부감사체계와의 관계

내부감사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외부감사기관이 내부비리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경우 내부감사기관이나 내부기관이 해당자료나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

외부감사의 효용이 없다. 계근단 납품비리사건에서도 해군 법무실에서 국방부 검찰

단 수사를 방해하고 적극적으로 은폐하더라도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었다.

따라서,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합동수사단을 구성하고 국방부 장관 보고 시, 검찰

단의 수사 미비가 해군검찰단 소속 수사관들의 수사방해를 원인으로 지목하여, 합

수단 구성에서 이를 배제할 수 있었다. 따라서 내부감사와 외부감사의 이해관계가 다를

경우(내부감사인은 내부비리와 조직의 은폐, 외부감사인은 비리나 부조리 발견)에는

내부감사와 외부감사체계 협력이 아닌 상충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또한 국방

부 입장에서도 군내비리가 빈번히 또는 조직적으로 발생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나 감사원의 감사대상이 되는 것은 국방부 전체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보다는 적정선에서 감사대상 및 처벌수위를 협상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육·해·공군 사이에도 타군의 비리구조나 관행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양태를

보이고 이를 감지하기 힘든데, 군이 아닌 민간인으로 구성된 외부감사가 오면 이에

비리관행을 밝히기 힘들기에 군납 비리에 있어서는 정보우위에 있는 군이 외부감사

기관에 대해서 보다 유리한 입지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의 유용성을 부정

하는 것이 아니다. 외부감사체계와 유리될 경우 내부감사체계는 더욱 통제하기 힘들

기 때문에 위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군내 내부감사체계를 적극적으로 외부감사 등 외

부통제체계와 연결시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노력도 없을 경우에 더욱 관행화된 비리가 더욱 고착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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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군내 감사인력의 특징 및 자질

군내 감사조직은 독립성, 전문성을 통해 군내 부조리와 비효율을 감시/통제하고 지휘

관을 보좌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군에서의 보좌는 지휘관의 결심과 반대되는

의견을 고집하거나 이해관계 상충 시 감사인(감찰관)으로서의 임무인지, 복종의무가 우선인

지에 대해 검토해봐야야 할 것이다.

군에는 78)병과제도가 있다. 병과는 임관 시부터 자신이 전문분야로서 병과를 선택하면 이에

대한 경력과 교육을 통해 진급을 하는 것이다. 일반 공무원인 경우에는 감사업무를 하다가 기

획업무, 인사업무 등 기타 다른 보직을 할 수 있다. 특히, 행정직렬의 경우에는 그 대상범위가

넓다보니 여러보직을 두루 거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병과제도는 그 분야에 보다 전문적인 인력을 배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존

재한다. 따라서 군내 감사인력은 일단은 다른 기관보다는 전문성을 획득하기 좋은

여건(교육-인사-보직연계)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군인이라는 신분으로 군대비리를 적극적으로 수사/감사할 수 없는 현실적 한계를 가

지고 있다. 해군 경리병과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비리에 법무/헌병병과와의

연계가 있었고 이는 군의 정점인 참모총장의 비리와 연계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면, 감찰조직내 우수 전문인력을 확보를 논한는 것이 무의미한 것이다. 군

내 감사인력의 자질향상 보다는 군내 감사조직의 건전성이 논해져야 한다.

위에서 논의한 것처럼 군내의 자체감사 체계는 군이라는 특수성에 기인하여, 일반 정

부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 기준 및 개선방안을 적용할 수 없는

점이 많다.

첫째, 외부감사기관과의 역할배분 및 협력도 어렵고 둘째, 국방부 자체감사 체계상의

보고 및 통제보다는 지휘관의 지휘방향과 결심에 의해 감사범위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으

며 셋째, 내부고발이 군대문화라는 경직되고 폐쇄적인 문화로 인해 실행이 어렵고, 넷째 감

사인력의 전문성보다는 독립성의 문제가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고질적인 군납비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군내 자체감사 체계를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 것일까?

78) 육·해·공군(兵種)은 각각 전투부대인 보병·포병·기갑·공병·통신의 전투병과와 이를 지원하는 화학·병기·수송·
병참·헌병·정훈의 진투지원 병과(兵科)가 있고, 기타 의무/법무 병과가 있다. 병과의 구분은 병과의 구분은 전
투능력의 특성 및 운용하는데 주안점을 두어 가장 효율적으로 발휘하도록 운용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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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국방부 자체감사 실효성 제고방안

제1절 지휘관에 대한 독립성 확보

   군에서의 지휘관은 인사/작전/군수/정보/헌병/감찰79) 등 수많은 참모부를 거느리고 이를

지시/통제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군내에서의 지휘관이 비리와 연계되는 경우

는 인사비리, 복지기금 사용비리, 전력개발 이권수수, 군납비리 자금 운용, 정보기밀

유출을 통한 뇌물수수 등으로 특징할 수 있다. 즉, 각 참모별로 인사(인사비리), 작전(전

력개발), 군수(군납비리)에 대한 최고의 수혜자가 될 수도 있고 최고의 통제자이면서 비리의

척결자가 될 수 있는 양날의 칼을 가질 수 있다.

이를 조정/통제하고자 갖는 권한이 헌병(수사), 감찰(감사,검열,직무감찰), 법무(징계)기능이며

이는지휘관이원한다면해당비리를 적극적으로 척결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외부감사

를 방어하고 내부비리를 은폐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현재까지 내부감사체계의

독립성을 자체조직 내 타부서에 대한 독립성에 관심을 기울였다면, 이제는 지휘관

으로부터 이 고유한 기능이 훼손받지 않도록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

는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특히, 이 사례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수사방해나 은폐의 조직이 헌병과 법무조직이었고 이

비리의 수혜자가 정00 참모총장이었다는 사실은 이 기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지휘관의 역

량에 의해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김영수 소령은 인터뷰 중 제대이후 권익위원회 국방조사관

으로 활동하면서 군내비리에 대한 제도적 개선점을 생각했다고 했다. 군의 작전권과 관련된 경

계수사는 군의 고유한 임무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각군에 있는 것이 맞으나, 일반수사, 즉 군

납비리나 전력개발 비리에 있어서는 상급기관이나 외부기관이 1차적으로 수사하는 것이 바랍

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군납이나 전력개발은 군의 이해관계와 가장 밀접한 예산과 자금이며 이는 현역 및 제대군

인의 이해관계와도 관련이 깊다.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비리나 뇌물 등 부조리가 있을

가능성이 크며 군에서 자체수사권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다. 그러나 군작전가 관련된 경계

수사 즉 작성상 부하의 항명이나, 명령불복종 등 군작전가 관계된 경계수사권은 각군에 있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헌병이나 감찰조직이 지휘관에 대한 절대적 독립성이 아닌 상대적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는 군 수뇌부가 비리와 연계되어 있을 경우에도 군내에서 감사체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
데도 그대로 군내부에 비리나 부조리가 남아 있을 가능성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79) 각군본부 직제, 헌병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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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교차 감사체계 및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보완

교차감사는 감사원법 규정에 있고 최근 그 활용사례가 확대되고 있다. 국세청에서 빈번하게

세무서간 교차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자체 단위에서는 최근 충청도 시군청이 교차감사 및

합동감사 협약 체결(2016.6.1.)을 하였다. 또한, 국회에서 교차감사 활성화를 위한 규정 추진을

하고 있다.

군내 교차감사 형태는 상급기관(국방부)나 외부감사기관의 참여에 의한 방법 도

있지만 육·해·공군간 교차감사 및 합동감사도 있을 수있다. 다만, 합동감사의 경우

이해관계가 있는 군의 참여가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외부기관이나 타군만

참여하는 방법이 바람직 할 수 있다.

육․해․공군 간 교차감사가 이루어진다면 국방부의 조정통제 역할이 중요하며,

외부감사기관(국가권익위원회 또는 감사원 등)의 참여한다면 이에 대한 외부기관간

협조가 중요할 것이다. 군대문화는 각군간 차이는 있지만 유사한 형태를 지니므로,

교차감사에는 기무사령부나 국방부 조사본부 소속인원을 참여시켜 감사결과를 다원

적으로 보고하고 이를 공유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즉, 타군에서 비리를 교차감사를 통해 인지하면, 이의 국방부나 외부기관의 보고가 있으면

해군에서 은폐하더라도 기무에서 상부기관에 보고하거나 권익위원회, 감사원 인력이 해당 기

관장에 직접보고를 통해 국방부에 해당사항을 이첩할 수도 있다. 즉, 다양한 보고라인를 통해

군내비리가 알려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 김영수 소령의 내부고발 사건도 이의 혐의의 1차 인

정은 국가청렴위(현 권익위)에서 이루어졌고, 해결의 실마리는 언론을 통해 대중에게 알려진

시점이며, 국방부 국정감사 과정에서 이의 적극적 해결을 촉구하여 국방부가 강력한 대안을 제

시하게 되었다.

외부기관(권익위원회 또는 감사원)의 장은 청와대, 국무조정실, 국회 등에 해당

내용을 직접 보고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 기관내의 문제가 공론화되고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국방부 내 감사기관이 장기적인 감사 및 수뇌

부와 연결된 감사일 경우 국방부 내 이해관계에 의해 감사과정이 왜곡, 은폐될 가

능성이 크므로 이는 필요적으로 외부기관과의 협조체계 또는 외부기관에 이첩하여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김영수 소령의 경우에는 결국, 해당 내부고발에 대

해서 가장 강력하게 비판했던 정00 참모총장이 비리의 주범으로 밝혀질 때까지 너

무 긴시간을 걸렸고, 이에 내부고발자의 피해가 장기간 지속 되었다. 내부고발자 보

호를 위해서는 조직의 유무형의 보복에 대한 방지 및 내부고발 이후에 보직이나 인

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인사관리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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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내부고발 보호제도는 내부고발자의 보직이나 인사상의 조치가 임의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의무적 조항으로 규정하고, 내부고발로 인한 사건으로 인한 기타

징계상 문제는 이를 참작하여 감경해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개인이 피해를

감수하면서 내부고발을 할 동기를 상실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는 감사기관이 감사를 방해하고 소극적인 감사를 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는 바,

이에 대해서도 일정기간이 도과하면 내부감사의 자동적 외부감사로 전환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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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외부감사 등 외부통제체제 연계 모색

얼마전 윤일병 구타사망사건을 계기로 민관군 혁신위원회가 출범하였다. 군내 가혹행위, 구

타에 대해 신고절차가 있었음에도 전혀 작동을 하지 않아 한 장병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경우 더 이상 군내에만 군인권을 맡겨놓아서는 안된다는 반성에서 외부전문가 일반인이 참여

하여 혁신안을 내놓았다. 그결과 군인권 침해에 관련해서 장병이 전화한통(1337번)으로 바로

지휘관에게 가혹행위가 있었음이 다이렉트로 보고가 되고 이에 조사관이 파견되는 방법은 실

제로 군내에서 구제가 늘었고 신고 장병이 부대이동 및 각종 구제방안을 찾을 수가 있게 되

었다.

부대내 부모님들의 정기적인 방문도 부대계획에 반영되고, 자신의 자식이 부대에 잘 적응하

고 있는지 직접 와서 볼 수 있다. 군납비리도 마찬가지로 더 이상 군의 자체 강구책 만으로는

개선되기 어렵다. 사실, 군납비리가 외부로 밝혀지는데도 오랜시일이 걸리지만 밝혀지는 않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감사이후에도 부조리가 계속되는 경우도 존재할 것이다.

최근 지자체에서는 구조화된 교육비리/건축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서 민간감사관제도를 도입

했다.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여 비리를 척결하고자 도입한 것이다. 군대는 보안과 비밀이 많기

때문에 이를 전면적으로도입하기는어렵다. 그러나앞에서발생한 3건의내부고발사건모두군사보

안이나 비밀과 전혀 무관한 납품(일반가구류, PX 냉동식품류)이나 지휘관 부대운영비 등에서

발생했다.

즉, 군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일반행정 부분을 과감하게 공개하고외부기관 또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게 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군에서 이루어지는 토목/건축공사의 경우 제3

의 시공이나 감리회사가 감찰관으로 참석하거나 군에서 먹는 식자재 류는 군에 자식을 보낸

부모가 참여하여 해당 물품 납품과정 및 검수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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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 론

군을 비롯한 모든 조직은 이해관계가 얽힌 복잡하게 얽혀있으며, 법적인 목표(표면적 목표)

와 다른 내부적 목표(실질적 목표)가 존재한다. 공무원은 표면적으로는 국민에 대한 봉사가

사명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개인의 승진과 이익을 위해 기회주의적 행동을 할 수 있고 조직

도 마찬가지다.

내부감사체계는 이러한 기회주의적 조직의 목표를 통제하고 기관의 목표와 기능을 수행하게

설계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이에 대한 뚜렷한 연구성과가 없었다. 즉 내부감사체계가 표면

적인 목표를 위해 내부감사기관이 잘동할 것이라는 강한 전제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해왔다.

기관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위한 연구는 있었으나 기관장이 이러한 감사기관을 이용해서

외부감사를 어떻게 방어하고 왜곡하는지에 대한 사례나 연구는 부족했다. 그러나 계근단 납품

비리 사건에서 보듯이 내부감사체계는 오히려 비리를 은폐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수단이 되었

으며 이를 지휘관은 권한을 적극 이용했다.

이제는 내부감사체계가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와 같은 방안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군내 조직문화를 건전화해야 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 조직의 충성은

조직이 건전하지 못한 경우 건전하지 못한 조직에 충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마련이다.

특히, 군은 다른 어떤 조직보다 지휘관과 조직에 충성을 강조하기에 더욱 그렇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내부감사체계의 정상화라고 본다.

내부감사체계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첫째, 내부감사체계가 조직으로부터의 독립성 뿐만 아니

라 지휘관으로부터의 독립도 중요하다. 현재까지 군납비리가 말단에서 시작해서 말단으로 끝

나는 비리보다 비리의 사슬이 상층부까지 이어지는 관행화되고 구조화된 비리가 많았다.

특히, 비리는 납품, 공사, 토목, 인사 등 각 분야별로 연계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지휘관을 포

함 고위직이 수혜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중간으로 끝나는 비리는 척결하기 쉽지만 최

고위층 비리는 자신의 비리를 자신이 척결해야 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외부로 들어나기 어

렵다. 따라서 내부감사체계가 지휘관으로부터 상대적 독립성을 띠고 외부감사체계나 상급기관

감사체계와 더욱 업무적 협력 및 통제관계를 가질필요가있다. 지휘관으로부터의독립성은 감

사결과에 대해 지휘관의 의도와 방향대로 임의적 처리를 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 외에 비리주체

가될수있는지휘관을어떻게통제하느냐에관심을기울여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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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교차감사 및 내구감사 기한의 설정이 필요하다. 각 군간 교차감사는 각군 총장의 비

리나 해당군의 고질적이고 관행화된 부패를 타군이나 기무/국방부 조사본부 소속 감찰관 등

을 통헤 장관에게 직접보고를 가능하게 할 수 있어 중간에 자군을 위한 보고의 은폐나 방해

를 상당부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감사원이나 권익위원회처럼 국방부 외 외부기관의

교차감사는 보고라인을 다원화하여 광범위하고 수뇌부까지 연결된 부패와 비리문제에 대한 공

론화와 해결이 가능하리라 본다.

또한, 내부감사기관이 해당 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외부감사권이 발동하지 못하도록 방해하

거나 소극적 감사로 지지부진하게 할 경우 일정한 요건(감사대상, 기간도과)하에 외부감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군내 보안과 비밀 등과 관련없는 일반물목의 납품 등의 경우에는 외부통제가 가능하도

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군납계약 및 입찰에 외부기관 및 민간전문가 참여 및 모니터링 외

에도 해당정보의 적극적인 공개80)를 통해 내부감사 체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군에서 발생한 내부고발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과 이에 대한 감사체계 상의

문제점을 내부고발자 인터뷰 등을 통해서 연구하므로써, 군에서 실제 감사와 수사과정 진행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조직적 역학관계에 의해서 내부감사가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현실성있는

자료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하지만, 다수의 사례나 내부감사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보다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연구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향후 군내 군납비리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80) 정보공개에 관한 훈령에 의해 현재 군내 모든 지휘관은 업무추진비를 매달 20일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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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소령(내부고발자) 인터뷰

< 인터뷰 질문지 >

1. 내부감사 과정해서 밝혀지지 않았던 비리가 외부감사와 언론을 통해 밝혀졌는데

어떤요인이 내부감사가 작동하지 않게 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2. 내부고발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조직을 떠나셨는지요?

3. 내부고발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었던 동기가 있었나요?

4. 군내 내부감사의 개선점과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6. 군내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를 어떻게 개선방안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요?

그 외 질문과 답변 중에 인터뷰 대상자의 자유진술을 토대로 논문을 정리했다



- 65 -

                    ABSTRACT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Internal Audit Case Study
- The Gyeruong Service & Support Group Corrution Scandal-

                              Seo Won Hee

Gratuated school of Public Admin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Advisor Professer : Kim Byong Seop

Interner audits check and criticize the government and the role of

an independent audit unit within a greater organization, allowing the

organization to self-correct and operate reasonably.

However, the effectivess and objectiveness of the internal audits

depend not only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organization, but also

the leadership and personality of the commanding officer of the

internal audit unit.

Armed Forces is special group in its mission/principal/members/judiciary.

The purpose of armed forces is to fight the enemy in war.

In peace, the armed forces is to ready itself for war and existence

itself is to deter potential attacks.

So, the Crime(corruption, human right abuses'etc) is very unique

compared to other government organizations. And armed forces is

very shutdown to civilian, Which has caused weak external control.

When crime occurs in the armed forces, The armed forces have to

eradicate the crime by internal audit system, judicatur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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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the Defence Industry Corrption Joint Investigation Group

is composed of By external government organizations. And a large

amount inditements were executed. This is the effect of internal

audit system malfunctioned. In the short term, Defence Industry

Corrption Joint Investigation Group is efficient, But this Defence

Industry Corrption Joint Investigation Group is transitory

organization, In the long term, internal audit system should be

improved and operated properly.

Accordingly, in order to provide measures to eradicate defence

industry crimes especially illegal contracts, this study will analize

the case of illegal contract in Geryoung service&support

group(support supplise to the army, Navy, AirForce Headquarters in

Gyeruong munnicipality) the eyes of a whistle blower, ex-naval

officer Kim young su as shown below

First, iIlegal contract is analyzed the reason, process, methods and

internal audit traces the process, real operation compare to law

procedures. To obtain object imformation, The case is chosen

reported by mass media by internal whistle-blower in the armed

forces.

Second, the whistle-blower, ex-naval officer Kim young su is

questioned, Why doesn't the system work and What are the

alternatives to improve the internal audit system.

According to the data and interviews, the study shows the

problem of the internal audit system be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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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internal audit in armed forces is staff organization to act as

adviser to commander, but is connected with external audit system

and the higher level commander. So internal audit organization tend

to operated for itself organization interests rather than outside or

upper organization's directions.

So, the crime occures, its punishment is affected commader's

punishment intention. If the crime has a relation to the commander

or convention in the armed forces, the armed forces will cover up

the crime.

Second, the armed forces have a very exclusive organization

culture, which makes a hard to blow the whistle. If anyone blew a

whistle, the whistle blower is not protected by organization and

revenged by colleauges and superiors.

Third, internal audit staff is more protect the organization than

reveal the truth and punish the crimes. Especially, the armed forces

treat the many military security and confidence which can base

covering the fact. It makes it hard for external auditor to approach

truth.

Forth, though the internal audit outcome is objective and credible,

the outcome is distorted and concealed by the persons concerned

crime in armed forces. Especeally, commander or major charac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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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ugh these resulsts, I suggest internal audit system improvement

plans.

First, Internal audit system in armed forces can be divided into

two parts. One is general investigation, the other is guard

investigation. The fomer is relation to monitor general crime like

corruption, bribe scandle' etc, the latter is relation to military

operations, so the fomer should be monitored strongly by external

audit, and regulationed the upper armed forces. the latter should be

improved to operate properly.

Second, the illegal case connected the leading member of armed

forces or strong ripple effects case should be limited the time of

investigation. And transport the upper and outside organizations.

Especially scandal of commander or when the suspect is connected

with internal auditor directly transport the civillian court and

supreme court. Which is helpful to protect the whistle blower and

avert to conclude itself in armed forces.

Third, corrption in armed forces should be monitored in civil

auditor together with external auditor. A few years ago, The

ministration national defence composed civil-goverment-forces

military culture reform committee taking Mr. Yun a private first

class who was tortured death. This is chance for reforming army

culture and system for human rights. The reform committee

composed of both inside and outside people. Which will be more

transparent and objective reform.

Likewise, chronic corruption in armed forces will be eradicated by

armed forces and civil. If the proper measures of military security

is aheaded, a joint audit with civil is more efficient than transitory

external audi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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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shows the problem of the internal audit system in

armed forces and suggests a solution to improve internal audit,

through specific case. But many follow up research should be

conducted to eradicate corruption in armed forces.

Especilly, internal and external audit connection and civil-forces

co-audit research should be conducted by others. I expect this

study to show the reality of internal audit in armed forces and to

use fundamental study internal audit in armed fo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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