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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지난 수 년 간 재외공관에서 회계사고, 성비위, 업무 미숙 등
각종 물의가 발생하여 외교 업무의 신뢰도에 타격을 주고 있다.
이에 외교부는 장관이 직접 강력 대응을 천명하고 자체감사 인력
을 확충하는 한편 재외공관장들에게 복무기강 지침을 하달하는 등
기강 확보에 노력해 왔으나, 올해에도 주일본․주독일 등 주요 공
관에서 성추행, 공관장의 갑질 및 대형 횡령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등 기강확립 노력이 무색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재외공관에서 각종 비위 사건들이 빈발하는 원인
이 내부통제의 미흡함에 있을 것이라는 문제의식 하에, 특히 재외
공관의 내부통제 체계 중 어느 부분의 문제로 인하여 다른 국가기
관에서는 거의 사라진 회계부정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가에
초점을 두고 이를 실제 사례를 분석하여 살펴봄으로써, 향후 외교
부가 재외공관의 문제에 대하여 내부통제 개선 등 보다 체계적인
대응을 하는 데 있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매년 실시․공개되어 온 감사원의 재외공관 감사
결과 10년 치를 수집, 이 중에서 사건 발생기관의 특성과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대사관, 총영사관, 재외한국교육원, 재외한국문화원
각 1건씩 회계부정 사례 4건을 전략적으로 선정하고, 세계최고감
사기구인 INTOSAI가 공공부문 내부통제의 지침으로 제시하고 있
는 내부통제 프레임워크에 기초하여 분석틀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선정한 사례들을 분석틀의 분석변수에 따라 해석적 방법으로 분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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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 4개의 사례 각각은 5가지 내부통제 구성요소 중 어
느 하나가 아니라 모두에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다만 그 구체적
인 양상에 있어 대사관 및 총영사관의 사례와 재외한국교육원 및
재외한국문화원의 사례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였다. 재외한국교육
원 및 재외한국문화원의 경우 원장이 사업추진 계획부터 사업비
집행, 지출까지 모두 처리하는 1인 기관으로 직원 간 상호 견제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외교부와 소관 주무부처 간의 권한과 책임이
불분명하여 위 기관들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구조적인 문
제가 있었다. 또한 회계처리를 함에 있어 전산시스템이 잘 활용되
지 않고 있어 관리자들이 적절한 감독을 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
반면 대사관과 총영사관의 경우 관리 체계는 형식적으로 갖추
어져 있으나, 회계업무 담당자들이 소관 업무를 행정직원에게 일
임하고 관리를 소홀히 하고, 결재권자들도 기록관리․증빙 확인
등 기본적 업무 처리에 대해 철저히 감독하지 않는 상황이었다.
또한 회계업무 처리 결과는 주기적으로 외교부본부에 보고되는데,
본부에서도 해당 보고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및 그 내용이 적정한
지에 대한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었다.
한편, 모든 사례에서 나타난 공통적인 원인은 현금 사용에 있
었는데, 타 국가기관과 달리 재외공관은 지역적 특수성 등을 이유
로 들면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데도 현금을 인출하여 보관․집행
하고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환차액 편취나 유용․사적 사용 등 각
종 부정행위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런데도 외교부본부에서는 현금
사용 통제를 각 공관장에게 맡겨두고 이에 대한 관리를 하지 않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재외공관의 내부통제 체계에는 구조적 불합리․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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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된 인력 구조․무책임한 조직문화 등 전반적인 문제가 있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그간 재외공관에서 발생해 온 회계부정 사건은
단순히 행위자의 부도덕성의 문제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부실한 통제체계가 잠재적 행위자에게 사건 발생의 기회와 유혹을
제공하여 왔기에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외교부가 회계부정 사건
을 비롯하여 재외공관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문제들을 보다 근
본적으로 근절하고자 한다면 현재의 내부통제 체계를 진단하여 개
선해야 할 필요가 높다고 보여진다. 그 경우 본 연구 결과가 작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며, 본 연구의 의의는 여기에 있다.

주요어 : 공공부문 내부통제, 회계부정, 재외공관, 외교부, INTOSAI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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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제1절

서 론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최근 수년 간 재외공관의 기강 해이 및 비위 사건이 지속적으로 언
론 등에 문제로 제기되면서 국민들의 외교 업무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
고 있다. 2016년에는 칠레 주재 외교관의 미성년자 성폭행, 2017년에는
에티오피아 주재 외교관의 행정직원 성폭행 범죄가 드러나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작년에는 이스탄불 총영사관에서 외교관은 공금을 횡령
하고 공관장은 행정직원에게 개인용무를 지시하는 등 갑질을 일삼다가
적발되어 검찰에 기소되었다. 또한 2016년 멕시코에서 우리나라 여성이
인신매매 범죄자로 오인되어 구금을 당한 사건, 2017년 우리나라 관광객
이 대만 여행 중 성폭행 피해를 입은 사건 등 재외국민의 안전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영사콜센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업무 대응이 미
숙하여 국민들의 공분과 실망을 사기도 하였다.
이에 외교부에서는 재외공관 근무기강 해이의 심각성을 인정, 지난
수 년 간 자체감사 인력을 확충하고 전체 재외공관장에게 복무기강 지침
을 하달하고 직원 교육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강 확보에 노
력하고 있다.
그러나 2019년 현재 전 세계 재외공관의 수는 총 183개로 이 중에는
소규모 공관도 다수 있어 2개 과에 불과한 외교부 자체감사 인력이 다
접근하기 어려워 다수가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고, 이로
인하여 위와 같은 외교부의 대응에도 불구하고 올해에만도 주베트남 대
사와 주말레이사 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및 갑질 논란1), 주일본총영사
의 여직원 성추행2)에 이어 주독일대사관과 주미국대사관 직원의 횡령사
1) “‘갑질’ 특임대사 귀임 조치, 베트남 이어 말레이시아까지”(2019. 5. 7.),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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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3)이 발생하는 등 각종 비위가 재외공관에서 끊이지 않고 있는 바, 현
재 재외공관은 기강 확립 선언이나 교육 강화 등으로는 개선되기 힘든,
보다 체계적이고 전면적인 쇄신․관리가 요구되는 상태이다.
한편, 1960년대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민간기업의 회계 비위사건으
로 비롯되는 경영상의 위기(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개발․
활용되어 왔던 내부통제4) 기술이 신공공관리론의 영향으로 2000년대 이
후 공공부문에서도 그 중요성과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의 경우 공공부문의 내부통제의 도입은 초기 단계로서 회계 부문에 한정
되어 있으며, 미국 및 유럽 각국에서는 회계 부문은 물론 일반 공공행정
업무 전반에까지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발전시켜 가는 상황이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문제 및 상황 인식에 기초하여 재외공관에서
각종 비위 사건들이 빈발하는 원인이 내부통제의 미흡함에 있을 것이라
는 문제의식 하에, 재외공관의 비위 사건들을 수집․분석하여 사건을 유
발하거나 방지하지 못한 구조적 원인 즉 내부통제 체계상의 취약점이 무
엇인지를 밝혀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 간 재외공관 사건들은 발생 시마다 언론에 자극적․단편적으로
공개되고 비난이나 처벌․단속의 대상이 되어 왔을 뿐 체계적인 분석의
대상이 된 적은 거의 없었다. 본 연구를 통해 비위를 유발하거나 유도한
구조적 원인을 밝혀낸다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체계적․예방적인 대응책
의 마련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간헐적인 감사를 통해 드러난 사건만 처벌
하는 방식에 비하여 동일한 문제의 재발을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2) “한․일 외교위기인데... 일 주재 총영사 성추행 의혹”(2019. 7. 28.), 세계일보
3) “독일 주재 대사관 직원, 수억원대 횡령 혐의”(2019. 9. 6.), 한겨례, YTN 등
다수, “주미대사관 직원 횡령 적발”(2019. 11. 3.), 미주중앙일보
4) 조직의 구조나 활동이 조직 목표 달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제어하는 기능을
조직 내부에서 구조적으로 수행하는 것. 보다 상세한 설명은 제2장에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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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실제 발생한 사례들에 대한 해석적 연구방법을 사용함으
로써 각 사례들의 구체적인 양상을 분석․제시하고자 하며, 이를 통하여
재외공관의 업무처리 체계 개선, 외교부 본부의 재외공관 관리․감독의
효과성 제고 등 관련 업무 수행에 있어 실질적으로 활용가능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 절차 및 대상

1. 연구 절차
본 연구는 [그림 1-1]과 같이 공공부문 내부통제에 대한 이론적 논
의 및 선행연구 검토 후, 공인된 내부통제 구축 기준에 근거한 분석틀을
제시하고, 재외공관의 내부통제 실패 사례를 선정한 후, 이를 분석틀에
비추어 심층 분석함으로써 재외공관 특유의 내부통제 취약점을 찾아내는
순서로 진행할 것이다.
[그림 1-1] 연구흐름도
내부통제 일반 이론 및 공공부문 내부통제 제도 검토

관련 선행연구 검토

연구대상의 전반적 특성 검토 및 분석 대상 사례 선정

내부통제 이론에 기반하여 사례 분석을 위한 분석틀 설정

점검 틀을 사례에 적용 분석, 사례별 내부통제 취약점 도출

사례별 분석 결과 비교․종합을 통한 결론 및 시사점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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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대상 및 범위
재외공관의 부정부패 등 비위와 관련된 정보들은 해당 기관 내부에
서 관리될 뿐 일반 국민들이 접근할 수 없어 분석 대상 사건들을 수집하
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마침 감사원에서는 매년 재외공관 수십
곳을 선정하여 감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정리하여 감사원 홈페이지5)
에 공개하고 있는데, 이를 활용하면 이미 공개된 자료이므로 개인정보
침해 등의 우려 없이 비위 사건의 양상을 비교적 상세하게 살펴보는 것
이 가능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위 감사결과보고서에 수록된 사건들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되, 해당 사건들은 수도 많고 그 내용도 재외공관 업무 전반
에 걸쳐 다양한 반면 심층적으로 다룰 수 있는 사례의 수에는 한계가 있
으므로, 보다 일관된 연구 진행을 위하여 연구 범위를 회계부정6) 사건으
로 제한한다7).
한편, 연구 대상이 되는 감사결과보고서의 시간적 범위를 최근 10년 간
으로 넓게 설정하여 회계부정 사건들의 시간에 따른 양상 변화 또는 반복
발생 등 여러 가지 상황이 연구 대상에 포함되도록 고려하였다.

5) http://www.bai.go.kr
6) 회계부정의 개념에 대해서는 제2장에서 설명
7) 회계업무 외에 인사운영, 영사업무 등 다른 유형의 사건들을 연구대상으로
할 수도 있겠으나 내부통제 이론은 애초에 회계통제에서 시작된 것이고, 국가기
관의 회계부정 사례를 내부통제 이론으로 분석하는 선행연구도 없는 상황이므
로 본 연구에서는 다른 유형에 앞서 회계부정 사건을 연구 범위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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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제1절

이론적 배경

내부통제의 개념

통제(control)란 조직관리의 측면에서 각 개인이 조직 목표를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시도하는 일련의 조직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Flamholitz 등, 1985), 내부통제란 위와 같은 통제의 권
한과 활동을 조직 내부에서 구조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절
에서는 공공부문의 내부통제를 논하기에 앞서 그 근간이 되는 행정개혁
흐름 속에서의 행정통제 및 내부통제의 발전 과정을 짚어보고, 이어 본
연구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내부통제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행정개혁의 흐름과 내부통제
행정국가는 정책적 목표 달성, 조직 관리, 부패방지 등을 실현하기
위한 관리 활동을 수행하는데, 이를 가능케 하는 제도적 장치를 행정통
제라 한다. 과거에는 국가의 행정 권력이 입법부에 의해 충분히 통제가
가능하였던 데 비하여 현대 행정국가에서는 행정부의 권한과 전문성이
강화되고 재량권이 증대되었으며, 이에 행정권의 남용가능성이 높아지면
서 행정책임의 확보 및 행정통제의 필요성이 중시되게 되었다(윤은기,
2007).
행정통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행정개혁의 흐름과 함께 대두되었다.
미국은 19세기 중반 이후 40여 년에 걸친 고도성장의 결과 도시의 급속
한 성장, 공공사업의 폭증, 치안과 질서유지 수요의 급격한 증가 등으로
인하여 행정업무가 엄청나게 팽창하였는데, 반면 행정의 수준은 형편없
어 무능과 부패가 극심한 상황이었다. 이에 19세기 말 경부터 실적주의,
정치행정분리론 등 진보주의적 행정개혁 운동이 시작되었으며, 20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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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Taylor의 과학적 관리론에 힘입어 이후 20세기 전반기까지 행정의
전문성․능률성․책임성을 강조한 행정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8).
한편, 민간에서는 19세기 후반부터 미국 내 산업성장과 함께 회계기
록이 회계기준에 비해 적정하게 표시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감사
(auditing)의 일환으로 내부통제 개념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1920
년대 말, 세계 경제대공황으로 인해 자본시장이 붕괴됨에 따라 기업의
회계 및 경영활동에 대한 규제를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기업경영에 대한
내부통제 개념이 본격화되었고, 1949년 미국회계사협회(AIA)는 내부통제
개념을 회계통제에서 비회계적 업무통제까지 포함하는 관리통제로 확장
시켰다(박정수, 2006).
이러한 흐름 속에서 공공 부문에도 1950년대에 이미 회계감사법
(Accounting and Auditing Act)에 기관장에게 내부통제 제도 구축 운영
을 권고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등 내부통제가 일찌감치 도입되었으며, 또
한 1960년대 급작스럽게 추진하였던 수많은 복지사업의 실패 등으로 사
회 전체에 정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게 됨으로써 1978년에 직무감찰법
이 제정되어 기관별로 내부감찰 부서를 두도록 하는 등 예산 낭비와 회
계부정을 방지하고 행정에 대한 통제와 감시를 강화하는 방향의 개혁이
힘을 얻게 되었다9).
1980년대에 접어들자 위와 같은 행정통제 강화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지나친 복지사업으로 증가된 재정 적자에 대한 반작용으로
정부 기능을 축소하고 민간에 이양할 것을 강조하는 작은 정부이론에 대
한 지지가 급등하면서 이를 표방한 신공공관리론이 대두되었는데, 이는
이후 미국을 포함 전세계적인 행정개혁의 흐름이 되었다.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의 핵심은 정부의 기능과 규

8) 정정길, 2007, 「행정학의 새로운 이해」: 405-406
9) 정정길, 2007, 「행정학의 새로운 이해」: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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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를 줄여 가능한 한 민간에게 이양하고, 꼭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이라면
민간의 경영방식을 도입하라는 것으로, 민영화와 경쟁원리를 표방하는
시장주의와 행정재량권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관리주의의 결합으로 요약
될 수 있다. 여기서 관리주의란, 경쟁원리를 도입할 수 없는 행정서비스
에 대하여는 일선 관리자들의 자율성을 강화하여 기업가적인 관리를 하
도록 함으로써 능률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 그간 민간에서 꾸준히 발전되어 오던 내부통제 이
론은 민간의 경영방식 도입의 일환으로 미국에서 더욱 발전하였음은 물
론 영국, 프랑스 등 미국 외 국가에서도 공공부문에 도입되었다10).
공공부문에의 내부통제 시스템의 도입 및 강조는 관리자들의 자율성
을 늘리려는 신공공관리론적 개혁 방향과 일견 모순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커진 재량권을 뒷받침하기 위한 내부관리 혁신의 필
요성이 대두되는 한편 예산 적자를 줄이기 위한 위험 관리의 필요성이
더 크게 작용한 결과이다11). 공공 관리자들에게 더 큰 재량권을 부여하
는 국가일수록 내부통제 제도의 적정한 기능 수행과 목표 달성 과정에
대한 기록과 보고가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었던 것이다(European
Commission, 2012, 박희정 등(2013)에서 재인용).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2000년대 이후 ‘공공부문 내부통제(Public
Internal Contro)’의 중요성은 점차 강조되고 있으며, 15년여의 발전 과정
끝에 오늘날에는 여러 선진 국가에서 거버넌스의 핵심 부분으로 자리하
게 되었다12).

10) 공공부문 내부통제는 프랑스에서는 1970년대, 영국과 네덜란드에서는 1980
년대에 도입되었음(European Commission, 2012, Analysis overview)
11) 미국 Grace 위원회(1984)에서는 정부 운영에 민간기업의 경영방식을 도입해
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도 예산 낭비 제거를 위한 직무감찰 강화를 강조함. 정
정길, 2007, 「행정학의 새로운 이해」: 418
12) 현재 공공부문 내부통제는 영미권 및 다수의 유럽 국가(28개국)에서 거버넌
스의 핵심 부분을 형성(European Commission, 2012, Analysis 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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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부문 내부통제의 개념
내부통제에 대한 개념은 학자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Tannenbaum은 내부통제를 “조직 내부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
는 다양한 상호관계들의 총합, 즉 권력에 기반을 둔 영향력”으로 이해하
는 반면, Weber 등의 조직사회학자는 내부통제를 “위계적인 권위를 통
해 나타나는 모니터링 활동이나 일종의 규칙” 등으로 해석한다(Ouchi &
Maguire, 1975; 신민철 등(2013)에서 재인용).
그렇다면, ‘공공부문 내부통제(Public Internal control)’란 무엇을 의
미하는가? 내부통제 개념을 행정 운영에 이미 도입하고 있는 국가들을
살펴보면, 의미가 대체로 두 가지로 나누어짐을 알 수 있다.
룩셈부르크, 스페인 등의 일부 국가에서는 공공부문 내부통제를 공
공 행정에 대한 전체적인 통제시스템으로서 공공 자금을 통제하는데 관
련되는

모든

기관들의

총합으로

보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내부

(internal)”란 외부통제, 예를 들면 최고감사기구 또는 의회에 의해 수행
되는 통제에 대한 반대말로서 “행정부 내부”를 의미한다13). 우리나라의
여러 행정통제 관련 논문이나 행정학 이론서 등14)에서 주로 취하고 있
는 관점, 즉 행정통제를 그 수행 주체와 영향력 행사 방향에 따라 외부
통제(external control)와 내부통제(internal control)로 구분하고. 외부통
제란 통제 대상인 행정부 외부의 사람이나 기관15)에 의한 통제로, 내부
통제는 행정부16)가 자체적으로 행하는 통제로 보는 관점이 바로 이러한
관점이다.
반면 미국과 영국을 비롯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 등은 공공부문
13) European Commission, 2012, Analysis overview
14) 이승종(2000), 정우일(2004) 등
15) 입법부, 사법부, 시민단체, 옴부즈만, 언론, 정당, 시민단체 등
16) 청와대, 국무총리실, 감사원, 부처별 감사부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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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체계를 모든 공공 조직의 관리자들이 자신들의 필수적인 관리
프로세스를 수립, 유지 및 모니터링하게 하는 것으로 이해한다17). 여기
서 내부통제 체계는 각 행정기관별로 추구하는 목표와 사명을 합리적으
로 보장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도록 설계된다. 이 목표들이란 윤리적․경
제적․효율적․효과적인 활동을 통한 질서정연한 집행, 행정책임의 완수,
법률과 규정의 준수, 자원의 손실․남용․망실의 방지이다. 이런 내부통
제 체계는 각 기관의 공공 관리자들에게 통제 권한을 분권화하는 한편
행정 책임을 더 크게 부여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할 내부통제의 개념은 후자로, 이는 제2절에서 소
개할, 국제적으로 합의․통용되는 COSO18) 및 INTOSAI19)의 내부통제
개념과 맥락을 같이 한다.

제2절

회계부정의 개념 및 관련 이론

내부통제의 시작은 조직 내부의 관점에서 조직의 자산을 보전하고
재무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검토하는 회계통제(accounting control)에
서 비롯된 것이었다(이용수, 2005). 또한 본 연구는 재외공관의 내부통제
실패사례 중 회계부정 사례를 다루고자 한다. 따라서 내부통제 기준을
소개하고 사례를 분석하기에 앞서, 우선 회계부정의 개념 및 관련 이론
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17) European Commission, 2012, Analysis overview
18) The Committee of Sponsoring Organizations of Treadway Commission;
미국회계학회(AAA), 미국공인회계사회(AICPA), 국제내부감사인협회(IIA), 재무
이사회(FEI), 관리회계사회(IMA)의 5개 기관이 기업의 관리시스템 및 제반 환
경 연구를 위해 1985년 공동 설립한 비영리 전문기구. https://www.coso.org
19)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upreme Audit Institutions; 전세계 각국의 최고감사
기구들의 대표들이 모여 감사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1953년 창립된 국
제기구. http://www.intosa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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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계부정의 개념과 유형
회계부정(fraud)에 대하여 세계최고감사기구(INTOSAI)는 ‘불공정하
거나 불법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 공적 자금이나 지위를 의도적으로 남용
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국제내부감사인협회(IIA)20)에서는 ‘기만,
은폐, 신뢰 위반을 특징으로 하는 불법적 행위’로 정의하고 있으며, 국제
회계사연맹(IFAC)21)의 국제감사기준(ISA240)에서는 이를 ‘불공정한 또
는 불법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 관리 책임이 있는 개인 또는 다수가 기만
의 방법을 사용하여 저지르는 의도적인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이를 종
합하면 회계부정이란 금전이나 재산상의 이득과 관련되고 지위 남용․기
만 등의 행위 특성을 보이는 불법적인 행위를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
회계부정은 그 유형이 다양한데, 이와 관련 IIA는 회계부정의 행위
유형을 [표 2-1]과 같이 13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이들은 자산의 절도나
공금의 횡령․착복 등 개인적 차원의 부정행위와 주가의 유지․상승이나
거액의 보너스 수령 등 재정적 이득을 위하여 재무제표를 조작하는 분식
회계22)로 대표되는 조직적 차원의 부정행위로 구별되며, 기관의 생리상
공공부문에서 나타나는 회계부정 행위는 대부분 개인이 저지르는 행위에
해당된다. 한편, 회계장부상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부패(권력남용)나 뇌물
수수도 IIA에 따르면 회계부정의 유형에 포함된다.
본 연구는 재외공관이라는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할 것이므로 재무
제표 부정과 이에 수반되는 정보 왜곡, 탈세 등 민간기업 특유의 행위는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다. 앞으로 사례분석에서 논의될 ‘회계부정’
의 개념과 범위는 이와 같은 의미이다.

20) The Institute of Internal Auditors, https://global.theiia.org
21) International Federation of Accountants, https://www.iaasb.org
22) 2001년 발생한 Enron 사태가 대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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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회계부정의 행위 유형23)
연번

유형

행위 특징

1

횡령
Asset misappropriation

자신의 관리 하에 있는 금전 또는 다른 자산을
훔치는 것. 기록을 변조하여 숨길 가능성 있음

2

스키밍
Skimming

수령한 현금을 장부에 기록하기 전에 훔치는 것

3

지출 부정
Disbursement fraud

허위의 상품 혹은 서비스 명목으로 금액을
지불하거나 과다로 지급하는 것으로 서류를
꾸미고 해당 금액을 착복하는 것

4

비용상환 부정
Expense reimbursement fraud

직원이 출장비, 식대 등에 대해 본인이 실제
사용한 금액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고하여 상환받는 것

5

급여지급 부정
Payroll fraud

업무하지 않은 시간 비용 청구 또는 가공의
직원에 대한 급여 청구 등 급여 부풀리기

6

재무제표 부정
Financial statement fraud

재무제표 허위 작성. 흔히 자산이나 수입을
부풀리거나 부채나 비용을 축소

7

정보 왜곡
information misrepresentation

기관 외부에 성과 등에 대해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재무제표 부정에 수반됨

8

부패
Corruption

사적 이익을 위해 부여된 권력을 남용하는 것.
회계 기록을 거의 남기지 않으며 외부의 제보나
불만을 통해 발견됨. 지출담당 직원은 위험 높음

9

뇌물수수
Bribery

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해 어떤 가치있는 것을
제안하거나 주고 받는 것. 구매담당자와 같은
중요한 직위에 있는 직원에게 제공됨

10

이해 충돌
Conflict of Interest

어떤 거래를 함에 있어 직원․간부 등과 조직
간에 드러나지 않는 사적 이해관계가 충돌되어
조직이나 주주의 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

11

거래 전환
Diversion

통상적으로 조직에 이득이 되는 거래를 직원이나
외부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

12

이해관계자간 거래
Related-party activity

한쪽 이해관계자에게 통상적인 경우 얻을 수
없는 이익을 주는 것

13

탈세
Tax evasion

세금을 줄이거나 환급액을 늘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 세금신고를 하는 것

출처: IIA, Internal Auditing and Fraud. 2009.

23) IIA에서는 유형 1과 2～5를 구분한 데 비해 감사원에서는 유형 2～5도 부적
정한 금액을 착복하는 횡령행위의 여러 유형으로 보아 이들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횡령․유용으로 통칭함. 이후 연구대상 선정 및 사례 설명에서 감사원에서
횡령․유용으로 지칭한 사건들은 1～5를 모두 포함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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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계부정의 유발 및 억제요인
앞서 살펴본 회계부정은 개인이 저지르는 경우도 있고 여럿이 공모

하거나 조직적으로 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간의 연구에 따르면 부정이
유발될 수 있는 환경이나 구조적 여건이 조성되어 있기에 발생한다.
회계부정의 유발 구조와 관련된 고전적 이론은 D. Cressey(1973)의
“부정 트라이앵글 이론(Fraud Triangle Theory)”24) 으로서, Cressey는
이 이론에서 압력(Pressure), 기회(Opportunity), 자기합리화(Rationalization)
의 3가지가 부정을 유발하는 기본 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림 2-1] 부정 트라이앵글 이론

출처: Cressey (1973) 재구성

여기서 압력(Pressure)이란 부정을 저지르게 만드는 재정적 또는 감
정적 압박으로 도박 채무나 알코올 중독, 탐욕, 유혹 등과 같은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기회란 발각되지 않게 행위를 저지를 수 있는 상황을 의미
하는 것으로 특히 하위직의 회계부정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자기
합리화란 행위자가 자신의 부도덕한 행위에 대하여 비합리적인 정당화를
하는 마음상태로서 자신은 더 많은 보수를 받을 자격이 있다든가 자신은
돈을 횡령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빌릴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은 예이다.

24) Donald Cressey. (1973). Other People's Money. Patterson Sm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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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세 가지 요인은 회계부정 행위자들에게 필수적으로 나타나는 것
으로 여겨져 위 이론은 회계부정 연구자들에게 있어 지배적인 이론으로
주목받았으며, 지금도 IIA의 회계부정 감사이론에 활용되고 있다25). 그러
나 위 이론은, 압력이나 자기합리화 요인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이
어서 회계부정을 예방하거나 적발하는데 있어서는 이론의 활용도가 떨어
진다는 점, 그리고 위 두 요인은 개인의 회계부정 행위가 아닌 공모 또
는 조직적 행위, 관리자의 부정행위 또는 범죄임을 알면서도 행하는 의
도적 행위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S. Albrech 등(1984)26)은 겉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자기합리화
(Rationalization)'를 ’청렴성(Integrity)'이라는 개념으로 대체하는 “부정 척
도(Fraud scale)" 개념을 제안하였고(그림 2-2), D. T. Wolfe 등(2004)27)은
부정 트라이앵글의 세 가지 요인에 행위를 저지를 ‘능력(Capability)' 요인
을 추가한 ”부정 다이아몬드 이론(The Fraud Diamond Theory)"을 제시
하기도 하였다(그림 2-3).
[그림 2-2] 부정 척도 이론

출처: Steve Albrecht, Keith Howe, Marshall Romney (1984) 재구성

25) IIA. (2009). Internal Auditing and Fraud.
26) Steve Albrecht, Keith Howe, Marshall Romney. (1984). Deterring Fraud:
The Internal Auditor's Perspective. Institute of Internal Auditors Research
Foundation.
27) David T. Wolfe, Dana R. Hermanson. (2004). The Fraud Diamond:
Considering the Four Elements of Fraud. The CPA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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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부정 다이아몬드 이론

출처: David T. Wolfe, Dana R. Hermanson (2004) 재구성

또한 M. Kranacher 등(2010)28)은 Enron, WorldCom 등의 기업에서
드러난 고위직의 회계부정 유발요인을 설명하기 위하여 “MICE(:Money,
Ideology, Coercion, Ego) 이론”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위 이론들은 회계부정 유발 요인들을 지나치게 단순화하였다거나 관
리자와 하급자가 공모하여 저지르는 부정행위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
등의 한계가 있으나, 대체로 부정행위의 핵심을 잘 포함하고 있다는 평
을 받는다.
한편, 회계부정 행위를 억제하는 주요 요인은 적발과 처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행위자 주변 또는 소속 조직의 윤리적 환경인 것으로 생
각되고 있다. R.Hollinger 등(1983)의 피고용인들의 절도행위에 대한 연
구에 따르면 적발될 것이라는 인식과 행위를 저지르는 빈도는 반비례 관
계에 있다. 또한 미연방집행위원회(USSC)가 발행한 「미국 형선고 가이드라
인 매뉴얼(2018)」29)에서는 ‘범죄 억제’를 ‘재범시마다 처벌의 강도가 강화
됨을 사회에 확실히 알려주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Sutherland30)
28) Mary-Jo Kranacher, Richard A. Riley, Joseph T. Wells. (2010). Forensic
Accounting and Fraud Examination. Wiley.
29) USSC. (2018). United States Sentencing Commission Guidelines Manual.
30) 20세기 가장 영향력있는 미국의 범죄학자 중 한 명으로 화이트칼라 범죄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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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범죄 이론31)에 따르면 관리자들이 조직 전체의 윤리성을 좌우하며,
조직의 리더가 비윤리적이고 비리 행위를 할 경우 하급자들에게 자기합
리화의 여지를 주게 되는 반면 관리자나 직원들이 윤리적일 경우 비윤리
적 성향을 갖는 직원들도 그 영향을 받는 등, 부정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서는 조직의 윤리환경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와 관련 Zabihollah Rezaee(2002)32)는 회계부정 발생 확률을 낮추
기 위해서는 예방․적발․교정의 세 가지가 모두 적절히 이루어져야 한
다고 강조하였다(그림 2-4). 여기서 예방과 적발은 효과적인 조직 구조,
관리자의 모니터링, 내부통제, 외부감사 등의 활동을, 교정은 동기와 기
회의 차단, 조직의 신뢰성 확보 등의 활동을 의미한다.
[그림 2-4] Zabihollah Rezaee의 부정 대응전략

출처: Zabihollah Rezaee(2002) 재구성

위의 이론들은 모두 회계부정을 유발하거나 억제하는 주요 요인을
파악하여 부정을 시스템적으로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부터 내부통제의 개념과 모델이 발전하였다.
개념을 처음 정의함. (1883-1950)
31) Edwin H. Sutherland, Donald Cressey. (1934). Principles of Criminology. J.
B. Lippincott Co.
32) Zabihollah Rezaee. (2002). Financial Statement Fraud: Prevention and
Detection. John Wiley & Sons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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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국제적 내부통제 기준

회계부정의 발생을 예방하고 적발하기 위해 전문가들 및 감사 관련
전문기구들은 관련 업무 수행에 대한 적절한 내부통제(內部統制, Internal
Control)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앞서 살펴본 부정 트라이앵글의 3가지 요
인 또는 부정 다이아몬드의 4가지 요인 중 주로 ‘기회’ 요인을 차단하여
비리발생을 제어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인적 동기인 압력이나 자기합리
화, 또는 능력을 억제하는 것보다 외부적․조직적 차원의 대응이 용이하
다. 아무리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교육을 실시하여도 개인의 도덕적 자
질이나 경제적 상황 등으로 인한 추동요인들을 제어하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내부통제를 통해 부정행위의 기회를
차단하는 것은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으로 여겨지고 있다.

1. COSO의 내부통제 기준
내부통제의 일반적인 지침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COSO의
‘전사적(全社的) 리스크 관리를 위한 통합 프레임워크 모델(Enterprise
Risk Management - Integrated Framework, 2013)’33)에 따르면 내부통
제란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해 효과적․효율적인 업무 수행, 신뢰성 있
는 재무보고, 제반 법규의 준수 달성 여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
기 위해 설계된, 이사회․경영진․조직 구성원에 의해 수행되는 절차”를
의미한다.

33) COSO는 1992년 내부통제 통합모델(Internal Control Integrated Framework)
을 처음 마련하였고 2004년 전사적 리스크 관리 모델 제시, 이후 2013년 전면
개정하였음. COSO의 기준은 INTOSAI에서도 참조하고 미국 감사원(GAO)에서
도 그대로 도입하여 사용하는 등 현재 내부통제 가이드라인으로 국제적으로 인
정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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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O의 모델에서는 내부통제의 구성요소를 5가지로 구분하고, 각각
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를 활용하여 자체적인 내부통제를 구축․운용할
수 있도록 위 구성요소의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구체화한 17개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내부통제 이론에서 매우 중요한, 국제적으로 통용되
는 개념인 바 각 구성요소 및 해당 원칙은 [표 2-2]와 같다.
[표 2-2] COSO의 내부통제 구성요소 및 실행원칙
구성요소
(5 Components)

실행원칙
(17 Principles)

통제 환경
Control environment
: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한 규율과 구조를
제공하는 기초

1. 청렴과 윤리의 가치 추구를 표방
2. 이사회는 조직관리에 있어 독립적이며 내부통제의 개발 및
수행에 대한 감독을 수행
3. 이사회의 감독 하에 조직의 구조, 권한, 책임에 대한 관리
체계 수립
4. 조직 목표와 일관되게 직원들의 역량을 발전 강화시킬 것
임을 표방
5. 목표 추구와 관련하여 직원 개개인에게 내부통제 책임 부여

리스크 평가
Risk assessment
: 목표를 추구함에 있어
조직이 직면하게 될
리스크에 대한 평가 및
대응전략 마련의 기초

6. 관련 리스크를 명확하게 정의하면서 목표를 구체화
7. 리스크 관리의 기초로서 목적 달성 전반에 걸친 리스크를
식별 및 분석
8. 리스크 평가 시 부정행위의 잠재적 가능성 고려
9. 내부통제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화의 식별 및 평가

통제 활동
Control activities
: 정책 수립 및 이행
전반에 대한 관리 활동

10. 목표 달성 및 리스크 감소를 위한 통제활동 선정 및 개발
11. 목표 달성을 뒷받침해 줄 기술적 측면에 대한 일반적
통제 활동 선정 및 개발
12. 수립된 정책 및 정책 추진 절차 전반에 내부통제 적용

정보 및 의사소통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 조직 구성원 간
정보교류 체계

13. 내부통제 구성요소들의 작동을 위하여 적정한 양질의
정보를 생산, 취득, 사용
14. 내부통제 기능의 수행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해 내부적
의사소통
15. 내부통제 요소가 작동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을
고려하여 외부와 의사소통

모니터링
Monitoring
: 내부통제의 효과성
평가, 대처방안 수립 등
점검과정

16. 내부통제 구성요소의 존재와 기능을 확실히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평가를 기획하고 수행
17. 내부통제의 약점을 평가하고 이에 대해 중견관리자, 임
원 등 올바른 역할을 수행할 책임이 있는 자들과 적절
한 시기에 의사소통

출처: www. coso.org, The 2013 COSO Framework & SOX Compliance.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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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O의 내부통제 프레임에서 위의 5개 구성요소는 조직의 전 분야
에서 모든 활동에 대하여 전사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COSO는 이러한
개념을 [그림 2-5]와 같은 큐브(Cube) 도식을 사용하여 설명한다.
[그림 2-5] COSO 내부통제 프레임워크 큐브

출처: COSO, The 2013 COSO Framework & SOX Compliance. 2013.

2. INTOSAI의 내부통제 기준
공공부문의 내부통제는 공공자금의 관리, 윤리적 측면의 강조, 성과
평가의 어려움, 공공책무성 등 민간부분과는 다른 공공부문만의 특성을
반영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 INTOSAI에서는 1992년 공공부문
의 내부통제 기준을 처음 마련하였고, 2001～2004년 COSO의 내부통제
프레임워크를 반영하여 전면 개정한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인 개정과 발
전 작업을 해오고 있다34).
INTOSAI는 공공부문의 내부통제에 대하여 기관의 리스크를 다루고
임무 달성을 적절히 보장할 수 있도록 설계된, 조직관리 및 인사 행정으
34) http://www.issai.org/issai-framework/intosai-gov.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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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루어지는 통합된 과정이라고 정의하면서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목
표를 제시하고 있다35).
￭ 질서정연하고 윤리적이고, 경제적, 효과적, 효율적인 임무 수행
￭ 공공책무성 충족
￭ 법령과 규정의 준수
￭ 손실, 오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원36) 보호(safeguarding resources)

INTOSAI는 위와 같은 정의를 기반으로 COSO의 프레임워크 모형
을 도입․변형하여 공공부문에 적용하고 있는데, [그림 2-6]과 같이 5개
구성요소는 동일하나 성취 목표에 있어 수익 창출을 위한 재무적 성과보
다는 공공책무성을 중요시하고, 세금 등으로 조성한 공공자금을 사용하
므로 자원 관리에 대한 주의를 강조하고 있음에 차이가 있다.
[그림 2-6] INTOSAI의 변형 큐브

출처: INTOSAI GOV 9100-Guidelines for Internal Control Standards
for the Public Sector. (2016), 재구성

35) INTOSAI GOV 9100 - Guidelines for Internal Control Standards for the
Public Sector. 2016.
36) 예산 및 각종 공적 자산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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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내부통제 만으로는 위에 정의된 목표들이 달성될 수 없고 그
성패는 결국 오해, 잘못된 판단, 부주의, 혼란, 부패 등 인적 요인(human
Factor)에 있다고 하면서, 내부통제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운용되기 위해
서는 구조적인 변화와 관리자의 태도가 중요함을 강조한다.
또한 각국의 최고감사기구의 내부통제 이행 및 평가 경험을 바탕으
로 ‘내부통제 효과성 확보 가이드(2016)’37)를 제시, 내부통제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기준으로 ‘①문서화, ②거래 및 사건의 즉각적이고 적절한
기록, ③권한을 부여받은 자만 거래 및 사건 수행, ④직무 분리, ⑤감독,
⑥자원과 기록에의 접근성 및 책무성’의 여섯 가지를 들고 있고, 각 국가
가 효과적인 내부통제 구조 수립을 위해 갖추어야 할 핵심 요소로서 ‘①
법적 기반, ②내부통제 기준, ③효과적인 통제를 위한 1차적 책임을 지는
부서장(managers), ④부서장을 통한 주기적인 자기 평가, ⑤내부감사, ⑥
내부통제 시스템의 적정성을 평가․감독하는 최고감사기구’의 여섯 가지
를 들고 있다.

3. IIA의 내부통제 모델
한편, 국제내부감사인협회(IIA)는 현대 비즈니스 사회에 내부통제 관
련 전문가들은 많은 반면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는 각각의 역할들이 부서
별로 쪼개져 있어 리스크 관리 및 통제 작용이 의도대로 수행되기 위해
서는 각자의 역할이 주의깊게 유기적으로 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리스크 및 통제 작용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각각
의 통제 담당자들의 임무 간에 누락된 부분이 없어야 하는 동시에 겹쳐
진 부분도 없어야 하는 바, 담당자 간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관련 COSO의 내부통제 프레임은 관리되어야 할
리스크의 타입을 식별하는 데에는 도움을 주나 이를 실제로 수행하기 위
37) INTOSAI GOV 9110 - Guidance for Reporting on the Effectiveness of
Internal Controls: SAI Experiences In Implementing and Evaluating
Internal Contols.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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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구체적 책무가 조직 내에서 어떻게 배분․조직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효과적으로 리스크
를 관리․통제하기 위한 전략으로써 3단계 방어선(Three Lines of
Defense) 모델을 제시하였는데38), 그 내용은 [그림 2-7]과 같다.
[그림 2-7] IIA의 3단계 방어선 모델

출처: IIA Position Paper: The Three Lines Of Defense in Effective Risk
Management And Control. . 2013.

위 모델을 보면 부서장의 관리 통제가 리스크에 대한 1단계 방어선
을 형성하고, 다양한 리스크 통제 및 법령준수 등 내규에 기반한 관리
기능이 2단계 방어선을, 그리고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내부감사가 3단계
방어선을 형성한다. 각각의 방어선은 전체적인 거버넌스 구조에서 구별
된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상위 관리자와 경영진은 3단계 밖에 위치하
면서 3단계 방어선이 제대로 기능하는 것을 보장하는 동시에 조직의 목
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 전략을 수립하며 리스크 관리에 적합한 운영방
식과 지배구조를 기획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또한 조직 외부에는 외
부감사기구 및 사법기관이 위치하며 추가적인 방어선을 제공한다.
38) IIA, IIA Position Paper: The Three Lines Of Defense in Effective Risk
Management And Control. 2013.

- 21 -

IIA는 이러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직무별 핵심 역할과 책무를 명
확히 함으로써 리스크 관리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며, 이는 조직의
규모나 복잡도에 무관하게 어떤 조직에나 적용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제4절

각 국의 내부통제 도입 현황

제2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공공부문에서 ‘내부통제’가 별도 개념화
되고 거버넌스의 중요한 부분이 된 것은 주로 2000년 이후로서 그 역사
가 길지 아니하다. 그러나 민간 부문의 내부통제 이론이 발전하여 그 대
상이 재무적인 차원을 넘어 조직 전반의 운영에 대한 위험관리(Risk
Management) 차원으로 확대되면서 오늘날 미국, 영국, 유럽 각국 등 선
진국에서는 공공부문의 내부통제(Public Internal Control) 구축이 기관
운영에 있어 중요한 사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의회, 최
고감사기구, 재무부 등 주요 기관들이 상호 연계된 내부통제 제도를 구
축․운영 중이다.

1. 미국
내부통제 이론이 가장 먼저 발달하였던 미국의 경우 1950년대에 이
미 회계감사법(Accounting and Auditing Act)에 기관장에게 내부통제
제도 구축 운영을 권고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등 공공부문에도 내부통제
가 일찌감치 도입되었다. 그러나 그 중요도가 제대로 인식되고 운영이
본격화된 것은 1980년대 미국 정부 조직이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정부의 자산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내부통제 제도와 정부 회계제도가 구비
되어 있지 못하다는 비판에 직면하면서 그 해결책으로 내부통제의 중요성
이 인식되면서부터이다(Bowsher & Boddie, 1989; 신민철 외(2013) 재인용).
미국은 재정통합법(The Financial Manager's Financial Integ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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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 FMFIA), 최고재무책임자법(Chief Financial Officers Act; CFOA),
연방재무관리개선법(Federal Financial Management Improvement Act;
FFMIA) 등 법령으로 내부통제 제도 구축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재정통합법

등의

규정에

따라

미국감사원(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GAO)에서는 연방정부 내부통제기준(Standards
for Internal Control in the Federal Government, 일명 Green Book)을
마련하였다.
이 기준(Green Book 2014)에 따르면 GAO는 내부통제를 정부 조직
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운영 전반을 제어하는 과정으로서 정의하
고, 관리해야 할 리스크를 ‘운영의 효과성과 효율성’, ‘보고의 신뢰성’, 그
리고 ‘법령 및 규정 준수’의 3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한
내부통제 체계 수립에 COSO의 체제를 그대로 반영, 5개 분야 17개 항
목으로 구성된 내부통제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고 있다39).
한편, 정부의 업무 중에서도 특히 복잡하고 정확도가 요구되는 회계
업무의 경우 오늘날에는 대부분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되고 있는
바, 해당 정보시스템이 적정히 운영되고 있는지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별
도의 구체적인 통제 방법이 요구된다.
이에 GAO는 보다 실용적인 차원에서 공공부문의 재정정보시스템의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하여 내부통제 가이드라인인 FISCAM(Federal
Information

System

Controls

Audit

Manual,

2009)을

제시하였다.

FISCAM은 감사자들에게 정보시스템의 신뢰성, 통합성, 유용성을 평가
하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며, 미국 정부감사기준(Generally
Accepted Government Auditing Standards; GAGAS, 일명 Yellow
Book) 및 재무감사매뉴얼(Financial Auditing Manual; FAM)과 기조를
같이 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검기준 체계는 공공부문 정보시스템에 있어
39) GAO-14-704G
Government. 2014.

Standards

for

Inte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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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in

the

Federal

서는 미국 뿐 아니라 국제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인정되고 있다.
2. 영국
영국은 민간 부문의 장점을 공공부문에 적극적으로 도입한다는 정
부 운영의 원칙이 있는데, 공공부문 내부통제도 같은 이유와 방식으로
시작되었다. 민간부문에서는 1980년대 세계적으로 발생한 금융스캔들 등
으로 인해 기업들의 재무보고의 신뢰성 및 책임성을 제고할 필요성에 대
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1991년 “기업 거버넌스의 재무적 측면에
대한 위원회(일명 Cadbury 위원회)”40)가 설립되었고, 해당 위원회에서는
1992년 「기업 지배구조의 재무적 측면」41) 이라는 보고서를 제시하여
기업 운영의 리스크와 실패를 다룰 수 있도록 경영진이 기업의 내부재무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연차보고서 및 회계장부에 그 평가 보고서를 첨
부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후 1994년 영국재무부(HM Treasury)는 이를 정부에 적용하기 위
하여 「공공부문의 위원회를 위한 실행 규정 가이드(Guidanceon Codes
of Best Practice for Board Member of Public Bodies)」를 마련하였고,
이후 각 기관의 재무책임자에게 DAO Letters(Dear Accounting Officer
letters)42)를 송부하여 모든 정부기관에 ‘내부재무통제보고서’를 제출하도

록 하였다. 또한 1999년 영국공인회계사협회에서는 「내부통제를 위한
통합 규준(일명 Turnbull Report)」43)을 발표하였는데, 해당 규준을 보면
COSO의 내부통제 원칙과 같이 내부통제의 정의, 목적 및 효과성 점검
40) The Committe on the Financial Aspects of Corporate Governance, 런던
증권거래소 및 재무보고위원회(the Financial Reporting Council; FRC)의 후원
을 받는 준공공적 성격의 위원회
41) The Committe on the Financial Aspects of Corporate Governance. (1992).
The Financial Aspects of Corporate Governance.
42) 영국 재무부에서 예산 집행과 관련된 책무성, 합규성, 적절성 문제 및 연간
회계집행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조언을 할 때 사용하는 형식
43)The Institution of Chartered Accountants in English and Wales. (1999).
Internal Control: Guidance for Directors on the Combined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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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영국재무부에서는 위 통합 규준과
Turnbull 보고서를 토대로 2000년 각 정부부처에 내부통제 보고서 작성
지침44)을 시달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재무통제를 목적으로 하였던 기
존 내부재무통제시스템 보고서를 조직운영 전반에 대한 통제 및 전략적
위험 관리 내용의 ‘내부통제보고서(Statements on Internal Control;
SIC)’로 발전시키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국의 중앙정부 및 공공기
관은 2003년 이후부터 SIC를 작성하고 있으며, 영국감사원(National
Audit Office; NAO)은 「국가감사법(Natioanl Audit Act)」에 따라 이를
감사하여 신뢰성과 적정성을 점검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국 공공부문 내부통제의 특징은 민간
부문에서 먼저 작성한 규준을 공공부문에 적용해 왔다는 것 및 법령이
아닌 재무부의 지침으로 내부통제 제도를 운영하는 등 재무부가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NAO는 GAO와 달리 내부통제 기준을
직접 제정하지는 않고 점검만을 하고 있다는 점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3. 유럽연합(EU)
유럽연합 역시 조직이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며 지속 가능한 업무 수
행을 하고 재정적 성과를 내며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무
및 비재무적인 모든 활동에 내부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 하에 공
공부문에서의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45).
유럽위원회에서는 소관 재정 법령46)상에 규정된 다섯 가지 목표인
“①직무수행의 효과성․효율성․경제성, ②보고의 신뢰성, ③자산과 정보
의 보호, ④기만과 규정 위반에 대한 예방․적발․시정․사후관리, ⑤합
법성 및 규칙성과 관련된 리스크 관리의 적정성”의 달성을 합리적 수준
44) HM Treasury, 2000, Corporate Governance: Statement on Internal
Control & Management of Risk-A Strategic Overview.
45) European Commission, 2017
46) European Commission. 2017. Article 32.2 of the Financial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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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47)하였는데, 이 역시 미국과
유사하게 COSO의 내부통제 프레임워크에 제시된 5개 부문 17개 항목을
기본 구조로 하고 있으며 그 내용 역시 COSO의 것과 대동소이하다.
4. 우리나라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부문에서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도적으로 강화
된 계기는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사태이다. 이를 거치면서 금융기관
및 기업의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회계 및
금융 관련 법률이 개정되고 내부회계 관리제도, 준법감시인 제도 등이
도입되는 등 민간 부문의 내부통제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갖추어지기 시작
하였다.
반면 공공부문에 있어서는 2006년 제정된 「국가재정법」에 내부통
제라는 용어가 명시되었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내부통
제 절차에 준하는 규정들이 마련되어 있지만, 내부통제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과 실행기준은 다소 불명확하다. 이에 공공부문의 감사활동 전반을
체계적으로 규율하고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등 공공
분야 내부통제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2010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어 현재 운영 중이다.
국가기관(중앙부처 및 그 소속기관)의 경우48)의 내부통제 수립 원칙
은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에 명시되어 있다. 「국가재정법」
제98조(내부통제)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관리ㆍ재원사용의 적정 여
부와 집행과정에서 보고된 자료의 신빙성을 분석ㆍ평가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내부통제를 하게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그 방법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예산집행심의회)
47) European Commission. 2017. Revision of the Internal control Framework,
48) 본 연구의 대상은 외교부의 재외공관이므로 여기서는 지방자치단체․공공
기관․공적단체 등에 관한 내용은 제외하고 국가기관에 대한 내용만 상세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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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각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98조에 따른 내부통제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소속 관계공무원 및 예산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되는 예산집행심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예산집행
심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도록
하였다.
또한「국가회계법」제24조(내부통제)는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처리
의 적정 여부와 결산보고서의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회계책임관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관리ㆍ감독하는 등 내부통제를 하게 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는 한편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내부통제 구축이 의무
사항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 법령에서 알 수 있듯이 민간부문에서는 전사적(全社的)
관리를 하고 있는 데 비하여 공공부문의 내부통제에 대한 법적 기반은
회계부문으로 한정되어 회계업무 외의 복무․공직윤리 및 기관 고유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통제의 경우 「공무원 징계령」, 「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 행동강령」 등 개별 법률에 산재되어 있고 그 이행 여부 점검
을 자체감사, 감사원감사 등 감사에 거의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회계부문의 경우에도 위 법령에는 구체적인 운영 원칙이나 실
행 지침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공공분야 내부통제의 내실화를 목표로
제정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도 자체감사 능력을 제고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어 행정기관의 체계적인 내부통제 프레임 구축에는 직접적인 도
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각 기관들은 회계사무의 처리 절
차를 규정하는 수준의 자체 지침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본 연구
의 대상인 외교부(재외공관)도 「재외공관 회계사무처리규정」, 「재외공
관 회계업무 처리지침」 등을 마련하여 운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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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선행연구 검토

내부통제와 관련된 그간의 해외 및 국내의 연구들은 대부분 금융기
관 등 민간 부문에 대하여 수행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재무제표 조작과
관련된 회사 차원의 조직적 회계 부정 사례를 분석한 것이 많다(박희정
등, 2013). 민간 부문에 있어서도 개인의 회계 비리 또는 기타 부정행위
에 대한 연구는 찾기 어려운데 이는 아마도 해당 행위가 범죄인만큼 구
체적인 사례 수집이 쉽지 않거나 사안에 대한 관심도가 대규모의 조직적
부정 사례보다는 낮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경우에는 내부통제의 중요성이 떠오
르기 시작한 것 자체가 비교적 최근이어서 구체적인 부정 행위 사례를
내부통제와 관련지어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국내의 선행연
구들을 보면 수행된 연구들이 대부분 공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부정행위에 대한 것으로,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이론적 연구 외에 사례연
구는 찾기 어렵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연구조차 소수의 사례만 분석에
사용하여 내부통제 실패 양상에 대한 일반적인 결론을 내리기에는 다소
아쉬움이 있다. 또한 재외공관의 회계부정 또는 내부통제와 관련된 연구
는 전무한 실정이다.
박희정․문호승․김주희(2013)는 회계비리 근절을 위한 내부통제 개
선 연구라는 주제로 COSO의 5가지 내부통제 구성요소를 적용하여 2012
년 발생한 여수시 기능직 공무원의 대규모 횡령 사건을 매우 상세하게
분석하였다. 저자들은 각 구성요소별로 착안사항을 도출한 후 전문가들
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부통제 분석틀을 제시하는 등 내부통제의 수준을
체크하는데 있어 상당히 유용한 도구를 제안하였다. 그리고 해당 분석틀
을 바탕으로 여수시의 사례를 당시 횡령 행위자의 실제 업무프로세스를
따라가며 분석하여, 내부통제 미비 지점을 탐색하였다. 해당 연구는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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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의 심층 분석을 통해 생생한 사건의 모습과 회계업무 관련 지방행정
시스템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보여 주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단일사례연구로서 회계부정 사건의 양상에 대한 일반적 결론을
내리기에는 무리가 있다.
신민철․조태준(2013)은 공공부문 내부통제에 대해 그간의 논문 및
관련 전문기구들이 제시하는 이론적 논의를 정리하는 한편 이에 비추어
우리나라 공공부문 내부통제제도 운영 현황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미국
과 영국의 공공부문 내부통제 제도를 소개한 후, 우리나라도 통제기준,
가이드라인 등 체계적인 공공부문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을 주장하였다. 해당 연구는 민간이 아닌 공공부문에 집중하여 내부통제
제도에 대한 논의들을 정리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내부통제
미비로 인한 부정사례 분석 없이 이론적인 논의로만 일관, 이로 인하여
국가적 차원의 내부통제 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이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지 못하고 필요성을 역설하는 추상적인 단계에 그쳤다는 한
계가 있다.
차경엽․조형석(2016)은 공공부문 정보시스템의 내부통제 점검기준
에 대한 연구를 수행, 행정정보화 추세에서 정보시스템을 통한 내부통제
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외의 표준적 기준을 기반으로 하되 특
히 업무 처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의 적정성 점검에 초점을 맞춰 전문가들
의 의견 조사를 거쳐 21개의 구체적 점검기준을 제안하였다. 해당 연구
는 정보시스템 내부통제로 연구 범위를 한정함으로써 관리자들이나 감사
자들이 정보시스템 내부통제의 적정성을 체크하는데 바로 활용 가능할
정도로 구체적인 점검 기준을 도출하였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그러
나 실제 관련사례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각 점검기준별로 어느정도
나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알 수 없어 어떤 점검기준이 더 리스
크가 큰 항목인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이 다소 아쉬움으로 남는다.
김광영․곽채기(2017)는 공공부문 내부통제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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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사례 분석을 시도하였다. 우선 회계 비리 대응 전략으로 예방, 적
발, 교정의 3가지 차원으로 접근할 것을 주장한 Zabihollah Rezaee의 대
응 모델을 기반으로 여기에 COSO의 내부통제 구성요소를 반영하여 8가
지 점검사항으로 구성된 분석틀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이 점검사항을 공
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횡령 사례 3건에 적용하여 회계업무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해당 연구는 사례들의
전모가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으며 내부통제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을 결론으로 제시하고 있어 실무적 활용도가 높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분석틀을 설정함에 있어 8가지 점검사항을 임의로 선별하여 재구성함으
로 인하여 보기에는 간결하나 객관성이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되고, 각
사례들을 분석함에 있어 8가지 분석요소 중 일부만을 적용하는 등으로
인하여 분석의 정밀성이 다소 아쉽게 느껴진다.
마지막으로 정영기․한미경(2018)은 국가 R&D 기관이라는 보다 한
정된 공공기관 집단의 사례를 사용하여 내부통제 절차를 보완할 방법을
연구하였는데, 부적절한 상태에 대해 감사인이 적정 의견을 표명할 위험
인 감사위험(audit risk)에 초점을 두고 이를 보완할 방법 즉 내부통제
중에서도 내부감사의 품질을 고도화할 방법 모색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연구들과의 차이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위 연구들의 성과를 기반으로, 공공부문의 내부
통제에 대한 이론적 바탕 위에 그간 다루어지지 않았던 국가기관의 회계
부정 사례들을 분석함으로써 공공부문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에 있어 다
양한 시각을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그 사례를 국가기관 중 특수한 여건
을 갖고 있고 실제로 많은 부정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 재외공관의 사
례로 택함으로써, 내부통제 실패의 양상들을 보다 선명하게 드러내는 한
편 이를 바탕으로 향후 재외공관의 내부통제 체계 개선시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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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설계
제 1 절

연구문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국가기관에서 거의 사라진 회계부
정 사건이 외교부 재외공관에서는 여전히 자주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
가라는 의문에서 출발하였으며, 그 주된 원인이 재외공관의 내부통제 체
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판단 하에 실제 사례를 통해 문제가 있는
부분, 즉 취약점을 찾고자 한다.
이에 재외공관에서 발생한 회계부정 사건 중 대표 사례를 선정하여
국제적으로 공인된 공공부문 내부통제 구축 이론을 적용, 사건이 발생한
재외공관의 내부통제 체계가 어떠한 취약점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밝히는
것을 연구의 내용으로 하며, 이를 보다 구체화하여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사례가 발생한 재외공관의 내부통제 체계는 내부통제 구축 기준 중 어떤
부분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가?

연구문제 2

재외공관의 사례와 공관 부속기관의 사례 간에 내부통제 기준 미달 부분에
차이가 있는가? 있다면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모든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내부통제 기준 미달 부분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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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대상

분석을 위한 대표 사례는 제1장에서 언급하였듯이 지난 10년 간 감
사원에서 실시하여 공개한 재외공관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선정
할 것이다. 본 절에서는 분석 대상 사례 선정에 앞서 재외공관의 일반적
인 특징 및 재외공관에서 발생한 회계업무 관련 감사지적 현황을 살펴보
고, 그 중에서 회계부정 사건만을 수집하여 전반적인 특징을 검토한 후,
연구의 목적을 감안하여 적정한 분석 대상을 선정하기로 한다.

1. 재외공관 일반 현황
가. 조직 및 인원
외교부의 조직은 크게 본부, 국립외교원, 재외공관으로 구분된다. 본
부는 장관 이하 2차관, 1본부, 1실 등 70개 과 총 876명 규모이고, 국립
외교원은 6개 과 99명 규모이다. 그리고 재외공관은 [표 3-1]과 같이 아
시아권에 53개소 등 총 183개소로서 대사관 114개소, 총영사관 45개소,
대표부49) 5개소, 분관․출장소 19개소이고, 인원은 총 1,278명 규모로서
본부 및 국립외교원을 합한 975명의 1.3배가 넘는다.
[표 3-1] 재외공관 현황
(단위: 개소)
지역

계

상주대사관

총영사관

대표부

분관․출장소

아시아

53

24

21

1

7

아메리카

39

21

13

1

4

유럽

52

34

9

3

6

중동

19

17

2

-

-

아프리카

20

18

-

-

2

계

183

114

44

5

19

출처: 「재외공관 운영실태」(2019. 2. 감사원)

49) 국가 간 외교관계가 아니라 국제기구 등에서의 외교활동을 위한 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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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공관들은 직원의 선호도, 외교적 중요도, 규모 및 성격, 공관 소
재 지역의 기후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표 3-2]와 같이 가～라의 4
개의 등급으로 구분50)되어 있다. 가 지역이 가장 선호도․중요도가 높고
여건이 양호한 지역이고, 나, 다, 라로 갈수록 열악해진다.
[표 3-2] 재외공관의 지역 구분
구분

가지역

나지역

다지역

계

미국, 일본, 뉴욕,
영국, 프랑스, 독일,
제네바, OECD, UN,
호주, 캐나다 등

중국*, 상하이,
싱가포르, 시애틀,
밴쿠버, 스위스,
두바이, 이스라엘 등

183

18

60

러시아,
베트남,
멕시코,
모로코,

터키,
필리핀,
아르헨티나,
카타르 등
36

라지역
네팔, 베네수엘라,
인도, 우즈베키스탄,
리비아, 이라크,
가나, 르완다 등
69

* 주중국대사관의 경우 가장 규모가 크고 외교적으로도 중요한 공관으로 원래 ‘가’지역이었으나
외교관 배치여건 등 현실적인 이유로 2018. 10월 개정시 ‘나’지역으로 변경됨

또한 공관에는 「외무공무원법」 제32조,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
정」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현지 채용을 하는 행정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들의 규모는 2018. 9월 기준 3,196명51)이다.
한편, 재외공관 인력과 별도로 영사 업무, 국제협력 업무 등 다양한
부문의 해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근거하여 경찰청, 문화체육관광부 등 각 부처로부터 재외공관에 총 322
명의 주재관이 파견되어 있다.
기관별 현황을 보면 [표 3-3]과 같이 자국민 보호를 위한 경찰 업무
를 수행하는 경찰 분야(경찰청)가 63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산업통상자
원 분야(산업통상자원부), 문화홍보 분야(문화체육관광부) 등의 순이다.

50) 「외무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 훈련·소환에 관한 예규」(외교부예규 제132
호) 별표 15
51) 이들은 직제상 정원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필요에 따라 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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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3] 분야별 주재관 현황

(단위: 명)

분야

인원

분야

인원

분야

인원

경찰

63

관세

10

통일․안보

6

산업통상자원

51

농림축산

10

환경

6

문화홍보

41

보건복지․식약

9

법무․법제

5

출입국

31

교육

8

특허

5

재정경제금융

19

국세

8

공공행정․안전

4

과학기술․정보
통신․방송

14

해양수산

8

공정거래

4

국토교통

12

고용노동

6

조달

2

총 계

322

출처: 「2018년도 외교부 예산개요」(2018. 1. 외교부)

한편, 위 주재관 중 문화홍보주재관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
터 예산을 지원받아 [표 3-4]와 같이 총 31개국에 41개소(주재관 41명)
의 한국문화원52) 및 문화홍보관을 일부 재외공관의 부속기관으로 설
치․운영 중이다.
[표 3-4] 재외한국문화원 및 문화홍보관 현황
(단위: 개소)
지역

아시아

아메리카

유럽

중동/아프리카

계

한국문화원

12

7

9

4

32

문화홍보관

3

2

2

2

9

출처: 해외문화홍보원 http://www.kocis.go.kr

또한 교육부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등에
근거하여 일부 재외공관에 한국교육원을 부속기관으로 설치․운영 중이고
더불어 한국학교를 운영하기도 하는데, 관련 예산은 교육부로부터 지원받고
있으며 시설 수는 총 75개소, 관련 파견자는 총 171명이다(표 3-5).

52) 「대한민국재외공관직제」(대통령령) 제13조에 의거하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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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재외한국교육원 및 한국학교 현황
(단위: 개소, 명)
지역

일본

중국

미국

한국교육원

15

-

7

한국학교

4

13

-

러시아 및

기타

계

파견자

7

12

41(18개국)

45

-

17

34(16개국)

126

중앙아시아

출처: 교육부 http://www.moe.go.kr

이와 더불어 타 국과의 군사협력관계 강화 등의 목적으로 「재외공
관 무관주재령」 등에 근거하여 재외공관에는 육(40)․해(18)․공(17) 총
75명의 무관도 국방부로부터 파견되어 근무 중이다.
나. 예산
외교부의 세입예산을 보면 [표 3-6]과 같이 2018년 2,707억여 원인
데, 그 대부분인 2,619억여 원(96.7%)이 사증 발급 및 영사업무 수수료
수입인 등 외교부의 세입은 사실상 재외공관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그 규
모가 상당하다.
[표 3-6] 외교부 세입예산
(단위: 백만 원)
관

항

2017

2018

증감액

증감률
(%)

비고

재산수입

기타이자
수입 및
재산수입

600

600

-

-

국유재산 매각대금
이자수입

경상이전
수입

기타
경상이전
수입

7,203

7,203

-

-

국고보조금,
급여환급금 등
반환금

재화 및
용역판매
수입

잡수입

1,000

1,000

-

-

재외공관 잡수입 등

수입대체
경비

면허료 및
수수료

240,595

261,934

21,339

8.9

사증발급 및 영사업무
수수료 수입

249,398

270,737

21,339

8.5

합계

출처: 「2018년도 외교부 예산개요」(2018. 1.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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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세출예산은 외교부 전체 및 재외공관 모두 매년 증가추세인데,
2018년의 경우 [표 3-7]과 같이 총 2조2,707억 원으로 재외공관은 5,784
억 원(25.5%)을 차지, 총 예산의 약 1/4이 재외공관에서 지출되었다.
[표 3-7] 외교부본부 對 재외공관 예산
(단위: 백만 원)
구분

2018 예산

인건비

구성 (비율)
본부 (%)

재외공관 (%)

311,610

83,168 (26.7)

228,442 (73.3)

기본경비

221,724

44,451 (20.0)

177,273 (80.0)

주요사업비

1,725,581

1,564,706 (90.7)

160,875 (9.3)

보전지출

11,816

-

11,816 (100)

합계

2,270,731

1,692,325 (74.5)

578,406 (25.5)

출처: 「2018년도 외교부 예산개요」(2018. 1. 외교부)

본부의 지출은 주로 주요사업비에 치중되어 있는 반면 재외공관의
지출은 인건비(전체 인건비의 73.3%) 및 재외공관을 운영하기 위한 기본
경비(전체 기본경비의 80%)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재외공관에서 집행하
는 주요사업비 1,608억여 원 중 81.0%에 달하는 1,303억 원이 “재외공관
행정직원 역량강화 사업”에 투입되고 있는데, 해당 사업은 재외공관의
지원인력인 행정직원의 기본급, 주거보조비, 교육훈련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바53), 비록 사업비로 분류되어 있으나 그 실질은 인건비와 기본경
비로 보아야 한다. 즉, 재외공관 운영예산 5,666억 원 중 인건비와 기본
경비의 성격을 갖는 지출이 5,362억 원(운영예산의 94.6%)으로 거의 대
부분이고, 사업비 지출은 304억 원54)으로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53) 「2018년 외교부 예산 사업별 설명자료」(2017. 4. 외교부)
54) “재외공관 리모델링 및 시설정비 사업” 131억여 원, “재외공관 안전강화 사
업” 165억여 원, “재외공관 국유화 이자 상환 사업” 8억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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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대상 사례 선정
가. 사례 추출 대상 범위 설정
본 연구는 [표 3-8]과 같이 최근 10년 간(2009～2018) 실시되어 감사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재외공관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 총 12권에 수록된 사
건들 중 국가기관55) 소관 회계부정 사건들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표 3-8] 분석대상 감사결과보고서
연번
1
2
3
4
5
6
7
8
9
10
11
12

감사
시기
2009.
04.
2010.
02
2011.
04.
2012.
04.
2012.
11.
2013.
08.
2014.
09
2015.
05.
2015.
09.
2016.
06.
2017.
09.
2018.
09.

공개
시기
2009.
11.
2010.
05.
2011.
07.
2012.
08.
2013.
02.
2014.
04.
2015.
01.
2015.
09.
2016.
02.
2017.
03.
2018.
05.
2019.
02.

감사사항 명

감사 대상기관

외교통상부 및 재외공관
운영실태
외교통상부 본부 및
재외공관 운영실태
영사업무 및 공직기강
취약공관 특별점검
재외공관 및 해외사무소
운영 실태
특수지 재외공관 등
운영실태
재외공관 운영 및 외교부
주요사업 추진실태
재외공관 및 외교부 본부
운영실태
재외공관 및 외교부 본부
운영실태
재외국민보호 등 영사업무
운영실태
재외공관 및 외교부 본부
운영실태
재외공관 및 외교부 본부
운영실태

외교부 본부 및
17개 공관, 계 18개 기관
외교부 본부,
16개 공관 등 19개 기관
외교부 본부,
19개 공관 등 35개 기관
외교부 본부,
18개 공관 등 29개 기관
외교부 본부,
12개 공관 등 18개 기관
외교부 본부,
17개 공관 등 30개 기관
외교부 본부,
18개 공관 등 21개 기관
외교부 본부,
18개 공관 등 20개 기관
외교부 본부,
11개 공관 등 15개 기관
외교부 본부,
15개 공관 등 19개 기관
외교부 본부,
15개 공관 등 44개 기관
외교부 본부,
15개 공관 등 17개 기관

재외공관 운영실태

계

12

285

적발
건수
68
59
87
52
21
57
42
45
21
46
49
16
563

출처: 감사원 홈페이지 www.bai.go.kr

55) 외교부본부 및 재외공관, 그 외 재외공관장의 관리감독을 받는 한국학교, 한
국문화원 등과 해당 주무부처인 교육부․문화관광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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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감사결과보고서 12건에 수록된 사건의 수는 총 563건, 감사대상
이 되었던 재외공관의 수는 누적 총 285개이다. [표 3-9]는 위 563건의
사건을 소관기관 별로 분류한 내역으로, 국가기관 소관 사건은 총 524건,
그 중 회계사항은 271건이다.
[표 3-9] 분석대상 감사결과보고서 수록 사건 중 회계사항
(단위: 건)
계

회계사항
건수

기타 사항*
건수

본부

177

81

96

재외공관

소관기관 구분
외교부

242

119

123

교육부 및 한국학교, 한국교육원

41

40

1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문화원

23

20

3

국방부

7

7

0

법무부, 경찰청 등 기타

34

4

30

소계

524

271

253

공공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11

10

1

기타

한국산업은행 등

28

22

6

총계

563

303

260

국가
기관

* 기타사항: 인사운영 등 일반 행정업무와 사증 심사 등 재외공관 고유의 업무 관련 사항

한편, 위 271건을 동일 사안 복수 집계를 제거하고 사례 수로 환
산56)하면 184건이 되는데, 이 중 회계부정으로 적발된 사례는 총 17건57)이
고 그 목록은 [표 3-10]과 같다.

56) 동일한 1개 사안(사례)이라도 내용이 복잡한 경우 처분 종류 및 대상기관
수대로 사건 수가 집계되어 사례 수보다 사건의 수가 많게 됨. 예를 들면 2009
년 발생한 상하이총영사관 횡령사건의 경우 징계, 시정, 수사요청 등 처분 수에
따라 통계상으로는 8건으로 집계되나 실체적으로는 하나의 횡령 사례임
57) 회계업무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례는 다수이나 이 중 행위자가 특정할 수
있는 금액을 고의적으로 취하여 사적으로 사용하였음이 입증되어 징계․고발․
변상판정 등으로 처분된 사건들만을 특정. 이들에 대하여 감사원은 ‘횡령’, ‘유
용’ 등으로 통칭하나, 본 연구에서는 제2장에서 설명한 회계부정의 정의와 유형
에 따라 해당 사건들을 ‘회계부정’이라고 일컫기로 함(각주 2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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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재외공관 회계부정 사례(2009～2018)
감사
연도

사항명

사건 발생기관

기관유형

지역
등급

주상하이
총영사관

총영사관

나

주프랑스
한국교육원

한국교육원

가

주멕시코대사관
문화홍보관

문화홍보관

다

2009

관서운영경비 횡령

2009

재외동포재단 위탁사업비 이중인출 등
부당 집행

2010

문화홍보관 관서운영경비 등 횡령

2010

정기예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금 횡령

주영국대사관
한국교육원

한국교육원

가

2010

관서운영경비 및 한글학교 운영비 횡령

비쉬켁
한국교육원

한국교육원

라

2011

한국교육원장 관서운영경비 횡령 등

타슈켄트
한국교육원

한국교육원

라

2012

문화홍보관 및 한국문화원 관서운영경
비 등 횡령

주러시아
한국문화원

한국문화원

다

2012

자녀학비 보조수당 횡령 등

주러시아
한국문화원

한국문화원

다

2012

문화홍보관 관서운영경비 사적 사용 등

주싱가포르대사관
문화홍보관

문화홍보관

나

2012

한국학교 교비 사적사용 등

주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한국학교

한국학교

라

2013

관서운영경비 횡령 및 허위보고

주칠레대사관
무관부

무관부

다

2013

관내출장 여비 횡령 및 부당 집행

주말레이시아대사
관 무관부

무관부

나

2013

관서운영경비 등 횡령 및 허위 보고

주아르헨티나
한국교육원

한국교육원

다

2014

자녀학비보조수당 부당 수령

주태국대사관

대사관

나

2015

관서운영경비 등 예산 집행 부적정

미국사무소

가

2016

관서운영경비 등 유용

한국교육원

다

2017

공사대금 횡령 및 사적 업무 부당지시

대사관

라

계

17건

주뉴욕총영사관
전국시도지사협회
미국사무소
주아르헨티나
한국교육원
주파라과이대사관
15개 기관

출처: 감사원 홈페이지 www.ba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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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건의 전반적 특징
위 표를 보면 회계부정 건수는 2012년을 기점으로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매년 적발되고 있으며, 사례의 대다수(10건, 59%)가 관서운영경비를 대상으
로 발생하고 있어 관서운영경비 지출 절차에 큰 허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목록의 기관 유형을 보면,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비하여 한국문
화원, 한국교육원 등 공관 부속기관은 기관 수나 주재 인원이 적은데도, [표
3-11]과 같이 총 17건 중 대사관 및 영사관에서 발생한 사건은 각각 2건 및
1건에 불과한 반면58) 한국교육원 및 한국학교가 7건, 한국문화원 및 문화홍
보관이 4건을 차지하고 있어 부속기관들의 회계부정 발생의 심각성이 상대
적으로 높음이 드러난다59).
[표 3-11] 부처별 소관 회계부정 건수
(단위: 개, 건)
외교부
소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방부

대사관

(총)
영사관

기타
(분관 등)

한국
교육원

한국
학교

한국
문화원

문화
홍보관

무관부

기관 수

115

46

22

41

34

32

9

75

사례 수

2

1

1

6

1

2

2

2

그렇다면 근무․행정 여건이 좋은 선호지역과 그렇지 못한 곳 간에는
차이가 있는가? 여건이 좋은 영국, 프랑스 등의 가급 지역부터 여건이 열악
한 비쉬켁(키르키스스탄), 타슈켄트(우즈베키스탄) 등의 라급 지역까지 볼
때 지역 등급과 횡령사건 발생 빈도 간에는 [표 3-12]와 같이 일관된 관련
58) 다만 이것은 회계부정 사건에 국한된 것이고, 기타 회계처리 부적정 사례들
은 대사관 및 총영사관에서도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대사관 등의 회계업무에
문제가 없다고는 할 수 없음([표 3-10]을 보면 재외공관 회계사항이 119건임)
59) 앞의 [표 3-9]의 소관기관별 사건 수 대비 회계사항이 차지하는 비율에 주목할
필요. 외교부의 경우 계 419건 중 회계사항은 200건으로 47.7%를 차지하는 반면, 교
육부의 경우 41건 중 40건(97.5%), 문화체육관광부는 23건 중 20건(87.0%)이 회계사
항이고, 국방부의 경우에는 7건 모두가 회계와 관련된 문제임. 이를 보면 해당 부처
들이 회계업무와 관련 외교부에 비해 더 큰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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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없어 보인다. 오히려 인터넷 사용 등 행정 여건이 열악한 라급지보다
가급지나 다급지에서 더 높은 비율로 사건이 발생하였다60). 이를 보면 지역
적인 여건보다는 부속기관이 재외공관과는 다른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회계부정 발생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짐작된다.
[표 3-12] 지역 등급별 회계부정 건수
(단위: 개, 건)
지역구분

가급

나급

다급

라급

공관 수

18

60

36

69

사건 건수 (%)

3 (17%)

4 (7%)

6 (17%)

4 (6%)

비고

한국교육원 2
미국사무소 1

대사관 1
총영사관 1
문화홍보관 1
무관부 1

한국교육원 2
한국문화원 2
문화홍보관 1
무관부 1

대사관 1
한국교육원 2
한국학교 1

다. 분석 대상 사례 선정
회계부정과 같은 범죄의 경우 최대한 은폐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적발된
사건들의 확률적 빈도 분석의 방법으로는 현상을 제대로 설명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중요한 측면들을 포착하기가 오히려 어려울 수 있다. 하나의 사례
라도 그것을 발생 가능하게 한 체계적 허점을 드러내어 보여준다면, 다른 공
관에도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드러나지 않았을 뿐 그러한 허점이 유사
하게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분석할 가치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위
17건의 회계부정 사례 중 의도적 표본추출(Jugement Sampling)의 방법으로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 유의미하다고 판단되는 대표 사례를 선정하여 분
석의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60) 감사원에서는 재외공관 감사시 가급적 가～라 급 공관을 고르게 선정하고
있으며 ‘특수지 재외공관 운영실태’ 등 격오지에 위치한 공관을 집중 감사하기
도 하는 바, 라급지에 대한 감사 자체가 적게 실시되어 적발 건수가 적은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분석대상 감사결과보고서 12건([표 3-8]) 중 감사대상 공관의
목록이 공개된 10건에 있어 감사원에서 방문한 재외공관의 수는 총 195개(누적)로,
이를 지역별로 구분하면 가급 31개, 나급 65개, 다급 48개, 라급 51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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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본 사건들의 전반적인 특징에 기초할 때 재외공관 자체보
다는 한국교육원 등 타부처 소관 재외공관 부속기관에서 관서운영경비를
지출하는 경우에 회계적 취약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교
육부 소관 한국교육원,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한국문화원의 사건을 각각
분석 사례로 선정하되, 사건의 중요도를 고려하는 한편 고질적인 문제가
감지되는 사례를 연구 대상으로 하기로 한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해당
기간 중 유사 사건이 재발하고 비교적 최근에 발생한 주아르헨티나한국
교육원61)(및 감독책임이 있는 주아르헨티나대사관)과 2건의 회계부정 사
건이 동시에 발생한 주러시아한국문화원62)(및 감독책임이 있는 주러시아
대사관)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다.
한편, 비교 분석 대상으로 재외공관 자체에서 발생한 사건인 주상하
이총영사관 및 주파라과이대사관의 사건을 분석 사례로 선정하기로 한
다. 상하이 사례의 경우 행위 기간이 10년 이상으로 길고 금액도 5억여
원으로 거액인 사안이다. 당시 해당 기관에서 별도의 심각한 기강해이
사건이 불거져 큰 물의를 일으키며 외교부의 내부통제에 경종을 울린 바
있으나, 오히려 기강해이 사건으로 인하여 동 회계부정 사건은 상대적으
로 크게 주목받지 못하여 깊이 다루어진 바가 없다. 그런데 최근 주독일
대사관에서 유사한 규모와 양상을 보이는 회계부정(횡령) 사건63)이 발생
한 바, 이는 대형 공관에 대한 외교부의 회계처리 내부통제에 여전히 허
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비록 시일이 많이 경과하긴 하였으나
주상하이총영사관의 사례를 세 번째 분석 대상으로 하여, 대형공관 회계
부정 행위의 행태를 살펴보고 나아가 한국교육원이나 한국문화원 같은
소규모 기관과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알아본다.
61) 2016년 감사시 주아르헨티나한국학교도 회계집행 부적정으로 적발됨
62) 위 2건 외에 회계집행 부적정 사안이 추가로 있으며(필요시 함께 분석)
2016년까지 총 4명의 한국문화원 원장이 모두 파면․징계 등 처벌되는 등 문제
가 고질적으로 반복
63) 이 사건은 감사원이 아닌 외교부 자체감사에서 적발된 사안이고 아직 처리
단계에 있어 분석 대상으로 하기에는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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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최근에 적발된 주파라과이대사관의 사례를 통하여 주상하이총
영사관 이래 외교부의 감독 강화 노력에도 회계부정이 여전한 원인을 찾
아보고, 소규모 기관이라도 외교부 직속인 대사관과 타부처 소속인 교육
원 간에 취약지점에 있어 어떠한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는지를 살펴본다.
[표 3-13] 선정된 분석대상 사례
번호

적발
시기

사례 내용

1-1

관서운영경비 등 횡령 및 허위 보고

2013

1-2

관서운영경비 등 유용

2016

2-1

자녀학비 보조수당 횡령 등

2012

2-2

문화홍보관 및 한국문화원 관서운영
경비 등 횡령

2012

Case 3

관서운영경비 횡령

2009

Case 4

공사대금 횡령 및 사적 업무 부당지시

2017

Case
1

Case
2

제 3 절

발생기관

기관유형

주아르헨티나
한국교육원

한국교육원

주러시아
한국문화원

한국문화원

주상하이
총영사관
주파라과이
대사관

총영사관
대사관

연구의 분석틀

1. 분석변수 및 하위변수
본 연구에서는 재외공관의 내부통제의 문제점을 효과적이고 객관적
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앞서 2장에서 설명한 INTOSAI의 「공공부문 내
부통제 기준 가이드라인」64)의 통제프레임워크 모델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부통제 체계를 구성하는 기본 원칙인 “5대 내부통제 구성요소((5
Components)”를 분석변수로 설정한다. 또한 각 사례들이 분석변수를 충
족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위 모델에서 각 구성요소
의 실천 항목으로 제시된 “17개 실행원칙(17 Principles)”을 재구성하여
64) INTOSAI GOV 9100 - Guidelines for Internal Control Standards for the
Public Sector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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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변수로 설정한다. 특히 구성요소 중 핵심을 이루는 ‘통제활동’에 있
어서는 구체적인 분석을 위하여 해당 부분을 보다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
는 GAO의 「연방정부 내부통제기준」65)의 ‘통제활동 점검사항’을 적용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설정한 분석틀은 [표 3-14]와 같다.
[표 3-14] 분석틀의 분석변수 및 하위변수
분석변수

하위변수

(구성요소)

(실행원칙)
윤리적 문화

통제
환경

권한과 책임은 명확한 구분과 적절한 배분 필요

적절한 인력운용

고용, 교육, 평가, 배치 등에 있어 적절히 운용

리스크 식별
리스크 평가

평가

리스크 수용도 평가
인적자원 관리

활동

통제활동

직무 분리

설계

물리적 통제
기록 작성․관리
IT 통제 설계

이행관리 설계
정보 및

양질의 정보 구축 및 활용

의사소통

대내외적인 정보 교류

모니터링

조직 전체가 윤리적 가치 표방, 최고 관리자는 이를 지지

권한과 관리 책임

리스크

통제

세부내용

조직에 발생 가능한 위험이 무엇인지 파악
조직에 발생 가능한 위험의 크기와 확률을 평가
예측되는 위험에 대한 수용 가능 정도를 평가
적합한 직원 배치, 인센티브 및 책임 부여
권한 및 책임 분리, 불가능시 대안 마련
취약 자산, 기록 등에 대한 접근 제한, 주기적 감독
업무 내역을 정확하게 즉시 기록, 문서화
보안, 접근 제한, 데이터 자동 점검 등 전산시스템
운용상의 통제 구축
통제책임 및 통제활동 점검 의무를 규정화
필요 정보 정의, 정확하고 적시적인 정보 구축 및 활용
적정한 보고 및 전파 체계 운용

상시 모니터링

내부통제 체계 자체의 적정성에 대한 상시 점검

개별 평가

개별 사안의 적정성 등에 대해 필요시 점검, 평가

65) GAO-14-704G Standards
Government (09, 2014)

for

Inte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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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in

the

Federal

2. 분석 체계
본 연구는 앞서 제2절에서 선정한 대표사례들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의 취약 지점을 찾아내되, 사례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대조하여 재외
공관의 여건에 따른 취약지점의 차이까지 탐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위와 같은 연구 분석 체계를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 3-1]과 같다.
[그림 3-1] 연구 분석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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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내부통제 구성요소별 회계부정 사례 분석
제 1 절

재외공관의 내부통제 체계

1. 재외공관의 내부통제 관련 규정
외교부는 재외공관의 회계업무와 관련하여 내부통제라는 용어를 규
정에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업무처리의 적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업무처리 절차와 방법 등 실질적으로 내부통제에 해당하는 규정을
제정․운용하고 있다.
재외공관의 회계업무는 모든 국가기관에 적용되는 「국가재정법」과
「국고금관리법」을 근간으로 하여 기획재정부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준수하
여야 하며, 외교부 소관 법령 및 자체 지침인 「재외공관 수입금 등 직
접 사용에 관한 법률」 및 「재외공관 회계사무처리규정」, 「재외공관
회계업무 처리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표 4-1). 이 규정들은 외교
부 직원들 뿐만 아니라 타 부처에서 파견된 주재관들에게도 적용된다.
[표 4-1] 재외공관 회계사무 관련 주요 규정
구분
법령
훈령
예규
내부지침

명칭
재외공관 수입금 등 직접 사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 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재외공관 회계사무처리규정
외교부 회계관계직원 재정보증 규정
외교부 공무원 수당 등 운영에 관한 지침
재외공관 청사∙관저 및 직원 주택 임차 등에 관한 규정
외교네트워크 구축비 집행지침
재외공관 회계업무 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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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외교부는 재외공관의 업무를 통제․관리하기 위하여 [표 4-2]
와 같이 「외교부 자체감사규정」, 「재외공관 자체점검에 관한 지침」,
「재외공관 보고규정」, 「외교부 일상감사 실시 지침」 등의 규정을 마
련․운용 중이다.
[표 4-2] 재외공관 감독 관련 주요 규정
구분

명칭
외교부 자체감사규정

훈령

재외공관 자체점검에 관한 지침
재외공관 보고규정
외교부 일상감사 실시지침
재외공관장 통합성과평가 지침

예규

외교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

한편, 위와 별도로 타 부처에서는 소관 업무를 위한 별도 규정을 보
유하고 있는데, 교육부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재외한국교육원 회계업무처리지침」 등을, 문화체육관광부는 「재외한
국문화원장·문화홍보관 활동지원 및 관리규정」 및 「재외한국문화원·문
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등을 운용 중이다.
[표 4-3] 재외공관 관련 타부처 소관 규정
구분

명칭
법령

교육부

문화체육
관광부

지침
훈령
지침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재외한국교육원 회계업무처리지침
재외한국학교 회계업무처리지침
재외한국문화원장·문화홍보관 활동지원 및 관리규정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
재외문화원 회계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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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외공관의 내부통제 구조
위 규정들은 서로 맞물리면서 다층의 내부통제 구조를 형성한다. 이
를 제2장에서 설명한 IIA의 3단계 방어선 모델([그림 2-7])을 적용하여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 4-1]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그림 4-1] 재외공관의 내부통제 구조

적정한 회계집행을 보장하기 위한 1차 방어선은 바로 회계업무를 담
당하는 부서장(출납공무원)이다. 출납공무원은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
하고 상부에 보고하며 그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지며, 업무가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보조 직원을 관리․감독한다. 한국교육원․한국문화원 등 부
속기관의 장도 출납공무원을 겸직하고 재외공관장의 총괄 지휘 하에 있
으므로 1차 방어선에 해당된다.
출납공무원을 감독하는 2차 방어선은 재외공관장이다. 재외공관장은
공관의 회계업무를 포함한 조직 운영 및 각종 사무의 관리 감독을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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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해당 업무집행에서 비롯될 수 있는 각종 리스크를 방지할 책임을
진다. 이를 위하여 재외공관장은 공관 내 업무집행에 대해 주기적으로
본부에 보고하며, 정기․수시로 자체 점검을 실시한다.
외교부 본부는 재외공관의 사무를 감독하는 3차 방어선의 역할을 한
다66). 본부는 재외공관 운영 원칙과 관련된 지침 등 내규를 제정하여 운
영하고, 재외공관에 배치될 인력을 선발하여 교육하며, 재외공관에서 사
용하는 전산시스템 등 행정적 기반을 구축하여 제공하는 한편 재외공관
의 예산을 편성․배정한다. 그리고 재외공관들으로부터 업무처리 및 회
계집행 내역, 자체점검 결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아 관리한다.
재외공관의 업무는 위와 같은 3단계 내부통제 구조를 거쳐 수행되
며, 이에 더하여 외교부 자체감사실에서는 정기․수시 감사를 통해 전반
적인 적정성을 검토하고 비위사실 등 발생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한다.
한편, 외부 감사기관(감사원, 국정감사 등)도 감사를 통해 재외공관
을 포함 외교부 업무의 적정성을 점검한다. 외부감사의 결과는 대외로
공표되며, 범죄 사실 발견시에는 사법기관이 개입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
한 내부통제의 개념은 조직 내에서 자체적으로 행해지는 통제의 단계까
지를 의미하며, 감사원 등 외부기관이 개입되는 단계부터는 외부통제의
영역으로 본다.

66) 원래의 3단계 모델([그림 2-7])에서는 내부감사(자체감사)가 3단계 방어선을
형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재외공관의 경우 외교부본부가 내부통제 핵심 관
리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그림 4-1]에서는 외교부본부를 3단계 방어선에
위치시켰음. 내부감사의 역할도 내부통제의 핵심이라 보면, 이를 4단계 방어선
이라 볼 수도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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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사례 분석
1. 사례 개요
가. Case 1: 주아르헨티나한국교육원(2013, 2016)
주아르헨티나한국교육원에서

교육원장(재직기간:

2010.

12.～2013.

11.)이 관서운영경비 및 사업비 등을 집행하면서 수 차에 걸쳐 시장환율
과 공식환율의 차이를 이용, 위 경비 등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시장환율
로 환전하고서도 공식환율로 환전한 것처럼 허위로 기록․보고하고 환전
차액을 개인용도로 사용(6차례, 계 미화 9,005달러67))하였다가 2013년 감
사원 감사에서 적발되었다(Case 1-1).
또한 2016년에는 교육원장(재직기간: 2015. 8.～2016. 9.)이 관서운영
경비 등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자신의 집무실 금고에 보관하고 이를 현금
으로 집행하면서 현금출납부도 작성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개
인 신용카드 대금, 지인이 빌려달라고 요청한 금액 등을 보관 중인 현금
에서 무단 인출하여 사용하는 등 사적으로 사용(9차례, 계 1,200달러 및
42,562페소68))하였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되었다(Case 1-2).
나. Case 2: 주러시아한국문화원(2012)
주러시아한국문화원에서 문화원장(재직기간: 2006. 1.～2010. 2.)이
2018. 1월 자녀 3명에 대한 자녀학비 보조수당(52,607달러)이 중복지급되
자 이를 반납하지 않고 개인자산(토지) 취득에 사용하고, 2009. 9월과 11
월에는 보조수당 금액의 유로화/미화 환산율을 허위로 기재하여 정당 금
액보다 더 많이(9월 8,113달러, 11월 2,664달러) 지급받는가 하면 10월에
는 다시 중복지급을 노리고 보조수당(38,158달러)을 중복 지급요청하였
67) 이하 기술하는 달러는 모두 미화임
68) 당시 환율로 원화 계 454만원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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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 2012년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되었다69)(Case 2-1).
또한 문화홍보관이자 차기 한국문화원장(재직기간: 문화홍보관 2008.
2.～2010. 2., 겸임 2010. 2.～2011. 3.)은 재직기간 동안 양 기관의 행정직
원 인건비를 부풀려 허위 지급결의하고 차액을 챙기는 방법으로 비자금
(문화홍보관 38,660달러, 한국문화원 12,742달러)을 조성하여 사적인 용도
등에 사용하고, 전국 온라인게임 행사 등 3개 행사를 개최하면서 용역계
약서 및 지급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비자금(29,954달러)을 조성하여
사적인 용도 등에 사용하였다가 역시 2012년 감사원 감사에 적발되었다
(Case 2-2).
다. Case 3: 주상하이총영사관(2009)
주상하이총영사관에서 총무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 보조자(행
정직원, 재직기간: 1999. 9.～2009. 4.)가 은행출금의뢰서를 위조하는 방법
으로 총 47회에 걸쳐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 및 외교통상부(현 외교
부) 소관 관서운영경비 계 386,037달러70)를 인출하여 본인의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가 2009년 감사원 감사에 적발되었다.
라. Case 4: 주파라과이대사관(2017)
주파라과이대사관에서 3등 서기관의 직위에 있는 관서운영경비 출납
공무원(재직기간: 2015. 8.～2018. 1.)이 2015년 말 청사 경비실 공사를
하면서 공사대금 잔액을 수표로 발행하여 행정직원을 시켜 현금으로 인
출한 뒤 일부(8,000달러)만 지급하고 일부(10,000달러)는 사적으로 임의
로 사용하고, 2016년 초 민원실 지붕공사를 하면서 공사 선급금(10,000달
69) 이 사람은 2007～2008년에 관서운영경비 120,762달러(67건)를 지출결의서 없이
집행하고 출장가지 않고 수령한 여비 1,700달러도 반납하지 않았으며 업무추진비
1,423달러(9건)에 허위 영수증을 첨부하는 등 회계업무를 부당처리하였다가 2009년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되어 징계를 받았는데도 이후 이 같은 행위를 저지름
70) 당시 환율로 원화 5억1,535만 원 상당

- 51 -

러)을 중복으로 인출(방법 동일, 수표를 발행하고 행정직원을 시켜 현금
으로 인출)하여 사적으로 임의로 사용하였으며, 상급자인 참사관은 위
행위자의 행위를 검토하지도 않고 결재하는 등 감독을 태만히 하였다가
2017년 감사원 감사에 적발되었다.

2. 내부통제 구성요소별 문제점 분석
가. 통제환경(Control Environment)
▪ 윤리적 문화

하위

▪ 권한과 관리 책임

변수

▪ 적절한 인력운용

윤리적 문화
통제환경이란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한 규율과 구조를 제공하는 기
초로서, 조직 및 그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청렴과 윤리의 가치를 그
핵심으로 한다. 이러한 가치는 「외교부 공무원 행동강령」등에 부당이
득 수수 금지,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등 공직자 개개인의 청렴성을 규
율하는 조항으로 구체화되어 있다. 또한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은 공
관장 및 공관직원들의 복무기강과 업무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다.
[표 4-4] 청렴 및 복무기강, 조직문화 관련 주요 규정
규정 명

외교부공무원
행동강령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주요 내용
◦
◦
◦
-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한 지시 거부,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인사청탁 금지 등
부당이득 수수 금지
이권 개입 금지, 직위의 사적 이용 및 알선청탁 금지 등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외부 강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등

◦ 외교기밀 엄수, 명령복종, 품위유지, 국제법 준수, 영리활동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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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령 및 규정의 준수는 통제환경 구축에 있어 기본에 불과하
며 보다 바람직한 통제환경이 구축되기 위해서는 청렴한 조직 문화의 조
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는 앞서 설명한 ‘부정트라이앵글 이론’의 3
대 부정 유발 요인 중 ‘자기합리화’ 요인과 관련되는 것으로, 조직 문화
가 규정 위반이나 비리에 관대한 상황이라면 직원들은 비리행위를 저지
를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쉽게 자기합리화하여 실제 행위로 나아가게
되고 이에 비리 발생은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INTOSAI 등은
내부통제의 첫 번째 구성요소로 통제환경을 들면서 그 첫 번째 원칙을
조직차원의 윤리적 가치 표방으로 규정하여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 Case 1 및 Case 2를 보면, 회계부정이 관행화되는 등 조
직문화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드러난다. Case 1의 경우, 교육원장
(Case 1-1, 근무기간 2010. 12.～2014. 2.)이 관서운영경비를 환전하면서
적용환율을 실제와 다르게 보고하고 환차액을 사적으로 사용하였다가 징
계를 받았는데 이후 부임한 교육원장(근무기간 2014. 2.～2015. 8.) 역시
환율 차이를 이용하여 의료보험료를 과다 청구하여 수령하여 징계를 받
았는가 하면71), 그 이후 교육원장(Case 1-2, 근무기간 2015. 8.～2016.
9.)도 마찬가지로 현금을 부적정하게 관리하면서 사적으로 사용하여 징
계를 받는 등, 잇다른 회계사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직 차원의 쇄신 의
지가 없이 회계부정이 관행화되어 있다.
Case 2의 경우에도 2009년 당시 문화원장(근무기간 2006. 1.～2010.
2.)이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는 등 회계업무를 부실하게 처리하여 징계를
받았는데, 인사권을 갖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해당 직원을 징계
(정직) 처분만 하고는 교육원장 직위에 그대로 두었다. 부정행위자에 대
한 이러한 관대한 처벌은 동일인이 이후 또다른 부정(Case 2-1)을 저지
르는 원인을 제공하였으며, 회계부정을 가볍게 여기는 문화를 조성, 해당
자 파면 이후 새로 임명된 문화원장(Case 2-2, 근무기간 2010. 2.～2011.
3.)이 임명 직후부터 행정직원에게 지시하여 적극적으로 비자금을 조
성72)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71) “주아르헨티나교육원 민원조사 결과”,(교육부, 201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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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3은 조직 전체의 윤리적 수준이 더욱 심각히 저하된 경우로,
당시 해당 관서에는 소위 “상하이 스캔들73)”로 알려진 심각한 기강해이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조직 전체의 분위기가 이러한 상황에서 윤리적 기
강은커녕 직원들에 대한 정상적인 지휘 감독조차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
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조직문화 및 근무상황은 잠재적 부정행위자에게
자신의 행위에 대한 정당화 명분 또는 행위 기회를 주어 부정을 저지를
확률을 크게 높이게 된다.
Case 4는 조직이 동료직원을 존중하지 않는 상명하복의 갑질 문화를
갖고 있는 사례이다. 회계부정을 저지른 행위자(3등 서기관)는 같은 기
간 동안 자신의 개인주택 화장실공사를 하면서 대사관 사무행정보조인
행정직원을 마음대로 자신으로 집으로 출근하도록 명령하여 공사 감독업
무를 하도록 하는 등 부당한 대우74)를 하곤 하였는데, 평소 이러한 갑질
문화가 있었기에 공사비를 횡령하면서 행정직원들에게 지급결의서를 임
의로 수정하도록 하는 등의 잘못된 지시를 거리낌없이 내리고 행정직원
들은 반발하지 못하고 그러한 지시를 이행하게 되었던 것이다. 한편, 이
사례의 행위자에 대해 감사원에서는 해임 요구를 하였는데, 외교부는 정
상참작 등의 사유를 들어 감봉(경징계) 처분으로 종결하였다. 이는 횡령
이나 갑질 등의 심각한 비윤리적 사안에 대한 외교부의 안이한 인식과
소속 직원에 대한 온정주의적 태도를 여실히 보여준다. 감독자의 윤리적
기준이 이렇게 낮은 통제환경은 잠재적 부정행위자의 동기를 강화75)시
켜 회계부정 발생 리스크를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된다.
72) 이 자는 주러시아대사관한국문화원장 임명 전 주러시아대사관에서 문화홍
보관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전임 원장이 해임된 사유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조심하기는커녕 임명 직후부터 회계부정을 저지름
73) 주상하이총영사관에서 외교 간부들이 영사 업무를 보조하던 중국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외교기밀을 누출한 사건
74)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제8조에 행정직원에 대한 사적인 업무지시 금지 명시
75) 제2장에서 설명한 Zabihollah Rezaee의 회계부정 대응전략(예방․적발․교
정) 중 교정 부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임. 회계부정 행위자는 적발시의
손해와 적발되지 않았을 경우의 이익을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비교하여 행위
여부를 결정하는데 적발되어도 손해(처벌)가 크지 않다면 행위 동인이 증가함

- 54 -

권한과 관리 책임
한편, 위 사례들은 인력 운용 및 권한과 관리 책임에 있어서도 문제
가 있음을 보여준다. Case 1과 Case 2의 경우, 타부처 파견 주재관들은
외교부가 임용 권한을 가지나 예산은 원소속 부처로부터 지원받고 실질
적인 업무 보고 등도 원소속 부처에 우선적으로 하며 차후 근무평정도
원소속 부처에서 평가받고 있어76) 공관장이 이들을 지휘․통제하기가
쉽지 않다. 반면 원소속 부처에서는 이들에 대하여 일상감사나 현지 감
사를 거의 하고 있지 아니하여 통제가 느슨한 상황77)이다. 그런데 규정
상 이들에 대한 최종 관리 책임은 재외공관장(대사)에게 있고78), 회계부
정 등 비위가 발생하면 소관 대사관 및 외교부가 비난의 대상이 된다.
이와 같이 예산 소관 부처별 권한과 관리 책임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않고 경계가 불분명한 상황이 통제상의 맹점을 초래하고 있다.
적절한 인력 운용
외교부는 공관 직원들의 역량 강화 및 소양 배양을 위하여 공관 파
견자를 대상으로 직급에 따라 공관장 과정(3주), 재외공관 발령자과정(2
주) 등 공직가치, 직무능력, 외교역량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
며, 주재관․무관들에게도 역시 파견 전 교육(2주)을 실시하여 외교관으
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79).
그리고 적정한 인력을 원칙에 따라 공관에 배치․운용하기 위하여
전공분야, 외국어구사능력, 기존 보직경로 및 근무경력 등을 공관배치 기
준으로 정하고80) 있으며, 현지에서 채용하는 행정직원81)에 대하여도 채
76) 「재외 한국문화원장·문화홍보관 활동지원 및 관리 규정」(문화체육관광부
훈령), 「교육부 인사운영규정」(교육부훈령) 등
77) Case 1의 경우 교육부는 현금 관련 회계사고가 이미 발생한 바 있는데도
해당 기관에 대해 현금출납부 작성 여부를 확인하거나 보고하도록 하지 않았고
공관을 통한 금고검사도 하지 않고 내버려둠
78) 「재외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11조의2
79) 「2018년 외교부 교육훈련계획」, 국립외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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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히 규정82)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기관에서는 해외 파견을 보은성 인사로 인식, 교육원이
나 한국학교에 교육 업무 경험이 있는 교육자 출신보다는 교육부 출신들
이 임용되고 있으며, 파견자들은 재외공관 근무를 함에 있어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기보다는 쉬러 오는 곳으로 여기는 분위
기83)가 있어 기강이 해이해지기 쉬운 상황이다.
또한 외교관들의 경우 2～3년 근무하고 떠나므로 장기 근무하는 현
지 거주 행정직원에게 실무를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대형 회계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Case 3의 경우 행정직원 1명에게 관서운영경
비 출납공무원의 보조자 직을 10년 동안이나 맡기면서84) 교육부와 외교
부 2개 부처 소관 관서운영경비 지출 업무를 일임하게 하였는데, 해당
행정직원은 하필 거액의 채무를 지고 있어 부정행위를 저지르고자 하는
동인이 큰 사람이었다. 반면 책임자인 출납공무원은 언어 특채자로 총영
사관 배치 전까지는 회계업무를 해 본적이 없던 사람이었다85). 관리책임
자의 업무기량 부족 등으로 위험도가 높은 특정인에게 과도하게 의존하
는 상황이 됨으로써 부정행위에 대한 견제가 되지 아니하였는데, 이는
해당 조직이 내부통제에 대한 인식과 개념이 전혀 없이 인력을 배치․운
용하였음을 보여준다.

80) 「외무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 훈련·소환에 관한 예규」(외교부 예규), 2018. 10. 19.
81)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로서 일반직(행정보조, 운전원,
요리사 등, 행정직원의 94.5% 차지), 전문직(통번역, 외교활동 지원 등), 선임연
구원(전문적인 정보수집, 분석•조사, 연구보고서 작성 등)으로 구분
82)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외교부 훈령), 2018. 12. 5.
83) “해외 한국교육원, 파견 공무원 배만 불린다” (2014. 10. 01.), 한국일보
84) 최근 적발된 주독일대사관의 횡령 사건도 행위자가 행정직원으로서 관서운
영경비 출납공무원의 보조원으로 장기 재직(4년) 하였음
85) “재외공관 회계업무 담당자 지정 및 감독시스템 미비”, 「외교통상부 및 재
외공관 운영실태」(2009. 11.),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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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리스크 평가(Risk Assessment)

하위
변수

▪ 리스크 식별
▪ 리스크 평가
▪ 리스크 수용도 평가

리스크 평가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조직 관리 및 문제 대응을 위하
여 조직이 처한 상황에서 발생가능성이 높은 리스크가 어떤 것인지 정
의․식별하고 이러한 리스크가 실제로 발생한다면 조직에 얼마나 큰 위
험을 초래하게 될 것인지 및 해당 리스크가 발생한다면 조직에서 이를
어느 정도나 감내할 수 있을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공공부문에는 아직 체계적인 리스크 평가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으며, 회계통제 관점에서는 자체감사기구의 일상감사를 통한 사
전 지출점검 정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박희정 등, 2013).
리스크 식별
재외공관의 회계집행과 관련된 리스크는 「외교부 일상감사 실시지
침」(외교부 예규)과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외교부 예규)에 어느 정도 드러난다. 위 일상감사 실시지침
제4조는 업무 처리 전에 사전 감사를 받아야 할 대상으로 총사업비 기준
으로 5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제조·구매, 용역, 시설공사, 그 밖에 수의계약에 의한 경우 등을 규정하
고 있는 바, 이는 이러한 사업들이 회계위험이 높은 우선적 관리 사항이
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위 범죄고발지침 제5조는 보다 직접적으로
‘업무 특성상 비위 발생 빈도가 높거나 높을 것으로 우려되는 업무’를 적
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인가․허가․승인 등 업무, 계약 관련 업무,
각종 회계 출납 관련 업무, 여권 및 사증 발급 관련 업무로, 이들에 대하
여는 고발 등 특히 엄정히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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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비록 외교부가 위와 같이 회계부정의 발생 위험이 높은 사항
들을 명시하고는 있으나, 이것들은 발생 가능한 리스크별로 위험도를 분
석하거나 유발 요인을 분석하는 등의 체계적인 평가를 거쳐 마련된 것이
아닌데다, 범죄고발지침의 내용은 사실상 대부분의 회계업무를 포괄하고
있어 선언적 효과만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큰 쓸모가 없다.
일상감사 실시지침의 경우에는 실제로 이에 근거하여 사전감사가 수
행되므로 일상감사 대상을 정의하는 것이 리스크 정의로서의 의미가 없
지는 않다. 그러나 지침의 내용이 타 기관과는 상이한 재외공관의 특수
성이 반영되지 아니하고 일반적인 중앙 부처의 일상감사 대상 선정 기준
과 대동소이하여 회계부정 예방의 효과가 의문이다. 횡령 등 회계부정이
집중된 관서운영경비 지출, 수당 지급 등은 사전감사의 사각지대에 있고,
Case 1～3 모두에서 볼 수 있듯 재외공관의 사건들은 대체로 한 번에
큰 지출이 발생하는 대신 소액의 회계부정이 장기간 반복되는 경향이 있
기 때문이다.

또한 위 지침은 외교부 소관 예산에만 적용되어, Case 1

및 Case 2와 같이 타부처 예산의 경우 예산을 교부한 부처가 관리감독
책임을 지므로 외교부의 일상감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한편, 위 두 사례의 경우 한국교육원장․한국문화원장 등이 많은 전
결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회계사고의 우려가 높고 실제로 종종 발생하여
왔으므로 소관 관서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회계적인 리스크를 사전에 정
의하고 이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할 책임은 1차적으로 해당 부처에 있다
고 생각된다. 그런데 교육부의 경우, 회계사고 발생을 방지하고자 2011년
도에 「재외한국교육원 회계업무처리지침」을 제정한 바 있으나 업무 처
리시 준수해야 할 절차를 설명하는데 그치고 있을 뿐 관서 고유의 리스
크가 정의되어 있지는 않으며, 이와 같은 상황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재
외문화원 회계처리지침」에 있어서도 대동소이하다.
리스크 평가 ․ 리스크 수용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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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함에 있어 조직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리스크를 완벽하게 방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거나 적절
하지 아니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거나 업무
의 자율성이나 효율성이 매우 저하될 수 있다. 내부통제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조직 관리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인 바, 리스크를 완벽하게 방
지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투입비용 대비 가장 합리
적이고 적절한 수준의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어떤 대응책이 필요한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계가 리스크
식별(정의)이라면, 해당 대응책이 어느 수준으로 이행되어야 하는지를 판
단하기 위한 단계가 리스크 평가 및 리스크 수용도 평가이다. 리스크 평
가란 식별된 각각의 리스크에 대하여 그 크기(정도)와 발생 확률을 가늠
하는 것을 의미하고, 리스크 수용도 평가란, 각각의 리스크에 대하여 조
직이 어느 정도까지는 용인할 수 있는지(리스크 발생 방지를 위한 자원
투입을 하는 대신에 발생하도록 두는 한계)를 사전에 정해두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공공부문에는 아직 체계적인 리스
크 평가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으며 이는 외교부도 그러한 바, 업무
추진 과정에서 구체적인 리스크 평가 및 수용도 평가는 행해지고 있지
아니하다. 이 부분은 전 정부적으로 내부통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도입되어야 할 영역이다.
다만 외교부의 경우 타 국가기관에 비하여 회계부정이 자주 발생하
는 만큼, 방지 대책 등을 마련함에 있어 조직이 안고 있는 리스크가 무
엇인지 및 그 크기와 발생 확률 등은 어떠한지 등을 보다 객관적으로 사
전 검토하여 대책 마련에 반영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재
외공관에서 발생하는 모든 1차적 책임은 결국 공관장에게 있는 만큼, 외
교부는 교육부 등 타 유관 부처들과의 소통(업무협력)을 통하여 리스크
를 공동으로 정의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해 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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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통제활동(Control Activities)
▪ 통제활동 설계

① 인적자원 관리 ② 직무 분리 ③ 물리적 통제 ④ 기록 작성․관리

하위
변수

▪ IT 통제 설계
▪ 이행관리 설계

통제활동이라 함은 조직 목표를 달성하고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및 절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조직 전반에 걸쳐 모든 단계에서 모든
기능에 대해 수행되어야 하고, 탐지적이고 예방적인 활동 모두를 포괄한
다. 탐지활동과 예방활동 간에는 균형이 필요하며, 통제활동에 대한 필수
적 보완물로 시정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86).
외교부․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 중인 회계 관련 법령 및
내부지침에는 위와 같은 원칙을 어느정도 반영한 업무 처리 절차가 규정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공관에서는 이러한 원칙과 절차들이 유명무실하
게 무시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절차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
여 감독 규정을 두고 있지만, 감독을 해야 할 기관장과 본부가 오히려
자신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고의로 위반하는 경우가 매년 상당 수 적
발되고 있다.
통제활동 설계 : ① 인적자원 관리
재외공관 인력의 교육․배치 등 인적자원의 양성과 관리는 우선적으
로 외교부본부의 책임이다. 외교부는 재외공관 근무 예정자들을 선발하
면 이들을 대상으로 적정 임무 수행을 위해 갖춰야 할 지식과 소양 등에
대해 국립외교원에서 3주간 교육87)을 실시한다.

86) INTOSAI GOV 9100 - Guidelines for Internal Control Standards for the
Public Sector (2016)
87) 공관장 후보자: 「공관장 과정」, 재외공관 발령 예정자: 「재외공관 발령자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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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회계업무와 관련하여 외교부본부의 태도는 상당히 안이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외공관 운용에 있어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
은 규정에 따라 각종 지급 업무를 하고 행정원을 지도․감독하는 등 핵
심 역할을 하므로 충분한 회계실무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 그런데 외
교부는 3주간의 교육과정 내에 회계 관련 과목을 3～4시간 가량 편성88)
하고 있을 뿐 그 외의 회계교육을 하고 있지 않다. 이 정도 교육만을 받
은 직원(외무공무원)이 재외공관에 파견되어 공관장으로서 회계사무를
총괄하거나 출납공무원으로 임명되어 회계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해당 업무에 능숙치 못한 직원들이 업무보조자로서 회계업무를
오래 처리해 온 행정직원들에게 의존하게 되면서 관리통제가 무용지물이
된다. 이러한 상황이 극단적으로 나타난 것이 Case 3의 사례이고, 최근
적발된 독일대사관의 사건도 같은 예이다. 더욱이 외교부는 2009년 Case
3이 적발되면서 감사원으로부터 회계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
라는 지적을 함께 받았으며89), 그 이후로도 매년 다양한 회계부정 사례
가 적발되고 회계처리 부실과 관련된 수많은 감사지적을 받아 왔다. 그
런데도 외교부는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재외공관 근무 예정자에 대한 교
육 과정을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다90).
또한 재외공관에는 현지에서 공관장이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
(외교부 훈령) 제4조 등에 따라 공관장이 채용하는 행정직원들이 다수
근무하고 있다. 이들의 경우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실제로는 회계업무
를 포함하여 행정사무, 여권․사증업무에 이르기까지 공무원(외교관)들이
해야 할 각종 업무를 처리한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서도 회계실무 등 행
정업무에 대한 기본 교육과 공직윤리 등 소양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마땅
한데도 외교부는 그러한 인력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
88) 공관장 후보자: ‘공관 예산․회계․인력관리’, 재외공관 발령 예정자: ‘재외
공관 예산 및 행정관리’
89) “재외공관 회계업무 담당자 지정 및 감독시스템 미비”, 「외교통상부 및 재
외공관 운영실태」(2009. 11.), 감사원
90) 「2019년 외교부 교육훈련계획」, 국립외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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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고금 관리법」 제45조 및 「외교부 회계관계 직원 재정보
증 규정」 제2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현금출납공무원은 재정보증을 가입
하여야 하는데 외교부는 공관에 위와 같은 사항을 지도하지도 않아 보증
가입도 되지 않은 직원이 현금을 다루고 있어 국고 손실의 위험을 높이
고 있는 상황이다91).
이와 더불어, 장기간 동일인에게 회계업무를 맡길 경우 회계사고의
위험은 매우 높아지게 된다(김광영 등, 2017)92). 외교관들은 3년마다 재
배치되므로 그러한 위험이 사전 차단되나 문제는 배치나 보직 등에 대한
정해진 기준이 없는 행정직원이다. 동일한 행정직원이 회계업무 보조자
로 계속 근무할 경우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외교관)이 변경되더라도
실질적인 위험은 사라지지 않게 된다. Case 3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행
정직원은 10년간 출납공무원 보조로 일을 하였던 것이 좋은 사례이다.
그런데 외교부는 2009년 당시 해당 관서의 직원들에 대한 인사처분 등
일회성 조치만을 하였을 뿐 행정직원의 장기보직 문제를 현재까지도 제
도적으로 개선하지 않고 있다가 2019. 7월 독일대사관에서 유사한 대규
모 횡령사례가 다시 발생한 것을 계기로 이제서야 재외공관의 회계업무
보조 행정직원을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지침을 마련93)하기로 하는 등 뒤
늦은 대응을 하였다.
이렇듯 외교부 본부는 재외공관에서 지속적으로 회계부정이 발생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운용에 있어 안이한 대처를 하고 있는데, 이
는 본부의 직접적 감독이 힘든 재외공관의 지리적 여건과 맞물려 회계부
정을 유발하는 원인 또는 회계부정이 저지되지 않고 있는 원인으로 작용
하는 것으로 보인다.

91) “세입세출 외 현금관리업무 부적정”, 「재외공관 및 외교부 본부 운영실
태」(2018. 5), 감사원
92) 2010～2012년 공금횡령 회계직 공무원의 재직기간 조사 결과 3년 이상
50%, 2～3년 30%, 1～2년 10%, 1년 미만 10% (박희정 등, 2013)
93) “외교부, 재외공관 185곳 회계직원 주기적 교체키로” (2019. 10. 29.), 매일경
제, 한국경제, 연합뉴스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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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활동 설계 : ② 직무분리
직무분리는 직원 상호간 견제를 통하여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내부통제의 기본적 수단으로, 공공부문에도 법률인「국고금 관리
법」 제27조에 재무관, 지출관 및 출납공무원의 직무를 서로 겸할 수 없
도록 명시하고 있다94).
법령에 따른 정상적인 예산 집행 절차95)는 [그림 4-2]와 같이 사업
담당부서에서 사업 계획서 및 예산집행 의뢰서를 재무관에게 송부하면
재무관은 그에 따라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지출관은 원인행위에
근거하여 증빙을 확인하고 출납공무원은 지급명령을 한다. 그러면 금고
(거래은행)에서 채권자의 계좌로 대금이 지급된다. 이는 각각의 단계에
서 권한과 책임을 분리하여, 사업담당자와 재무관, 지출관 등이 정상적으
로 업무를 수행한다면 상호 공모를 하지 않는 한 회계부정을 어렵게 만
드는 시스템이다.
[그림 4-2] 올바른 직무분리 체계

94) 수입금의 경우에도 수입징수관과 수입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겸할 수 없도
록 규정하고 있음(「국고금관리법」 제13조)
95) 「국고금관리법」 제20조～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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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다른 부처에서 관서운영경비는 원칙적으로 건당 500만 원 이
하의 소액 지출에 대하여 정부구매카드로만 집행96)하게 되어 있어 부정
한 사용을 할 확률이 낮은데 비하여, 재외공관의 경우 ‘재외공관 운영경
비’라 하여 재외공관장 책임 하에 공관 관서운영경비에서 각종 사업비․
공사비 등이 지출되고 있다. 또한 인건비도 지출관이 중앙에서 통제하는
것이 원칙97)이나 외무공무원과 주재관의 직원차량보험료, 주책임차료 등
인건비성 경비가 공관 관서운영경비에서 지출되고 있으며, 행정직원 인
건비(기본급, 보조비 등)의 경우에도 예산 편성을 “재외공관 행정직원 역
량강화 사업”을 위한 사업비98)로 편성하고 그 운영을 각 공관에 맡기고
있어, 실질적으로 인건비의 상당 비율이 지출관이 아닌 각 공관의 관서
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을 통해 지출된다. 이와 같이 재외공관의 관서운영
경비는 일반 부처보다 지출 범위가 넓어 출납공무원의 역할이 중요하므
로 직무분리 등 내부통제가 더욱 중요한 상황이다.
그런데 「재외공관 회계사무처리규정」에는 직무분리와 관련하여 재외
공관의 수입금 출납공무원과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은 가급적 동일인
이 겸직하지 않아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지출원인행위자와 출납
업무 담당자를 분리한다는 직무분리의 대원칙99)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직무분리와 관련, 가장 심각성을 보이는 부분이 바로 한국교육원․
한국학교․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등 타부처 소관 재외공관 소속 기관
들이다. 이들의 경우, 소관 부처에서 지급한 예산 및 각종 사업(한국어능
력시험, 한국문화홍보사업 등) 추진을 위한 관련 기관들의 별도 지원
금․수입금이 많은 상황인데도 교육원 41개소 중 37개소, 문화원 32개소

96) 「국고금관리법」 제24조 및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97) 외무공무원 및 주재관의 봉급 및 정근수당은 본부로부터 지급받음
98) 2018 회계연도의 경우 총 1,303억 원
99) 정원이 지나치게 적은 등 부득이한 경우 수입징수관과 수입금출납공무원의
직무, 지출관과 출납공무원의 직무 각각의 겸직은 예외 인정(「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6조), 그러나 재무관과 지출관의 겸직은 예외 조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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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1인 기관인 등 원장이 혼자서 사업을 기획하면서 회계업무도 처
리하고 있다. 이렇게 [그림 4-3]과 같이 사업담당자와 지출원인행위자,
출납담당자가 모두 동일인인 상황에서는 실수나 업무수행능력 부족으로
인한 잘못을 방지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사업비 부풀리기 등의 고의적 부
정행위를 견제할 수가 없어 부정트라이앵글 이론에서 제시한 회계부정의
3요소 중 ‘기회’가 크게 증가100)하고, 잘못된 행위․판단에 대한 비판이
나 피드백을 받을 수 없어 ‘자기합리화’의 덫에 빠지기도 쉽게 된다.
[그림 4-3] 재외공관 부속기관의 직무 미분리 상황

이를 사례를 통해 보면, Case 1-1, 1-2의 경우 교육원장이 소관 사
업을 추진하면서 출납공무원을 겸직하고 있었기에 실제 환전한 내용과
다르게 허위의 환전 및 사업비 집행 기록을 하고 가짜 증빙을 첨부하거
나, 보관 중인 현금을 무단으로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 Case 2-2
의 경우도 동일하게 문화원장이 모든 권한을 갖고 있어 계약서 허위 작
성 등이 가능하였고 본인이 업무를 지시하는 행정직원의 인건비를 직접
지급하다보니 인건비 부풀리기101)까지 가능한 등, 비자금 조성이 매우
용이하였다. 앞의 [표 3-12]에서 볼 수 있듯이 대사관이나 영사관보다
타부처 소관 기관에서 횡령 사건의 빈도가 더 잦은 데에는 이와 같은 별
도 회계집행에 따른 직무 미분리 상황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100) 부정다이아몬드 이론을 적용하면 ‘기회’ 뿐만 아니라 권한이 집중됨으로써
행위를 저지를 ‘능력’도 증가한다고 볼 수 있음
101) 행정직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실제보다 부풀려 허위로 지급결의하고
현금으로 인출하여 정당 금액만 지급하고 차액은 금고에 보관하면서 임의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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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Case 3도 직무분리와 상호견제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인데,
그 양상이 약간 다르다. 앞선 사례들은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 본인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인데 비해 Case 3의 행위자는 출납공무원의 보조
자인 행정직원이었다. 「재외공관 회계업무 처리지침」 ‘Ⅺ. 재외공관 경
비집행’에 따르면 공관 계좌 운영은 반드시 공관장(또는 피위임공관원)과
출납공무원 2인이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행정직원이 현금을 출납하
기 위해서는 총무영사, 부총영사 2인의 자필서명과 재외공관의 대표 관
인102)이 날인된 은행출납의뢰서가 필요하다. 이는 회계집행시 다수의 책
임자가 상호 견제를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 제13조에는 행정직원이 처리해서는 안되는 금지사항으로 “관인의
취급”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위 규정을 위반하여 공관장 또는 부총영사가
날인하여야 하는 위 관인을 위 행정직원에게 아예 맡겨두었다. 또한 이
자는 외교부 소관인 총영사관 관서운영경비 계좌와 교육부(당시 교육과
학기술부) 소관 한국학교 운영비 계좌103)를 혼자 관리하고 있었다. 이로
인하여 위 행정직원은 마음대로 은행출금의뢰서를 작성104)하고 현금을
인출하는 한편 소관이 다른 두 계좌 간 이체를 하는 등으로 행위를 은폐
할 수 있었다. 이 사례는 담당자와 상급자 간 상호 견제를 하도록 설계
된 내부통제체제마저도 잘못된 관인 관리와 감독 부실로 인하여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및 계좌 간 별도 관리자 지정의 필요성 등을 다
시 한 번 상기시켜 준다.
한편, 내부통제 실행원칙에 따르면 부득이하게 직무분리가 불가능할
경우 대안을 마련105)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의 재외공관 예산집행체계
102) “대한민국주상해총영사관재무전용장”이라고 새겨진 관인
103) 교육부로부터 동 계좌로 한국학교 운영경비를 수령하여 이를 상하이한국
학교에 지급함
104) 총무영사 및 부총영사의 자필서명 부분은 기존 서명을 오려 새 은행출금
의뢰서에 붙인 후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허위은행출금의뢰서를 위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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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1인 기관 등 초소형 기관을 위한 적절한 대안이 마련되어 있지 못
한 것으로 보여진다. 투명한 회계집행을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였
으나106), 해당 시스템들은 고의적 부정행위를 견제하기에는 많은 허점을
갖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IT 통제" 단락에서 기술하겠다.
통제활동 설계 : ③ 물리적 통제
물리적 통제란 취약 자산에 대한 접근 통제, 즉 권한있는 자만 해당
자산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대표적인 취약자산
은 바로 현금(또는 상품권 등 현금에 준하는 유가증권)이다.
현금은 부정의 유혹 등 그 위험도가 높아 공공 지출에서 그 사용은
극히 제한된다.「국고금관리법」 제22조는 지출 사무는 채권자 등의 계
좌로 이체함을 원칙으로 하고 정보통신의 장애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
로 계좌이체를 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으
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는 위 불가
피한 사유를 “모든 은행 등의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에 장애가 발생”
한 경우로 정의하고 지급 방법은 국고수표로 지급하되 이 경우 그 사실
을 기획재정부 장관이 즉시 중앙관서의 장, 한국은행 등에 통지하고 일
반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극히 엄
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또한 위 법 제24조는 관서운영경비 지급시 정부
구매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경비의 성질상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지급 등의 방법으
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통령령은 마련하지
아니하여 결국 정부구매카드의 방법만을 허용하고 있다.

105) 지출원인행위자와 출납담당자를 분리하지 않은 것은 엄밀히 말하면 「국
고금 관리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대안 마련보다는 어떻게든 분리하여야 함
106) 교육부, 문화부의 경우 감사원의 「외교통상부 본부 및 재외공관 운영실
태」(2010. 7.) 감사 결과(“한국교육원 및 문화원 등 회계운영체계 부적정”)에
따라 구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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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재외공관의 경우, 현금의 사용 제한이 다소 완화되어 있다. 위
법 제35조는 중앙관서의 장은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고금을 현금
으로 보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즉, 법령으로 따로 정하면 현금
보관 가능), 이에 근거하여 외교부는 「재외공관 회계사무처리규정」(외
교부 훈령)에 재외공관에서 수령하는 자금에 대하여 은행 보관을 원칙으
로 하면서도 “업무능률에 지장이 없는 최소규모로” 하라는 조건을 붙여
현금 보관을 인정하면서, 견고한 용기에 보관, 현금출납부 및 현금보관부
작성 등 관리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위 규정은, 현금사용을 최소화하려는 의도에도 불구하고 오
히려 “현금 사용이 업무능률에 도움이 된다면 사용해도 된다”는 식으로
편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고, 실제로 각 공관에서는 불가피한 경우가 아
닌데도 종종 현금을 사용하고 있다.
재외공관마다 위치한 지역의 특수한 사정이 있을 수 있어 현금사용
을 일괄적으로 금지할 수는 없겠지만, 위와 같은 상황은 회계업무상의
리스크를 크게 높인다. 분석대상 사례에서도 Case 1-1, Case 1-2, Case
2-2, Case 3, Case 4가 모두 현금 인출을 수단으로 하였다107).
Case 1-1은 행위자가 한글날 기념 작품전시회 등의 사업을 추진하
면서 사업비를 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하고 전액 현금(미화 달러)으로 인
출하여 자신의 집무실 금고에 보관하면서 그때그때 환전하여 사업비를
지급하고 남은 환차액을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한 사건이고, Case 1-2
역시 관서운영경비 등을 현금(미화 달러 및 페소화)로 인출하여 자신의
집무실 금고에 보관하고 현금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무단인출하여 자신
의 개인 신용카드 대금 납부 등에 임의로 사용한 사건이다. 또한 Case
2-2도 행정직원 인건비를 정당 금액보다 부풀려 현금으로 인출한 뒤 차
액을 챙기는가 하면 지출하지도 않은 사업비에 대하여 허위지급결의서를
107) Case 2-1은 행위자가 본인의 계좌로 보조수당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부당
행위를 한 것으로 현금인출과는 관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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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현금을

허위지급금 등을 비자금으로 조성하여

이를 사적으로 임의 사용한 사건이다. Case 3 역시 현금을 자주 사용하
였던 것이 문제의 원인으로, 관서운영경비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하
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 있는 상황에서 앞서 ‘직무분리’에서 기술하였듯이
관인 관리 부실까지 겹쳐서 큰 회계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Case 4도 공
사비를 공사업체에게 계좌이체하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지급하였기에 미
리 인출하거나 중복 인출하는 수법으로 사적 사용 등의 행위를 할 수 있
었다.
과거에는 주재국 여건상 은행 이용이나 카드 사용이 어려운 경우가
있었지만 오늘날 계좌이체나 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국가는 거의 없다.
따라서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와 동일하게 관서운영경비
는 카드로 지급하고 행정직원 인건비, 사업비 등은 정당한 채권자에게
계좌이체로 지출하여야만 할 것이다. 위 사례들의 경우에도 그렇게 하도
록 통제가 되었다면 위와 같은 행위 자체가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그러
나 재외공관장도 소관 중앙부처도 현금 사용에 대한 부분을 관리감독 및
저지하지 않았고108), 이에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데도 현금을 인출하여
지급하는 것이 일상화되면서 위와 같은 부정행위가 가능하게 되었다.
통제활동 설계 : ④ 기록 관리(기록 작성, 감독)
회계부정 방지를 위해 자금 출납에 대한 기록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
다. 해당 기록은 즉각적으로 정확하게 권한 있는 자(해당 업무담당자)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언제든 관리자의 검토가 가능하도록 문서화되
어야 한다. 기록 및 문서화 방법은 기관의 특성에 따라 가장 적합한 방
법으로 결정하는데, 종이서류이든 전자적 양식이든 무방하다.
재외공관의 경우 기록 의무에 대한 규정은 상당히 자세하게 되어 있
다. 「재외공관 회계사무처리규정」 제7조는 재외공관은 수입금에 대하

108)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은 “통제활동 점검” 단락에서 상세히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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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징수․환급․납입․환전시 결의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수입금 영사
업무대장, 영수필증 수입금 징수부를 작성․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2조에 따라 연도말 환급금 등에 대하여는 회수결의서를 작성하
여야 한다. 관서운영경비의 경우에는 제11조, 제12조 및 제14조 등에 따
라 지급결의서와 자금출납부를 기록하여야 하고, 지급결의서는 영수증을
함께 편철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현금 보관 및 지출시에는
별도의 현금출납부를 작성․유지하고 수표 발행시에는 수표발행부를 기
록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21조에 따라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은 매월 관서운영경
비 출납계산서를 행정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관장(또는 공관장이 지정하는 자)은 출납계산서와 은행거래명세서 및
현금출납부 사용의 일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한국교육원, 한국문화원도
위 규정을 적용받을 뿐만 아니라 자체 지침에도 위와 같은 규정을 가지
고 있다.
[그림 4-4] 재외공관 관서운영경비 집행 절차 및 의무 기록 사항

그런데 위와 같이 규정상으로는 기록 통제가 잘 구축되어 있는 듯이
보이나, 실제 이행이 잘 되지 않고 있다. 사례를 보면 출납담당자는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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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을 하지 않거나 허위 기록을 하고 있으며, 공관장 등 관리감독자들
은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 기록 통제의 기능이 유명무실하다.
Case 1-1의 경우, 「재외한국교육원 회계업무처리지침」 Ⅱ. ‘한국
교육원 회계관리’에 따르면 수입 지출시 실제 환전한 환율을 적용하고
환전증명서 등 증거서류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고, 따라서 교육원장은 관
서운영경비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관하면서 필요시 환전하여 지출하였
으므로 금전출납부에 실제 환전 일자 및 환율을 기록해야 했다. 그런데
현금인출한 날에 인출금 전액을 환전한 것으로 허위 기록을 하였고, 매
월 보고하는 출납계산서에도 허위․부실 기록을 하였다. Case 1-2의 경
우에서도 위 지침에 따르면 현금을 인출하여 보관할 경우 현금 입출금
현황을 현금출납부에 즉시 기재하여야 하는데도 교육원장이 관서운영경
비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수시로 사용하면서도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현금출납부를 아예 작성하지 않고 있었고, 관서운영경비 출납계산서를
실제 현금 보유금액과 다르게 허위로 기재하여 보고하였다. 더욱이 교육
부는 위와 같이 소관 한국교육원에서 지속적으로 교육원장이 회계사고를
일으키고 있는데도109) 현금출납부 작성․관리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고
현금출납부 작성 여부를 확인하거나 출납 상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게
하지도 않았으며 금고검사 등 현금 보관 실태 등에 대한 점검도 실시하
지 않았으며, 주아르헨티나대사(공관장)는 매월 보고받는 출납계산서 상
은행거래명세서 및 현금출납부 사용의 일치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실시하지 않았다.
Case 2-2의 경우는 문화원장이 지급결의서의 지급금액을 부풀리거
나 지급하지도 않은 금액의 지급결의서를 작성하는 등 허위로 작성하였
는데, 그 과정에서 주러시아대사관은 매월 보고받도록 되어 있는 관서운
영경비 출납계산서에 대해 직접 검토․결재를 하지 않고 문화원장으로
109) Case 1-1과 1-2 사이에 근무하였던 교육원장도 환율차이를 이용하여 지원
금을 과다 수령하였다가 징계를 받는 등 교육원장 3명이 연속으로 징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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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금 대결하게 하고는110) 아무런 관리를 하지 아니하였다.
Case 3의 경우는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의 보조자인 행정직원이
장기간(10년) 47회에 걸쳐 은행출금의뢰서를 위조하여 현금을 인출하면
서 은행잔고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는데, 법령상의 책임자인 관서운영
경비 출납공무원은 허위작성으로 인하여 관서운영경비 출납계산서에 첨
부하여야 하는 은행잔고확인서와 은행거래명세서가 상호 금액이 일치하
지 않는데도 위 두 서류가 첨부되었는지, 금액이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
하지도 않고 서명하였다. 또한 이 사람은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
로부터 수령한 자금에 대해서도 출납계산서를 작성하여 교육부 지출관에
송부하여야 하는데 근무기간 동안 한 번도 이를 작성․보고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해당 계좌의 운영을 위 행정직원에게 전적으로 맡겨두고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
또한 Case 4는 대사관의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3등 서기관)이 직
접 공사대금(잔금, 선급금 등)의 지급결의서를 허위 중복 작성하여 해당
금액을 횡령하였는데, 감독 책임자(공관장의 위임을 받은 자, 이 경우 참
사관)는 같은 내용의 지급결의서가 중복되어 상신되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그냥 결재하였다.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기록 통제는 의무적 기록 사항 등 기록 체계
만 갖춘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회계적 리스크는 실무자가 고의적
으로 미작성, 허위 작성 등 부정행위를 할 경우 발생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록 그 자체보다도 기록 여부를 점검하고, 기록간 대사 및 증
빙서류룰 검토하는 등 기록 내용의 적정성과 기록 시점의 즉시성을 상시
관리․감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위 사례들은 모두 업무담당자의 부정
행위를 하려는 의도에 감사에 적발되기까지 소관 대사관(재외공관장)과
소관 중앙부처의 부실한 감독이 결합되어 발생하였다.

110) 문화원장이 스스로 결재하여 이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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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통제
IT 통제란 조직의 목표와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설계․구축하여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정보시스템은 전체적인 내부통제
활동의 일부분으로, 적절하게 설계된 정보시스템은 업무 과정에서 요
구․처리되는 정보들에 대한 보안성과 신뢰성을 증진시킨다. IT통제는
일반적으로 ‘일반통제’와 ‘응용통제’로 구분된다. 일반통제란 운영 프로그
램에 대한 보안 관리, 접근 제한(로그인 암호 설정, 읽기 전용 등), 직무
분리(단계별 결재, 암호 공유 금지 등)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응용통제
란 지출 및 데이터의 정확성․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컴퓨터 응용프
로그램에 내장되어 있는 자동화된 통제로서, 예를 들면 입력양식에 맞지
않거나 설정 범위가 초과된 데이터를 입력하려 하면 아예 입력이 되지
않거나, 입력된 데이터의 사후수정을 불가하게 하는 방식의 통제를 의미
한다.
회계분야는 공공부문에서

IT통제가 가장 먼저 도입되고 잘 구축된

분야로, 정부는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국가 재정활동의 모든 과정
을 실시간 온라인으로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2007년 디지털예산․회
계시스템(국가재정정보시스템, D-brain)111)을 구축하였다. 그러나 재외공
관의 경우 타국에 있어 D-brain과의 연계가 되지 않으며, 이에 별도의
외교부 전용시스템인 “행정지원시스템”112)을 사용한다. 외교부 본부는
이 시스템을 통하여 재외공관으로부터 출납계산서 등 예산집행 기록을
보고받고 관리한다.
그런데 위 행정지원시스템을 통한 관리를 구조적으로 보면, 이 시스
111) 지방자치단체는 “e-호조”라는 별도의 재정정보시스템을 사용 중이며, 현재
기획재정부는 중앙-지방 간 재정시스템의 연계 및 시스템 노후화 해소 등을 목
적으로 차세대 D-Brain 구축 사업 추진 중
112) 외교부에서 본부, 공관 등에서 외교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1998～2012년까지 구축한 “국가외교정보시스템”의 세부 시스템 10개(업무포털시
스템, 영사민원시스템, 재외공관 문서유통시스템 등) 중 하나로, 재외공관의 예
산 배정 및 집행 관리, 행정직원 관리 등의 업무에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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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은 외교부 전용망으로서 다른 부처에서 사용이 불가하다. 이에 한국교
육원이나 한국문화원에서 행정지원시스템을 통해 관서운영경비 출납보고
서 등을 공관장에게 보고하는 경우 교육부 등 타 부처에서는 그 내용을
알 수가 없다. 그런데 외교부는 앞서 “기록관리” 단락에서 기술하였듯이
공관장이 해야 할 결재를 문화원장에게 대결시키는 등 타 부처 소관 예
산이라 하여 기본적인 관리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교육원과 문화
원 소관 예산이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이 점에 대하여 감사원은 2010
년 재외 한국교육원과 문화원의 회계운영에 대하여 교육원장 또는 문화
원장 등이 회계업무를 “불가피하게 혼자 처리하더라도 본부에서 통제 가
능한 회계집행 관련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비위 방지 방안을 마련
하라고 지적한 바 있다113).
이에 교육부는 2006년부터 정보화전략계획에 따라 추진 중이던114)
“맞춤형업무정보시스템”을 재외공관에서도 사용하도록 하였고, 문화체육
관광부는 2011년 “재외한국문화원 예산관리시스템”을 개발하였다. 그러
나 「재외한국교육원 회계업무 처리지침」은 “맞춤형 업무정보시스템”의
사용을 자율에 맡기고 있어 실제 교육원에서는 이를 사용하지 않으며
(Case 1 해당), “재외한국문화원 예산관리시스템”도 졸속 추진으로 인하
여 부실하게 설계되어 사용이 매우 불편해서 41개 재외문화원 중 17개
문화원에서는 사용을 하지 않고(Case 2 해당) 나머지 24개 문화원에서도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115). 이와 같이 교육원과 문화원의 경우 IT통
제는 일반통제․응용통제 등의 효과성을 논하기에 앞서 IT기반의 업무
체계 자체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실정이다116).
113) “한국교육원 및 문화원 등 회계운영체계 부적정”, 「외교통상부 본부 및
재외공관 운영실태」(2010. 7.), 감사원
114) 「2009년도 교육과학기술부 정보화촉진시행계획」(2009, 교육과학기술부)
115) “재외한국문화원 예산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부적정”, 「특수지 재외공
관 등 운영실태」(2013. 4.), 감사원
116) 문화체육관광부는 위 “재외한국문화원 예산관리시스템”을 “재외한국문화원․
문화홍보관 행정지원시스템”으로 다시 구축하여 보급 중인 등 개선 노력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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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사관과 영사관은 위 행정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외교부 본부의
통제를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ase 3이나 Case 4와 같은 사건들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행정지원시스템이 잘못된 정보의 입력 또는 정보간
의 불일치를 자동으로 탐지할 수 없는 한계, 즉 응용통제에 허점이 있기
때문이다. Case 3의 경우 행위자가 행정지원시스템에 첨부하는 은행잔고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획재정부의 D-brain이 한
국은행과 자동으로 연계되어 지출결의시 한국은행의 계좌에서 자동으로
채권자에게 대금이 지급되는 시스템인데 비하여 재외공관의 행정지원시
스템의 경우 외교사안에 대한 보안성 등의 사유로 외교부에서 전용회선
을 임대하여 구축한 “외교정보전용망”을 이용하여 구동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현지의 거래은행의 시스템과 직접 온라인으로 연결될 수가 없다.
이에 출납담당자는 매월 말 관서운영경비 출납계산서를 본부에 보고할
때 거래은행으로부터 월말 잔액을 확인받아 그 금액을 행정지원시스템에
수기로 입력하는 방식으로 은행잔고확인서를 첨부하고 있는데, 수기로
입력한 금액의 정확성은 개별 지출된 은행거래명세서 및 현금출납부의
기록을 살펴 금액을 대조해야만 확인 가능하다. 이렇듯 자동화된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은 다수의 회계집행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관리자들이 주의
가 태만해질 경우 부정행위가 발생할 소지를 매우 높이게 된다.
또한 Case 4의 경우 공사비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 행위의 가장 큰 원인이라 볼 수 있는데, 공사비 등 특정 비목117)은
애초에 현금 인출(수표 발행)이 차단되거나 정해진 금액 이상의 현금을
인출할 경우 붉은 색으로 경고 표시가 뜨거나 본부로 자동 알림이 전달
됨으로써 결재자 및 본부의 관리자들이 주목하여 볼 수 있도록 하는 처
리통제 장치가 프로그램 내에 마련되어 있었다면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
던 사안이다. 또한 행위자는 중복지급을 은폐하기 위하여 6월에 지급결
의 내역을 12월에 수정하였는데, 이것은 관리자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117) Case 2-2에서 문제가 된 인건비도 현금인출을 차단해야 할 비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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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수정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입력통제가 프로그램 내에 구축되어 있
지 않았기에 가능하였다.
이와 같이 IT통제는 응용통제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을 경우 종이가
아닌 컴퓨터에 금액을 기입한다는 편리성 이상의 통제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행정지원시스템의 경우 본부에서 즉각적으로 입력 내용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입력 내용 자체가 신뢰할 수 없는 정보인 경우
그 이후의 통제는 무의미한 것이다. 또한 정보시스템 사용에 있어 사용
자가 인식하고 있어야 할 위험은, 정보시스템을 통한 회계관리를 하고
있다는 생각에 부실하게 입력된 정보라도 증빙 확인 없이 신뢰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관리자들이 회계관리 정보시스템에 익숙하지 않
을 경우 Case 3과 같이 보조자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형식적인 결재만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수기로 관리하는 것보다 오
히려 리스크가 더 커지게 된다.
이행관리 설게
지금까지 언급한 통제활동의 요소들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하는 것
역시 통제활동의 주요 부분이다. 통제활동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두
가지 원칙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구성원 각자의 내부통제 책임을 규
정으로 명시하는 것, 그리고 통제활동이 적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주
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다. 또한 조직이 처한 환경, 업무처리 절차, 담당
자 및 그에 따른 리스크는 시일의 흐름에 따라 변하게 되는데, 이 경우
통제활동이 그 변화를 반영하여 적절하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다118).
재외공관에 있어 내부통제 책임의 핵심은 재외공관장이다. 재외공관
장은 「대한민국재외공관 설치법」 제5조에 따라 소관 재외공관의 사무
를 총괄하고 소속 재외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재외공관장은 「재외공
118) GAO-14-704G Standards
Government (09, 2014)

for

Inte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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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in

the

Federal

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12조, 제14조 등에 따라 외교부장관에게
주기적으로 공관원들의 근무실태 보고, 업무보고 등을 하여야 하며, 「재
외공관 회계사무처리규정」제2조, 제24조 등에 근거하여 공관의 자금관
리․지출 등 회계사무를 총괄 관리한다. 공관장은 자금을 보유 및 관리
하며 필요한 내규를 정하는 한편, 제5조 등에 근거하여 수입금 및 관서
운영경비, 세입세출외 현금의 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 해당 업무를 위임
하고 감독한다. 또한 제7조, 제11조 등에 근거하여 현금보유 한도액을 결
정하고, 제21조에 따라 출납계산서와 은행거래명세서 및 현금출납부 사
용의 일치를 확인하는 한편, 수표 발행시에는 제12조에 따라 관서운영경
비 출납공무원과 공동서명을 하는 등 책임을 진다.
또한 공관장은 타부처 소관 예산에 있어서는 「재외한국교육원 회계
업무처리지침」, 「재외문화원 회계처리지침」에 의거 사업계획을 사전
에 보고받고, 사업추진결과 및 예산집행현황을 사후에 정기적으로 보고
받음으로써 예산 집행을 한정적으로나마 감독한다.
한편, 공관장은 위와 같은 통제책임을 지는 한편 통제를 점검할 책
임도 진다. 「재외공관 자체점검에 관한 지침」(외교부훈령) 제2조, 제5
조 등에 따라 공관장은 본부 감사담당관실에서 선정한 자체점검항목에
따라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외교부본부에 통보하
고 그에 따른 조치를 이행한 후 다시 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통제책임과 점검책임을 같이 지는 것은 본부도 마찬가지이다. 본부
는 적정한 인력을 선발하여 재외공관에 배치하고, 공관 예산을 배정하고
해당 공관원들의 인건비와 보조수당을 직접 지급하며, 「재외공관 수입
금 등 직접 사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등에 따라 재외공관이 수입금․
피해보험금 등을 재외공관에서 직접 사용하고자 요청할 경우 이를 검토
하여 승인한다. 또한 위 회계사무처리규정 제2조에 따라 재외공관장이
관서운영경비, 수입금징수액 등 외의 기타 자금 운영에 대한 승인 요청
을 하면 이를 검토하여 결정하고, 제7조에 따라 수입금 징수가 적정하게

- 77 -

시행되었는지 수시로 표본조사를 하여 점검하는 한편, 제21조에 따라 공
관으로부터 관서운영경비 출납계산서와 수입금 출납계산서를 주기적으로
제출받아 관리한다.
그러나 앞서 통제활동의 다른 항목들에서 살펴 보았듯이 공관장과
본부의 통제활동 수행 및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
고, 이 경우 사고가 발생한다. Case 1-2에서 공관장은 한국교육원에서
필수 회계장부이자 본인이 매월 확인해야 하는 현금출납부를 작성하지
않고 있는데도 이를 모르고 있었고, Case 2-2에서는 본인의 결재 권한을
하급자에게 일임하는가 하면, Case 3에서는 은행잔고와 은행거래명세서
가 금액이 다른데도 증빙 확인도 없이 결재를 하고 있었다.
또한 외교부본부의 경우 전체 공관에 대하여 적극적인 감독을 하지
않고 있다. 앞서 “물리적 통제” 단락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관들이 불
가피하지 않은 상황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하는데도 이를 단속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119) 「재외공관 회계사무처리규정」에 규정된 3가지 자
금120) 외의 자금을 운용할 경우 검토 승인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실제
로는 공관에 지원되는 각종 지원금 등 세입세출 외 현금의 규모도 파악
하지 못하고 있고121), 일부 공관에서는 피해보험금을 세입조치하거나 직
119) 이 점에 있어 문화체육관광부도 동일한 문제가 있음. “재외한국문화원 경
비 집행 등에 대한 지도․감독 부적정”, 「재외공관 및 외교부 본부 운영실태」
(2015. 12), 감사원
120) 관서운영경비로 송금된 자금, 수입금 징수액,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보유
또는 관리가 인정된 자금
121) 2013년에 주미국대사관 등 45개 공관에서 국립국제교육원으로부터 한국어
능력시험 명목으로 계 82,052달러를 받아서 적법한 회계처리 없이 한국교육원에
전달하거나 직접 집행하는 등 다수 공관에서 유사사례 발생. “재외공관의 별도
자금관리 및 회계처리 부적정”, 「재외공관 및 외교부 주요사업 추진실태」
(2014. 4.), 감사원.
이후 외교부는 재외공관의 셰입세출 외 현금 현황을 한 차례 파악하였으나 이
후 2017년까지 다시 한 차례도 확인하지 않고 내버려 두었다가 2017년에 감사
원에 재차 지적됨. “세입세출 외 현금관리업무 부적정”, 「재외공관 및 외교부
본부 운영실태」(2018. 5),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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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사용하고 있는데도 이를 모르고 있는 등122), 주
기적인 자료조사나 업무감독 활동을 하지 않아 공관에서 보고를 하지 않
는 이상 현황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회계부정 또는 부실관리 사건이 적발될 때마다 공관장이나
본부의 감독 부실 측면이 함께 지적되고 대외적 비난도 받지만 이에 대
한 처벌이 실효성이 없다. 사건이 발생한 해당 재외공관 또는 외교부본
부에 대한 주의처분이 전부인데, 사실 이것은 담당자에게는 별다른 불이
익이 없기에 외부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변화하려는 의지 없이 수 년에
걸쳐 같은 업무행태가 반복되는 것으로 보인다.
통제활동 점검이 효과적으로 수행되려면, 소극적으로 보고를 받아
검토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문제의
소지를 찾아내어 개선하는,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을 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또한 본부의 최종 책임자이자 인사권자인 장관으로서는 구호
에 그치는 기강확립 선언만을 할 것이 아니라 재외공관장과 본부에 대해
서도 감독 부실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물어 책임지는 조직 문화를 확립
해야 할 것이다.
라. 정보 및 의사소통(Information & Communication)
하위

▪ 양질의 정보 구축 및 활용

변수

▪ 대내외적인 정보 교류

양질의 정보 구축 및 활용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고 내부통제 체계를 운용하기 위해 조직의 관
리자들은 적절한 양질의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122) “국유재산 피해보험금 관리 부적정”, 「재외공관 및 외교부 주요사업 추진
실태」(2014. 4.), 감사원, “재해보험금 미청구 및 회계 처리 부적정”, 「재외공관
운영실태」(2019. 2.),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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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신뢰할 수 있는, 높은 품질의 정보가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양질의
정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선, 조직이 필요로 하는 정보가 무엇인지가
정의되어야 하고, 다음으로는 적절한, 즉 정확성과 적시성을 갖는, 신뢰
할 수 있는 원천으로부터 자료가 수집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수집
된 자료는 활용 가치가 있는 양질의 정보로 가공되어야 한다. 관리자들
은 이와 같이 구축된 정보를 바탕으로 리스크를 정의하거나 업무처리 내
역을 효율적으로 모니터링하게 된다.
그런데 재외공관의 경우, 앞서 “다. 통제활동” 중 “기록관리” 단락에
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록관리가 부실하여, 정보 구축의 기본이 되는 자
료의 신뢰성이 떨어진다. 또한 각종 회계업무 및 자체 점검 결과․사건
사고의 기록 등은 일회적으로 보고․보존될 뿐 내부통제 체계 운용을 위
하여 가공․분석되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지는 못하다는 한계가 있다.
대내외적인 정보 교류
의사소통이 내부통제의 주요 요소인 이유는 회계집행 프로세스에 대
해 다수의 사람이 참여하거나 인식하면서 정보를 교환할 경우 상호 점검
과 견제가 되어 실수나 고의로 인한 회계사고가 방지될 수 있기 때문이
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정부 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 프로
세스를 보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예산집행의뢰서를 작
성하고, 주요 사업인 경우 감사실에서는 일상감사를 하며, 재무관은 이를
검토하여 계약 등 집행을 하고, 지출과에서는 지출 결의를 하며, 지출 결
의는 거래은행으로 통보되는데, 이 일련의 과정은 순서대로 진행되기는
하나 그 과정에서 참여자들 간에 지속적인 정보교환이 이루어진다.
재외공관의 경우, 주기적으로 외교부본부에 회계집행 내역에 대한
보고123)를 하는 한편,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자체점검보고서로
123) 회계업무 외 업무에 대해서도 「재외공관 보고규정」(외교부훈령)에 따라
정세보고, 재외공관 활동보고, 영사사무보고 등 정기․수시로 다양한 업무보고
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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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여 본부에 제출한다. 그러면 외교부 본부에서는 이를 검토하고 조
치 결과와 건의사항 등을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본부 실․국 등 관련
부서에 통보한다. 그러나 이러한 의사소통(보고)체계는 수직적․일방
적․사후적 보고일 뿐 수평적․상호적․예방적 점검이 될 수 없는 구조
여서 내부통제 효과가 매우 떨어진다. Case 1-1, 2-2 등에서 볼 수 있듯
교육원과 문화원의 경우 1인 기관이어서 수평적․상호적 점검이 아예 불
가한데, 앞서 “(1) 통제환경”에서 살펴 보았듯이 외교부와 소관 부처 간
의 권한과 책임의 불분명으로 인하여 수직적․사후적 보고조차 잘 되지
않고 있다. 한편, Case 3과 4는 대사관․영사관에서 행정직원과 외교관
들 간의 의사소통 문제를 보여준다. Case 3의 경우 행정직원이 10년동안
이나 부정행위를 하고 있는데도 아무도 이를 알지 못하고 있었고, Case
4의 경우 행위자가 부정행위 과정에서 행정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는
데도 행정직원이 이를 공관장이나 다른 직원들에게 말하지 못하고 그대
로 이행하는 등, 상명하복의 조직 문화와 맞물려 조직 전반의 의사소통
이 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서는 대외적인 의사소통도 중요하다. 조
직 내 벌어진 문제를 감추고 덮는 것보다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개하
여 다양한 피드백을 받아 이를 통해 조직 구조, 조직 문화 및 관련 제도
를 개선함으로써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한 취
지에서 「외교부 자체감사규정」에도 자체감사실의 감사결과는 정보공개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한 「감사원법」 제29조 등에 따르면 회계관계 직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
사실이 발견된 경우 지체없이 소속 장관 등을 거쳐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외교부는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체감사실의 감사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어 재외공관의 문제들은 감사원 감사 또는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그 정황이 한정적으로만 드러날 뿐이다. 이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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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외교부에서 각종 비위행위자에 대하여 결과적으로 어떻게 처분하였
는지를 외부에서는 알 수 없어 외교부의 기강확립 노력의 실효성 및 의
지가 의문시되는 상황이다124).
또한 Case 2-2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해당 회계부정 행위를
적발하고서도125) 위 「감사원법」에도 불구하고 변상명령도 하지 않고
이러한 사실을 감사원에 통보하지도 않은 채 그대로 두고 있었는데126),
이와 같이 최종 책임을 지는 주무부처에서 대외적인 의사소통을 의도적
으로 회피하고 있음은 내부통제에 대한 책임 의식이 그만큼 저하되어 있
음을 보여준다.
마. 모니터링(Monitoring)
하위

▪ 상시 모니터링

변수

▪ 개별 평가

모니터링이란 내부통제 체계를 점검하고 취약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
절하고 신속하게 개선되도록 감독하는 기능을 말한다. 이는 대내외적으
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업무환경 속에서 내부통제 체계가 지속적으로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중요한 활동이다.
상시 모니터링
상시 모니터링이란 조직의 내부통제 체계 자체가 소기의 목적을 달
성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살펴보는 활동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공공부문에 있어 내부통제에 대한 통합적이고
124) ‘통제환경’ 부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Case 4는 소속 직원의 범죄행위에
대한 외교부의 관대한 처분을 잘 보여줌
125) Case 2-2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러시아대사관 한국문화원과 관련하여
제기된 민원을 토대로 해당 기관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밝혀진 사건임
126) “범죄 및 망실․훼손 등 통보업무 처리 부적정”,「재외공관 및 해외사무소
운영실태」(2012. 8.),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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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인 개념 및 운영원칙 등이 관련 법령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
지도 않은 상황이어서, 내부통제 체계 자체의 적정성에 대한 상시 점검
은 규정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다127). 다만 자체감사기구 설치 의무, 자체
감사기구의 장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의무, 자체감사 활동 체계 등 각
기관이 적절한 내부통제 체계를 갖추는데 필요한 기본 원칙 중 일부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수준이다.
이에 외교부 역시 내부통제 체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은 수행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일반 업무에 대해서는 「외교부 일상감사 실시지침」
(외교부 예규) 등에 따라 예방․지도 목적의 상시 점검을 수행한다.
개별 평가
개별 평가란 상시 모니터링 결과 발견된 내부통제상의 취약점, 즉
조직의 목표 달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에 대하여 중점 점검하여 필요
한 조치를 하는 것이다. 이는 조직(해당 부서, 상위 부서 등)의 자체평가
방식이 될 수도 있고, 자체감사기구나 감사원 등 외부감사기구를 통해
수행될 수도 있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외교부는 내부통제 체계에 대한 점검
이 아니라 개별 업무에 대한 자체감사를 수행하고 있는 바, 이러한 점검
활동은 내부통제 활동으로서의 ‘모니터링’ 개념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다만 조직의 목표달성을 저해하는 잘못된 업무집행을 바로잡는 측면에서
본다면 일부 관련이 있다고는 볼 수 있을 것이다.
외교부 자체감사기구는 「외교부 자체감사규정」(외교부 훈령) 등에
따라 외교부본부․국립외교원․재외공관 등에 대해 정기감사․수시감
사․특별감사를 하는데, 정기감사는 업무 전반에 대하여, 수시감사 및 특
별감사는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 또한 감사원은 「감사원법」 제20조,
제26조 등에 기반하여 외교부본부 및 재외공관에 대한 실지감사(현지 출
127) 「공공부문 내부통제제도의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2013), 신민철, 조태
준, 한국인사행정학회보 제12권 제1호, p.169～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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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재외공관의 수가 많다보니 감사원에서 매년
재외공관 감사를 실시128)하여도 특정 공관에 대한 감사주기는 3～5년,
소규모 공관은 그 이상이 되고, 이에 외교부는 감사원과 대상이 중복되지
않도록 재외공관에 대한 자체 정기감사를 계획하여 2년 내지 4년 주기로
실시하는 등 상호 보완적으로 감사사각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또한 외교부는 최근 계속된 기강해이 등 문제 발생에 대응하고자 기
존 1개 과 규모였던 감사관실 산하에 감찰담당관을 신설(2018. 4.)하고
인력을 보강하여 감찰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2018. 7월부터는 재외공관
감사반을 기존 2개 반에서 3개 반으로 확대하여 3년 이상 미수감 공관
및 분관 등 감사사각지대를 집중 점검해 오고 있다129).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외공관의 회계집행에 있어 가장 취
약한 부분인 관서운영경비는 일상감사의 대상이 아니고, 감사반을 1개
증원하였다 해도 다수의 재외공관이 각지에 퍼져 있다보니 1개 공관에
대해서는 3～4명의 감사반이 단 며칠간 감사를 수행할 수밖에 없어 물리
적․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기에는 부족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교부가 위 감찰 강화 대책과 함께 추진 중인 재
외공관 감사시 행정직원 면담 필수 실시, 비위 제보를 위한 실무직원과
의 접촉 및 내부고발자 보호 등의 대책은 내부통제 구성요소 중 “의사소
통”을 강화함으로써 위와 같은 감사의 한계를 얼마간이라도 극복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나아가 사후적인 감사에만 의존하
지 말고 내부통제 원칙에 근거한 상시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현 내부통제 체계의 구조적 문제점과 그 원인을 찾아내어 적절한 조치를
하는 등 근본적인 내부통제 강화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128) 재외공관 및 외교부본부 운영실태」(2018. 5.) 감사의 경우 총 39개 공관에
53명의 감사인력이 20일(실근무일수)간,「재외공관 운영실태」(2019. 2.) 감사의
경우 총 15개 공관에 22명의 감사인력이 20일(실근무일수)간 투입됨
129)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실현하는 정부혁신 실행계획」(2018. 4. 30.), 외교부, p.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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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소 결

Case 1～4를 분석틀에 기반하여 살펴본 결과, 회계부정 사건이 발생
한 재외공관은 대사관이건 부속기관이건 관계없이 내부통제의 5가지 구
성요소 중 어느 한 요소만이 아니라 5가지 모두에 있어 문제를 안고 있
었다. 다만 구성요소별로 취약점을 유발한 원인이나 취약한 양상에 있어
서는 [표 4-5]와 같이 차이가 있었다.
[표 4-5] 분석변수(내부통제 구성요소)별 취약점 분석 결과 요약

분석변수

구분

통제환경

리스크평가

Case 1
(재외교육원)

Case 2
(재외문화원)

통
제
활
동

물리적
통제

Case 4
(대사관)

원소관부처와 재외공관 간의 관리․통제
권한이 모호하여 사각지대 발생,
행정직원에 대한 과도한 업무 의존,
비위행위자에 대한 원소관부처의 무관심, 갑질 등 잘못된 업무 관계
관대한 처분으로 부정행위 반복 발생
리스크 식별, 평가 등 업무 미규정

인적자원 해외근무가 보은인사화,
미교체
관리
직무분리

Case 3
(총영사관)

고위험 업무를 규정에 명시하고 있으나
형식적이고, 리스크 평가는 미규정

비위행위자 출납공무원이 회계업무 능력이 부족
(교육 부족)하여 행정직원에 의존

원장이 사업 추진과 출납공무원을 겸직 직무분리 되어 있으나 실무자에게 일임
하는 등 직무 미분리
하고 출납공무원은 형식적으로 결재
취약자산인 현금(수표)을 수시로 인출하여 사용

기록작성
현금기록부 작성 부실, 지출 내역, 증빙 등에 대해 허위․부실 기록
관리
IT통제
이행관리

실시간 통제되는 전산시스템 미사용

행정지원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나 수기
입력 방식이어서 데이터의 신뢰성 저조

공관장, 원소관부처 양자 모두 통제책임 외교부본부에 관리 통제 책임 있으나 현
있으나 형식적으로 통제활동 수행
황파악 부실 등 적극적 관리 미실시

정보 및
의사소통

정보 구축의 근간인 기록의 신뢰성 저조, 정보 구축의 근간인 기록의 신뢰성 저조,
1인 기관이어서 의사소통을 통한 내부 무관심, 상명하복 문화 등으로 형식적
견제 효과 없음
의사소통

모니터링

내부통제 체계에 대한 모니터링 미실시, 내부통제 체계에 대한 모니터링 미실시,
자체감사 대상에서도 제외
업무에 대해서는 자체감사 받음

- 85 -

통제환경의 경우, Case 1과 2는 관서의 운영예산을 외교부가 아닌
원소속 부처로부터 지급받고 있어 재외공관장이 자체 예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있었고 외교부의 감사도 받지 않고 있는데
원소속 부처는 또한 재외공관에 대한 현지 감사를 하지 않고 있어 해당
기관이 적절한 관리 감독 없이 방치되고 있는, 즉 정부 부처 간의 권한
과 책임이 불분명한 가운데 그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구조적인 문제라는
점이 Case 3, 4와는 다르다. 그렇기에 회계부정 사건 발생 후 원장을 교
체해도 계속적으로 유사 사건이 재발되는 것이다. 교육부 등 원소속 부
처에서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예산 통제․감독․직원 평가 등에 대한
권한을 외교부에 전적으로 위임하는 등 구조적인 개선을 하지 않고서는
Case 1과 2의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이와 비교하여 Case 3과 4는 부처 간 구조적 문제가 아닌, 조직 내
의 외교관(외무공무원)과 행정직원 간의 잘못된 업무관계가 문제의 원인
이었다. 책임자가 행정직원에게 모든 업무를 맡겨두고 10년 간 한 번도
내용을 검토하지 않거나 근무시간에 사적인 일을 행정직원에게 마음대로
지시하는 등 정상적이지 않은 업무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과도한 의존이나 갑질 행위가 직원 상호간의 견제 기능을 무너뜨리고 책
임지지 않는 문화를 형성하여 내부통제를 구성하는 각종 규정에도 불구
하고 전반적인 통제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었다.
리스크 평가의 경우, Case 1～4 모두 해당 기관의 상황을 분석하
여 발생 위험이 높은 리스크를 분석․정의하고 이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
하는 과정이 정립되어 있지 않았다. Case 1과 2의 경우 소관 부처에서는
자체 지침 등에 회계처리 절차를 명시하고 있을 뿐이었고, Case 3, 4의
경우 외교부는 자체 범죄고발지침 등에 비위 발생 우려가 높은 업무를
명시하고는 있으나 지칭하고 있는 범위가 광범위하고 재외공관 특유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지 아니하여 실질적 쓸모가 없다. 리스크 평가가 전
반적으로 미흡한 것은 우리나라 공공 부문에서 내부통제의 개념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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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직 체계적으로 자리잡지 못한 상황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통제활동의 경우 가장 큰 문제는 취약자산인 현금의 사용, 직무 미
분리로 인한 견제기능 상실, 그리고 부실하고 형식적인 관리감독에 있었
다. 이 중 현금 사용 문제는 4개 사례 모두에서 공통된 문제였고, 직무
미분리는 1인 기관인 Case 1과 2에서, 부실 관리감독 문제는 주로 Case
3과 4에서 회계부정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다른 정부기관들의 경우 현금의 사용이 아주 엄격하게 제한되어 실
제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는데 비하여 재외공관의 경우 아직까지 현
지 사정 등의 사유를 들어 계좌이체가 가능한 지출까지 현금 또는 수표
발행을 하여 집행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경우 임의 사용 또는 환차액 편
취 등이 손쉬워짐으로 인하여 회계부정 행위가 유발되고 있었다. 또한
한국교육원․한국문화원은 1인 기관이어서 원장이 소관 사업을 추진하면
서 출납공무원까지도 함께 맡고 있어 지출원인행위와 지출행위의 분리라
는 기본적인 직무분리원칙까지도 지켜지지 않아 마음만 먹으면 부정행위
를 저지를 수 있는 환경이었고, 여기에 더하여 공관장 및 소관 부처의
감독마저 소홀함으로 인하여 그 기회가 극대화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직
무분리가 불가능할 경우 대안을 반드시 마련하여야 하는데도 대안 마련
없이 운영하여 문제가 매년 반복되고 있었고, 교육부․문화부에서 최근
에야 마련한 전산을 통한 회계집행 시스템은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는 상
황이다.
외교부의 행정관리시스템의 경우에도 비록 사용되고는 있으나 다른
정부기관에서 사용하는 D-brain과는 달리 은행과의 직접적인 망연결이
불가능한 등 시스템 자체의 한계로 인하여 해당 시스템이 IT통제 역할
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특수성이 있었다. 더욱이 Case 3과 4에서는 결
재권자들이 입력 내용 및 증빙을 살펴보지도 않고 결재를 하고 있어 실
무자들이 부정행위를 저지르기 쉬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행정관리시스템은 입력된 데이터의 진정성을 신뢰할 수 없는 등 응용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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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취약한 시스템이므로 외교부에서는 해당 시스템을 사용함에 있어
관리 감독, 직무분리 등 다른 내부통제 수단들을 적극적으로 강화하고
주기적으로 시스템의 입력 내용을 증빙을 통해 검증해야 할 것이다.
정보 및 의사소통의 경우, 양질의 정보 구축과 의사소통이 중요한
이유는 이를 바탕으로 리스크 식별․평가 등이 가능한 한편 직원 상호간
점검과 견제가 되어 집행상의 실수나 부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인
데, 재외공관은 정보의 질을 좌우하는 기록의 신뢰도가 낮은 상황인데다
의사소통 체계는 수직적․사후적 보고여서 예방적 효과가 거의 없었다.
Case 1과 2는 1인 기관으로 수평적인 상호 견제가 불가능한 상황인데
외교부 예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후적 보고조차 되고 있지 않았고,
Case 3과 4는 관리자들의 무관심․상명하복 문화 등으로 인하여 형식적
보고만 이루어지고 있을 뿐 실질적인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상태였다.
마지막으로 모니터링의 경우, 재외공관의 모니터링은 주로 자체감사
에 의존하고 있는데 재외공관의 수나 규모에 비하여 자체감사실의 규모
와 인력은 한계가 있어 실제로는 각각의 재외공관은 수 년에 한 번 빈도
로 단 며칠간만 실제 감사를 받을 뿐이다. 최근 외교부에서는 감사부서
와 인력을 확충하고 비위 제보 등 내부고발을 활용하는 등 감찰 기능을
강화하였는데, 바람직한 방향이기는 하나 감사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현 내부통제 체계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하여 문제
의 원인을 제거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 88 -

제 5 장 결 론
제 1 절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1. 연구의 요약
우리 정부는 국가 재정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에 근거한 회계업무 처리 절차를 바탕으로 국가재정정
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복식부기를 도입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
며 그 결과 오늘날 중앙정부 예산 집행에 있어 회계부정 사건은 현저히
줄어들었다. 그러나 외교부의 경우,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잊을 만하
면 재외공관에서 각종 기강해이 사건과 더불어 횡령 등 심각한 회계부정
사건이 적발되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본 연구는 재외공관에서의 회계부정 사건이 근절되지 않는 원인이
회계부정을 시스템적으로 방지하는 내부통제 체계가 미비하기 때문이라
고 판단하고, 재외공관의 회계부정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
당 부분을 찾아내어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하에, 재외공관 내부통제
에 내재하는 취약점이 무엇이고 어떠한 특성을 갖는지를 실제 사례의 분
석을 통해 심층적으로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이에 감사원에서 지난 10년 간 실시․공개한 재외공관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 중 회계부정 사건을 선별하여, 이 중에서 사건의 경중과 발생
한 기관의 특징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양상을 포괄할 수 있도록 대사관,
총영사관, 한국교육원, 한국문화원에서 각각 발생한 4개의 사례(Case
1～4)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내부통제 체계의 취약 여부를 체계
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분석틀로서 INTOSAI와 GAO의 내부통제 기준
을 활용, 해당 기준의 내부통제 5대 구성요소를 분석변수로 하고 구성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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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별 실행원칙을 하위변수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연구의 목적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3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사례가 발생한 재외공관의 내부통제 체계는 내부통제
구축 기준 중 어떤 부분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가?
연구문제 2: 재외공관의 사례와 공관 부속기관의 사례 간에 내부통
제 기준 미달 부분에 차이가 있는가? 있다면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모든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내부통제 기준 미
달 부분이 있는가? 있다면 무엇인가?
분석 결과, 위 사례들이 발생한 4개의 기관 각각은 5가지 내부통제
구성요소(통제환경, 리스크평가, 통제활동, 정보 및 의사소통, 모니터링)
중 어느 하나가 아니라 5개 모두에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다만 그 구체
적인 양상에 있어 재외공관의 사례(Case 3, 4)와 재외공관 부속기관의
사례(Case 1, 2)는 다소 다른 모습을 보였는데, 특히 통제환경, 통제활동,
의사소통 측면에서 차이가 있었다.
재외공관 부속기관의 경우 1인 기관으로 원장 혼자서 사업 추진과
회계집행을 모두 담당하고 있어 직원 간 상호 견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외교부와 해당 부속기관 소관 주무부처(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간의 권
한과 책임이 불분명하여 해당 부속기관이 관리의 사각지대에 위치함으로
인하여 업무보고․감독조차 되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 또한 회
계업무 처리 및 보고시 전산시스템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어 소관
주무부처 등 상위 관리자가 회계집행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실시간 검증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불합리한 업무환경과 조직 구조는 회
계업무 담당자에게 마음만 먹으면 부정행위를 저지를 수 있는 기회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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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여, 동일 기관에서 전임 원장과 차기 원장이 연속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등 지속적인 회계부정 발생의 토대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에 비하여 재외공관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관리체계가 갖추어져 회
계 담당자가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주기적인 보고를 하고 공관장과 외
교부 본부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외교부의 자체감사도 받고 있었다. 그러
나 해당 전산시스템은 입력 내용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는 수준이었
고, 그런데도 결재권자들은 업무를 행정직원에게 일임하고는 확인도 하
지 않고 결재를 하는 등 관리업무를 무책임하게 수행하고 있었다. 그리
고 그 이면에는 외교부 본부에서 공관장 후보 및 공관 발령 직원들에게
제대로 된 회계교육을 하지 않고 출납공무원에 임명함으로써 행정직원들
에게 과도한 업무 의존을 하게 만드는 등, 부실한 인력관리 문제가 함께
존재하였다. 또한 행정직원에 대한 갑질, 상명하복의 문화가 있어 기관
내에 벌어지는 부정행위가 제대로 견제․보고되지 않고 있었다. 이렇듯
재외공관에서는 무책임과 무능력, 그리고 갑질 등 잘못된 업무 관행과
조직문화가 회계부정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모든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문제점도 있었다. 바로 현금
사용의 문제로서, 이것이 회계부정의 핵심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
인다. 현금은 횡령․유용의 유혹이 크고 손쉬운 대표적인 취약자산으로,
이에 「국고금 관리법」상 예산 집행시 현금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되
어 있다. 그런데도 사례의 기관들은 모두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상황에
서도 현금 인출 또는 수표 발행을 수시로 하고 있었고, 외교부는 이러한
행태를 알면서도 불필요한 현금 사용을 방지할 통제 방침 등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현금사용 한도 및 사용 여부를 각 공관장에게 맡겨두고 있었
다. 이러한 현금 사용의 위험이 앞서 서술한 취약한 관리 통제 구조, 잘
못된 업무 관행 등과 맞물리면서 결국 횡령 등 심각한 회계부정을 촉발
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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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그간 공공부문의 회계부정에 대한 사례 연
구가 많지 않고 특히 국가기관의 회계부정 사례를 내부통제 이론에 비추
어 분석한 연구가 없는 상황에서 처음으로 그러한 시도를 하였다는데 의
미가 있다.
특히 본 연구는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회계를 비롯한 각종 문제가 발
생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재외공관을 연구의 대상으로 선택하여 실제 발
생한 회계부정 사례를 기관의 종류별로 선정한 후 내부통제 구성요소별
로 심층 분석함으로써, 한 기관에서 해당 사건이 발생되기까지 어떠한
내부통제 부실 문제가 어떠한 방식으로 작용하는지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보여 주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회계부정은 어느 하나의 내부통제 구성요소 또는 업무처
리 절차의 한 부분이 잘못되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5개 구성요소 모두
가 총체적으로 부실하기에 발생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는데, 이는 역으
로 어느 기관에서 회계부정 사건이 적발될 경우 이는 해당 기관의 내부
통제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징후로 한두 가지 조치만으로는 해결
되기 어려운 상황임을 시사해 준다. 흔히 회계부정 사건을 행위자의 부
도덕성의 문제로 치부하기 쉬우나, 실제로는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건이
벌어지기까지 많은 기회와 유혹을 제공하는 잘못된 통제 체계가(또는 적
정한 통제 체계가 없음이) 주요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다만 현재 全 정부적 차원의 내부통제 구축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단계로서 5개 구성요소 중 리스크평가 활동 및 내부통제 체계 자체의 적
정성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은 다른 부처의 경우에도 체계적으로 수행하
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인 바, 따라서 재외공관에서 다른 부처에 비
해 회계부정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통제환경, 통제활동 및 의사소통의
문제점에 더 많이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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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통제환경은 내부통제의 구성요소임과 동시에 전제조건일 만큼
중요한 요소로, 바람직하지 못한 통제환경이 조직 내 의사소통을 가로막
고, 직원들의 역량을 저하시키는 한편 회계부정 발생요인 중 ‘자기합리
화’를 높이는 쪽으로 작용하였음을 사례들을 통해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적절한 통제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청렴성과 유능함의 장려 등 조직
내 가치 변혁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친 조직 전반의 노
력과 인적 쇄신이 요구되는 바, 단시간에 갖추기엔 쉽지 않은 요소이다.
이에 비해 통제활동은 회계부정 발생 요인 중 ‘기회’를 차단하는 것
으로, 업무처리 과정의 구조적 개선을 통해 회계부정에 대한 비교적 효
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INTOSAI가 내부통제 효과성 확보 가이드에서
제시하는 6가지 기준(문서화, 즉각적 기록, 권한 있는 자만 업무 수행,
직무분리, 감독, 자원과 기록에의 접근성 및 책무성)도 대부분 통제활동
과 관련된 것인 만큼, 통제활동의 요소들만이라도 제대로 구축한다면 회
계부정 방지 체계의 기본은 갖추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사례들을 통해 살펴본 결과 재외공관의 경우 통제활동을 중심으로
통제 체계 전반에 다양한 문제점이 존재하는데, 특히 외교부와 타 부처
가 함께 관련된 부속기관에 대한 관리 체계의 허점이 가장 심각하여 부
처 간에 부속기관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분배․설정하는 일이
시급하다. 또한 통제를 아무리 강화하더라도 1인 기관으로 운영할 경우
직무분리가 불가능하여 맹점이 제거될 수 없는 바, 이 부분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확실한 대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대사관․영사관의 경우 결재․보고 등 현재의 의사소통 절차
가 형식적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는
내부감사가 투입되기에 앞서 외교부본부 관리부서의 역할이 가장 크다.
회계집행 내역을 비롯한 각종 업무처리 내역은 행정지원시스템 등 전용
업무망을 통하여 본부에 주기적으로 보고되는데, 본부는 충분한 관심을
기울여 그 입력 내용을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보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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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 내 제대로 되지 않거나 증빙이 허술한 경우, 현금 인출이 많은 경
우 등 위험 징후(Red Flag)를 정해 놓고 이러한 상황 발생 시 집중 검
토하여 리스크를 제거하며, 문제가 발견되면 책임까지 확실히 물어야 한
다. 이 때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IT통제 부분에서 기술한, 행정지원
시스템 상의 응용통제 미흡 부분을 가능한 한 보완하는 것이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재외공관에서 발생한 일은 본부의 관리책임자에게까지 명확
한 책임을 지워야 할 것이다. 관리자가 이러한 철저한 관리를 하지도 않
은 채 기강확립을 외친다면 그것은 대외적 구호에 그칠 뿐 조직 문화를
바꾸는 일은 요원할 것이다.
또한 외교부는 인력의 배치 운용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행정직원의 정원을 정하여 중앙에서 채용과 인건비 지급을
통제하고, 출납공무원 등으로 임명되면 이들에 대하여 별도 교육을 실시
하는 등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처음 회계업무를 담당하게 된 외교관들이
행정직원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업무를 일임해버리는 상황을 제도적
으로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외교부가 독일대사관
의 회계부정 사건을 계기로 동일업무에 장기재직한 행정직원의 보직을
주기적으로 순환케 한 조치130)는 뒤늦은 측면은 있으나 행정직원 운용
실태에 본부가 이제라도 관심을 기울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그러
나 재외공관에서 회계부정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통제 체계가 전반적으로 미흡한 까닭이기에 해당 조치만으로
회계부정이 근절되기를 기대하기란 어렵다고 보이며, 외교부는 그 이상
의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해야만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 재외공관은 구조적 불합리․잘못된 인
력구조․무책임한 조직문화 등 사건이 발생한 기관의 유형에 따라 내부
통제 체계 전반에 갖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런데

130) “외교부, 재외공관 185곳 회계직원 주기적 교체키로”(2019. 10. 29.), 연합뉴
스, 매일경제, KBS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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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이러한 문제들이 본 연구에서 처음 발견된 것
이 아니라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에 사건과 연계하여 부분적으로나마 지
적되어 왔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당시 외교부 등에서는 부정행위자에
대한 인사조치 외의 구조적인 문제의 개선에는 소극적이었다. 담당자를
교체하였는데도 유사한 횡령 사건이 재차 발생하거나, 10년 전 사건과
대동소이한 사건이 최근 또다시 발생한 사실은 외교부가 겉으로는 기강
확립과 감찰강화를 강조하여 왔으면서도 내부통제 체계의 개선을 통한
근본적인 원인 제거에는 관심이 부족하였던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오늘날 적정한 내부통제 체계 구축은 리스크 예방적 조직 운영을 지
향하는 기관이라면 민간과 공공을 막론하고 그 중요도가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다수의 재외공관을 관리해야만 하는 외교부의 경우 현재
처럼 감사․감찰에의 의존도를 높이는 방법을 쓸 경우 그 효과 대비 현
지감사 출장비 등의 관리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현실적으로 감사인력
증원에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향후 외교부
가 재외공관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
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본부 및 재외공관의 내부통제 체계를 진단하여 개
선하고자 한다면, 본 연구 결과가 조금이나마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고 생각한다.
덧붙여 본 연구 결과에 기초할 때 여러 부처가 함께 관여하는 기관,
1인 기관 등 소규모 기관, 현금이 사용되고 있는 기관은 회계부정의 위
험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은 특성을 가진 공공
기관에 대하여는 주무부처가 회계업무에 대한 관리 감독에 보다 주의를
기울이고 관리 체계의 적정성을 짚어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적정한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하더라도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
려면 내부 구성원 각자의 책임있는 자세가 뒤따라야만 한다. INTOSAI
가 내부통제 가이드라인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아무리 잘 설계된 내부통
제 체계라 하더라도 절대적인 완벽한 보장을 해 줄 수는 없다. 내부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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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는 합리적 수준 즉 통제 비용 대비 적절한 수준의 부정행위 방지를
해 줄 뿐, 내부통제가 성공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다.
담당자, 중간관리자, 최종관리자로 이어지는 업무 처리 과정에서 각자가
자신의 역할과 책임, 권한의 한계를 인지하고 진지한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할 때에 내부통제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가기관의 내부통제 체계를 분석한 선행연구가
드문 상황에서 해석적 사례 연구방법을 통하여 내부통제 체계의 문제점
을 탐색해 보고자 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연구 대상을 재외공관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한정하였는
데, 이는 한편으로는 내부통제 체계의 문제점을 가장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회계부정 사건인데 국가기관 중 특히 재외공관에서는 이러한 사건
이 계속 발생하여 왔기에 다양한 사례를 수집 가능한 장점이 있었기 때
문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다른 국가기관에서는 거의 사라진 회계부정 사
건이 재외공관에서 계속되는데 대한 의문을 해소하고자 하였기 때문이었
다. 그리고 연구 결과 재외공관에서 회계부정 사건을 유발하는 요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게 된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재외공관은 조직적․환경적 특성이 다른 정부기관
과는 크게 상이한 특수한 기관이며,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 결과를 다른
국가기관의 내부통제 체계 진단에 그대로 확대 적용하기에는 다소 한계
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본 연구에서 시도했던 사례 분석 방법 및 분석틀을 다른 국가
기관에서 발생한 사건들에 대해서도 적용하여 볼 수는 있을 것이다. 그
러한 연구를 통해 다른 국가기관의 내부통제의 취약점을 밝혀 보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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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 그것을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하여 차이점을 찾아낸다면 또다른 새
로운 시사점이 도출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한편, 재외공관에서는 회계부정처럼 범죄의 수준은 아니더라도 다양
한 유형의 회계업무 처리 부적정 사건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해당 사
건들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각 유형별로 대표사례를 선정하여 본 논문에
서 다룬 것처럼 심층분석을 한다면 재외공관의 내부통제 체계의 문제점
을 보다 입체적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면과
시간의 제약으로 인하여 그렇게 할 수 없어 회계부정 사건만으로 본 연
구의 분석 대상을 한정할 수 밖에 없었던 점에 본 연구의 한계와 아쉬움
이 있다.
나아가 내부통제 이론은 그것이 탄생한 기원이 회계업무 처리의 적
정성을 효과적․효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최근 민간 부문
에서는 전사적(全社的) 관리를 표방하며 회계 이외의 업무영역에 대해서
도 내부통제를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공부문은 아직까지 회계부
문에 대해서조차 내부통제 개념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는 하
나, 그럼에도 회계업무 외의 다른 업무영역에 대해 내부통제 이론을 응
용하여 문제점을 진단해본다면 기관의 운영이나 업무처리 방식에 있어
좋은 개선 대안을 도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재외공관의 경우 영사업무나 사증발급업무 등을 처리함에 있어 다
수 공관에서 유사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은
해당 문제들이 업무담당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적 문제임을 암
시한다. 내부통제 이론을 응용하여 이러한 업무의 체계를 분석한다면 해
당 문제의 심층적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이상으로 본 연구를 마치며, 이러한 아쉬움과 가능성들을 다음 연구
를 위한 향후 과제로 잠시 미루어 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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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Internal control
and Accounting vulnerability of
Diplomatic missions abroad
- Focusing on the audit cases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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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 the past several years, a lot of problems such as accounting
frauds, sexual harassment, and poor works continuously have occurred
in the Korean diplomatic missions abroad, so the reliability and
competence of Korea'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OFA) has been
damaged and discussed. So, MOFA has taken various actions such as
proclaiming a stricter codes of conduct, increasing internal auditing
personnel and sending ethical guidelines to the heads of the diploma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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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ions aborad. However, it seems to have no effect in those efforts
and the problems have persisted until now such as the embezzlement
in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Germany in 2019.
So, under the recognition that the cause of frequent problems in
the diplomatic missions abroad may be the inadequacy of their
internal control system, this study has focused on which parts of the
system have led to the continued accounting frauds that have already
almost disappeared in other central administrative organs, thus trying
to suggest the policy implications for MOFA to take systematic
improvements for the diplomatic missions abroad under its control.
For this purpose, the audit results for the diplomatic missions
abroad made by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BAI)
over the past 10 years were collected. Among them, considering the
nature and importance of the diplomatic entities in question, four
cases which happened in embassy, consulate, Korean education center
and Korean cultural center located abroad were

strategically selected

respectively. On the other hand, the analysis frame was made based
on the internal control framework suggested by INTOSAI, which is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upreme Auditing Institutions. Then
the selected cases were analysed by using the analytical method
depending on the analysis factor of the framework.
As a result of the study, each of 4 cases has problems not in
one of the 5 internal control components(Control Environment, Risk
Assessment, Control Activities, Information & Communication and
Monitoring) but in all of them. However, the cases of embassy and
consulate were a little different from those of overseas Korean
education center and Korean cultural center in details. Overseas

- 106 -

Korea educational center and Korean cultural center had structural
problems as they have been one-person organizations in which a
head of the organization handles all processes ranging from the
planning of project, to budgeting and spending of project fund
without any check and balance made by any other people in the
organizations. In these cases, as the authority and accountability
between

MOFA

and

their

higher

authorities

is

not

clear,

the

organizations in questions have been out of proper management. In
addition, their account computing systems have not been well used so
that the managers of MOFA and their higher authorities could not
control over the practices in time.
On the other hand, as for the embassy and the consulate, the
control system was relatively well prepared in the right form.
However, the accounting personnel have been careless in performing
their duties by delegating the whole work to the administrative
auxiliary staff and the responsible managers have not made strict
control over even the basic works such as checking the accounting
records and evidential documents. In addition, although the accounting
results are supposed to be reported regularly to the headquarters of
MOFA,

the

headquarters

have

not

properly

monitored

the

appropriation of the cycle and contents of the reports.
Meanwhile, the common cause of the problems in all cases was
the

use

of

cash.

In

the

cases,

the

accounting

personnel

had

withdrawn and used official funds in cash on their own on the
grounds of the local special situation even though there was actually
no unavoidable situation. In that process, irregular behaviors such as
making foreign-exchange profit personally or misappropriating c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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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e been more likely to happen. Furthermore, in spite of this
situation, the headquarters of MOFA has not taken proper control
over using cash but just has delegated the job to the head of the
diplomatic missions abroad.
In conclusion, it was confirmed that there have been general
problems

such

as

inappropriate

organizational

system,

personnel

maldistribution and irresponsible organizational culture in the internal
control system of the diplomatic missions abroad. The accounting
frauds of the diplomatic missions abroad were not just caused by the
corruption of the individual but the poor internal control system
providing potential misfeasors with opportunities and temptations of
unfair

profits.

Accordingly,

if

MOFA

has

the

willingness

of

terminating the cause of several problems including accounting frauds
in the diplomatic missions abroad, it needs to examine and improve
the current internal control system of its own. And in that situation,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is study could be a helpful sugg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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