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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공기업 등 공공기관은 독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국민경제에서 큰 비중

을 차지하지만, 이중의 주인-대리인 구조로 인해 책임의 주체가 불분명

한 문제를 지니고 있어 국가 차원의 관리·감독을 통해 도덕적 해이를 방

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공공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에 따

라 책임을 묻는 등 강력한 외부통제 장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감사원 감사준비 부담이 업무의 효율을 떨어뜨리고,

문제 지적중심의 감사 경향으로 혁신추진에도 장애가 되는 등 감사가 소

극경영을 유발하고 기관의 혁신을 저해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감사원 감사 유형에 따라 책임성 통제를 주된 초

점으로 하는 감사와, 예방적·지원적 측면에 초점을 둔 감사가 공공기관

의 부패와 경영혁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향후 감사원

감사의 지향점에 대해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감사원 감사(신분적 사항, 금전적 사항, 통보·개선요구)를

독립변수로 청렴도, 윤리경영, 경영혁신을 종속변수로하여 다중회귀분석

을 실시한 결과 감사원의 통보·개선요구가 공공기관의 내부청렴도와 윤

리경영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감사원의 신분적

사항에 대한 처분요구는 공공기관의 경영혁신에 부(-)의 영향을 미치지

만, 금전적 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통보·개선요구는 경영혁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위 연구결과는 신분적 사항, 금전적 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등 책임성

에 대한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처분요구보다는 예방적·지원적 측면에 초

점을 둔 처분요구가 공공기관의 청렴도 개선 및 윤리경영 유도에 보다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신분적 사항에 대한 처분요구가 기관의

혁신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으나, 통보·개선요구와 같은 예방적·지원적 측

면에 초점을 둔 처분요구는 기관의 경영혁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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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감사원 감사가 기관의 경영혁신을 저해한다는 주장은 감사를 ‘신분적

사항’에 대한 처분요구로 한정했을 때만 타당함을 보였다는 점에서 의의

를 가진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감사원이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를 통해 비위를

적발하고 관련자를 문책하는 등 사후 책임을 묻는 역할도 여전히 중요하

지만, 통찰과 예측을 바탕으로 기관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감사가 부

패 예방에 기여하면서도, 기관의 경영혁신과도 공존할 수 있음을 보였다

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주요어 : 감사원, 공공기관, 부패, 청렴도, 윤리경영, 경영혁신, 소극경영

학 번 : 2018-22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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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내부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는 등 공공기관의 부패문제가 대두되면서 공공기관에 대한

외부통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공기업 등 공공기관은 독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국민경제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국민-정부-공공기관’의 이중의 주인-대리인

구조로 인해 책임의 주체가 불분명하고 책임추궁의 방법도 분명치 않은

문제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민간 분야의 시장 감시기능을 대체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효율적인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통제를 위해 2007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공시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회의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등도 정기·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

고 있다. 또한, 행정부에서도 수시로 개혁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정치권

에서도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이 논의의 대상이 되곤 한다(천경훈, 2015).

그 중, 감사원은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요구를 통해 사후 책임을 묻고 공공기관을 상시 감시·감독해 부패를

예방하는 등 강력한 외부통제 장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감사결

과를 외부에 공개해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기관의 청렴도 등 부패수준을

자각하게 하여 윤리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감사원 감사준비 부담이 일상적 행정업무의 효율을

떨어뜨리고, 법규해석의 유연성 부족, 문제 지적 중심의 감사 경향으로

혁신추진에도 장애가 되는 등 감사가 소극경영을 유발하고 기관의 혁신

을 저해한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감사원 감사가 공공기관에 대한 내·외부의 청렴도

인식과 기관의 윤리경영 노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감사원 감사가

공공기관의 경영혁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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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및 범위

본 연구는 공공기관 분류기준(2017년 기준)에 따른 부산항만공사 등

35개 공기업과 공무원연금공단 등 88개 준정부기관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2011∼2017년 해당 기관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와 2018∼2020년 각 기

관의 청렴도, 윤리경영 및 경영혁신에 대해 분석한다.

이를 위해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혁신포털시스템(Alio시스

템)에 공개된 감사결과 보고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기획재정부

경영실적평가 보고서 등의 자료를 활용한다.

2. 연구방법

감사원 감사가 공공기관의 부패와 윤리경영 및 경영혁신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기 위해 감사원 감사에 따른 처분요구를 독립변수로, 공공기

관의 청렴도, 윤리경영, 경영혁신을 종속변수로 설정한다. 분석모형으로

는 다중회귀 모형을 설정하며, 객관적 검증을 위해 기관의 유형, 기관의

규모, 기관의 연령, 직원에 대한 처우, 여성 임직원 비율 등 조직 특성요

인의 영향에 대한 통제를 고려한다. 연구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 공공기관]

구분 유형 기관명

공

기

업

(35)

시

장

형

(14)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동서발

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

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중부발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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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시

장

형

(21)

㈜한국가스기술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대한석탄공사, 여수

광양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관광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마

사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수자원공사, 한

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토지주택

공사, 해양환경공단, 한전KDN, 한전KPS(주)

준

정

부

기

관

(88)

기

금

관

리

형

(13)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기술보증기금, 근로복지공단, 사

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신용보증기금,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

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예금보험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위

탁

집

행

형

(75)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

국제협력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기상산

업기술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문화예

술위원회,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보건

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

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

국세라믹기술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소비

자원,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

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전기안

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청소년상

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해

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

업기술원, 국립생태원, 독립기념관, 시청자미디어재단, 아시아문

화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

흥원, 한국언론진흥재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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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이론적 논의

1. 주인-대리인 이론과 공공기관의 준정부조직으로서의 특징

1) 주인-대리인 이론

주인-대리인 이론은 주인이 대리인에게 권한을 위임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다룬 이론으로 대리인이 주인보다 우월한 정보를 갖는 정보 비대

칭의 상황에서 대리인이 비대칭적 정보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활용해 이

익을 극대화하면서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게 됨을 설명한다.

이러한 주인-대리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선호대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유인을 제공하거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정보의 비대칭성을 감소시키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공공기관의 준정부조직으로서의 특징

공공기관 등 준정부조직은 정부와 시장 사이의 회색 지대에 위치하면

서(Greve, 1999), 관리자에게 일정 수준의 재량이 주어지지만,(Pollitt et

al., 2004), 그만큼 책임성이 문제가 된다(최병선, 1993;Rhodes, 1994;

Sckelcher, 1998; Flinders, 1999; Scott, 2000; Kickert, 2001; Pollit &

Bouckaert, 2004; Christensen & Lægreid, 2015).

준정부조직에서는 선출되지 않은 사람들이 공공 재정을 사용하여 재량

을 발휘하고(Hirst, 1995: 341), 설령 ‘방만 경영’을 하더라도 선거로 책임

을 물을 수 없기 때문이다(배관표, 전영한, 2018).

특히, 공공기관은 주인-대리인 구조가 ‘국민-정부-공공기관’의 다단계

구조로 나타나는 이중의 대리문제가 발생한다. 즉 궁극적 주인인 국민과

그 수임자인 국회, 정부 사이에 대리문제가 발생하고, 법을 제정하고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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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는 국회·정부와 공공기관 사이에서 또다시 대리문제가 발생한다. 이

중의 대리문제로 궁극적인 주인의 이익에 부합하는 의사결정과 집행은

더욱 요원해지고, 한층 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잡다한 선호가 공공기

관의 의사결정 및 집행을 방해하게 된다(천경훈, 2015).

이와 관련하여 공기업 내·외부의 감시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가 대리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으며, 대한민국의 경우

감사원을 통한 외부감사제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상임감사·감사위원 직

무수행실적 평가제도, 공공기관 청렴도평가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고유의 감시제도가 운영되고 있다(손성규 등, 2004).

2. 감사의 기능 및 목적

1) 감사의 기능

감사는 주인-대리인 관계에서 양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독립적인 제3자가 실시하는 비판적 검증 활동으로(박재완, 1997),

주인은 감사를 통해 대리인이 수행한 일이나 제공한 정보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갖게 된다(ICAEW, 2005).

특히,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감사는 공인회계사 등에 의해 실시되

는 민간부문의 감사와 구별하여 공공감사라 지칭하며, 공공감사는 공공

부문이 법･규범 등을 준수하고 정책･사업의 성과를 달성하였는지 등을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지)를

국민에게 보고하는 활동을 의미한다(IIA, 2012).

2) 감사원의 역할과 공공기관 감사의 목적

｢대한민국 헌법｣제97조는 국가의 세입 및 세출의 결산,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 하에 감사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

다. 그리고 감사원은 ｢감사원법｣제20조에 따라 국가의 세입·세출에 대

한 결산 검사를 하고, 회계를 상시 검사·감독하여 그 적정을 기하며, 행

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여 행정운영의 개선과 향상을 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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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수행한다.

감사원은 위와 같은 감사, 감찰 권한을 매개로 강력한 부패통제 기능,

부패통제 컨트롤 타워 기능, 포괄적 감사결과 처리기능, 자체감사기구에

대한 총괄·조정 기능, 직무감찰을 통한 공직비리 예방 등의 기능을 수행

한다(김진영 등, 2017).

특히, 현대 감사원 감사는 그 범위가 합법성에 국한되지 않고 행정의

효율성, 효과성, 경제성 및 능률성에도 확대되고 있으며, 감사의 기능 역

시 소극적·통제적 수준에 머물지 않고 예방적이고 적극적·지원적 역할에

까지 이르고 있다(배성호, 2017).

한편, 감사원의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는 ｢감사원법｣제22조, 제23조 등

과 ‘감사원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업무와 회계에 관하여 감사를 실

시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52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공공기관 경영이 설립목적에 부응토록 하고, 경영을 합리화

하는 한편, 공기업 경영진의 책임경영제 확립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유훈, 1981).

3. 부패의 개념 및 특징

부패는 부패를 정의하는 목적의 차이(Mungiu-Pippidi, 2015), 부패 양

상의 다양성(Jain, 1998), 사회가 가지는 맥락의 차이(Johnston, 2005) 등

으로 인해 보편적인 정의를 내리기 어려워 다양한 방법으로 정의되고 있

다. 부패를 정의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에는 행위, 행위자, 이익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요소를 넓게 개념정의 하는지, 좁게 개념정의 하는지에 따라

부패에 대한 정의의 폭이 변화하기 때문이다(민경선, 2020).

먼저, 행위에 대해서는 좁은 의미의 부패 개념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부패행위를 위법행위에 한정한다(Neild, 2002). 반면, 넓은 의미의 부패

개념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행위에 권한 남용을 포함한다(Mundial, 1997).

또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좁은 의미의 부패 개념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행위자를 공직자로 한정하지만(Huntington, 2002), 넓은 의미의 부패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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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민간인을 행위자에 포함한다(Evans, 1999).

이익과 관련하여서는 좁은 의미의 부패 개념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이

익을 경제적 이익에 한정하지만, Nye(2002)는 부패를 ‘선출직이나 임명

직 공직자가 사적인(개인, 친인척, 지인의) 이익(부나 지위 면에서)을 위

하여 공식적인 의무에서 벗어나는 행위’로 정의하는 등 대다수 학자들은

넓은 의미의 부패 개념을 지지하면서 비경제적 이익도 부패의 개념에 포

함하고 있다(Friedrich, 2002; Johnston, 2005; Neild, 2002: 6; Nye, 2002).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2015)는 부패를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사적 이득을 위해 이를 남용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행위, 행위자, 이익의 세 가지 요소를 모두 넓은 의미로 개념 정의하고

있다.

한편, 2017년 세계은행(worldbank)은 매년 세계적으로 GDP의 2%에

해당하는 1조 5,000억 달러가 부패로 인하여 낭비된다고 지적한 바 있는

데, 부패는 왜곡된 의사결정으로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야기하고, 이는

결국 국민경제 전체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진다(감사연구원, 2019).

이에 부패 발생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부패에

대한 통제 및 예방시스템을 구축하며, 부패행위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시행하는 등 제도적 차원에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부패 발생의 구조적 문제를 파악하고 반복적인 부패 발생을 방지하기 위

한 감시수단으로 감사의 역할이 학계 및 실무 차원에서 중요하게 고려된

다(양지숙, 조형석, 2021).

4. 자율성과 혁신에 대한 이론

감사는 대상기관을 사전·사후적으로 통제하고 감시·감독하면서 필연적

으로 조직의 자율성을 저해하게 된다. 감사원 감사 등 규제로 조직의 생

산성 혹은 자율성이 제한받을 수 있음은 부인할 수 없으며, 결국 조직의

자율성과 정부의 규제 특히 감사원 감사 간에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김용훈,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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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980년대 신제도주의 경제학과 공공선택론의 영향으로 대두된

관리주의(managerialism)는 직업 관료에 대한 정치적 통제가 보다 많은

정보를 가진 현장의 직업 관료들이 더 나은 방식으로 정책목표를 달성하

고자 노력하려는 유인을 제거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즉, 만약 직업 관료

에 대한 경직적 통제를 줄이고 자율성을 확대한다면 직업 관료들은 자신

들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보다 창의적인 접근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고 조직혁신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Lynn, 2006;

Cothran, 1993; Christensen and Lægreid, 2006; Boyne et al., 2006).

제 2 절 선행연구 검토

본 연구와 관련한 선행연구로 감사와 조직의 청렴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 감사가 조직의 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 감사원의 역할

변화 방향을 제언한 연구 등을 검토하였다.

감사가 조직의 청렴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수감기관의 감사담당

자를 대상으로 한 질적연구와, 대상기관에 대한 설문조사, 국민권익위원

회에서 실시하는 청렴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양적 연구 등이 이루어

졌으며 감사가 청렴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확인할 수 없다는 연구

와 청렴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모두 제시되고 있어

선행연구만으로는 감사와 청렴도의 관계에 대해 단정하기 어려웠다.

반면, 감사와 조직혁신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감사가 필연적으로 관

료의 자율성을 제한하게 되므로 ‘혁신’과 ‘감사’는 그 본질 및 지향점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연구가 주로 제시되었고, 감사와 혁신실행도 간의 양

적 연구에서도 감사가 유의미하게 혁신 실행도를 감소시킨다는 분석결과

가 제시되어 감사가 혁신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실증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의 향후 역할과 관련한 선행연구에서는 감독을 통한

책임성 확보가 여전히 감사기구의 핵심 업무이지만 과거 지향적, 문제

지적중심 감사의 문제점에 대한 반성으로, 사안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의 새로운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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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사와 청렴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배관표, 전영한(2018)은 준정부조직에 대한 감사 등 통제의 영향을 분

석한 결과, 통제가 준정부조직의 약자 우대, 약자의 삶에 대한 영향 등

형평성을 높일 수 있지만, 재무적 성과, 노동 생산성 등 효율성에는 부정

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서비스의 질, 신규 서비스 개발, 고객 만

족도 등 효과성과 청렴성, 투명성, 대응성, 책임성 등 절차적 가치에 미

치는 영향은 확인하기 어렵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김진영·심재승(2019)은 감사원으로부터 처분을 받은 기초자치단체와

공기업 각 2곳의 감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질적 연구(인터뷰)를 실시해 감

사원의 감사활동 효과를 고찰하였다.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 등

은 감사원 감사가 전문적인 역량을 바탕으로 시간과 인력을 대규모로 투

입할 수 있어 비리 예방효과가 크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공무원 또는 공

기업 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감사원 감사를 수시로 고려하게 되므로

감사원 감사의 존재만으로도 비리 행위에 대한 예방효과가 나타나게 된

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양지숙·조형석(2021)은 감사원 등에 의한 외부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종합, 내부, 외부청렴도와 유의미한 정(+)의 관계를 나타내고, 자체감사

역량을 나타내는 자체감사활동 심사 여부는 외부청렴도와 유의미한 정

(+)의 관계를 나타냄을 확인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는 자체감사

및 외부감사는 부패를 감소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외부감사의

경우 부패방지를 위한 효과적 수단으로 작용함을 제시하였다.

2. 감사와 조직혁신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박민정, 김길수, 이원희, 임보영, 최인욱(2006)은 정부의 행정에 대한

감사는 책임성을 통제하게 되므로 ‘혁신’과 ‘감사’는 그 본질 및 지향점에

차이가 있으며, 혁신추진에 있어 감사제도가 부분적으로 장애를 초래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특히, 혁신추진에 장애가 되는 감사요인으로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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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운용과 관련한 엄격한 감사규정, 법규해석 시 유연성 부족, 과거 지향

성, 문제 지적 중심 감사, 성과보다 과정이나 절차 중시 등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고, 감사원 감사준비 부담이 일상적 행정업무의 효율에 영향을

미치고 혁신추진에도 장애를 초래한다는 인식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오재록, 전영한(2012)은 40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관료의 자율성

이 청렴성과 조직혁신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경험적 증거를 탐색한 결과

국정감사 수감일수가 혁신 실행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음

(-)의 관계를 보임을 제시해 감사 강도가 높아 관료의 자율성이 제한될

수록 혁신 실행도가 감소할 수 있음을 보여 감사로 인한 자율성 통제가

조직혁신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3. 감사원의 역할 변화 방향에 대한 선행연구

신민철(2014)은 향후 감사원의 역할 변화 방향에 대해 감사원은 헌법

상 부여된 직무감찰 활동에 대한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는 등의

적발자 역할, 기존의 반부패기구 간 협력을 통해 통합적인 반부패추진체

계를 구축하는 조정자 역할, 공공부문 기관들 스스로가 위험요인을 파악

하고 부정․부패나 비효율의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토록 하기 위해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는 지원자 역할, 우리나라 반부패 제도 및 법률

상 문제점 등에 대한 종합적 분석 평가를 통해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연구개발자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제언하였다.

김난영(2016)은 OECD로 부터 선도적 최고 감사기구(a leading SAI)로

선정되어 감사 활동이 혁신적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한국 감사원, 미국

감사원, 프랑스회계법원 등 10개국 최고 감사기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

및 사례분석을 실시해, 최고 감사기구의 핵심기능에 대한 활동 수준을

분석한 결과, 감독을 통해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 여전히 최고 감사기

구의 핵심 업무이지만 통찰(insight)과 예측(foresight) 등과 같은 새로운

기능이 강화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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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현재까지 논의된 선행연구들은 감사원 감사의 효과를 질적으로 분석하

는데 그치거나, 양적 연구가 이루어지더라도 감사원의 처분요구가 신분

적 사항, 금전적 사항, 통보·개선요구 등 여러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도 이에 대한 구분 없이 감사원의 처분요구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양적연구 방법을 바탕으

로 감사원의 처분요구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세부유형에 따라 대상기관의

청렴도, 윤리경영, 경영혁신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선행연구 중에서는 감사원 감사가 기관의 청렴도에 미치는 영

향과 이에 따른 각 기관의 부패 개선노력, 혁신에 미치는 영향까지를 함

께 분석한 연구는 찾기 어려웠으나 본 연구는 감사원 감사가 대상기관의

청렴도뿐만 아니라 윤리경영 및 경영혁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함께 분석하여 감사원 감사가 단순히 기관의 청렴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까지 이어지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관의 혁신을 저해하는지까지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감사가

조직의 부패나 혁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있었지만 본 연

구는 이중의 주인-대리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 감사의 역할이 더욱 강조

되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도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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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설계

제 1 절 연구의 분석틀

감사원 감사 →

공공기관의 부패

공공기관의 소극경영

독립변수

→

종속변수

· 감사원의 처분요구

- 감사원의 신분적 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 감사원의 금전적 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 감사원의 통보·개선요구

· 공공기관의 내부청렴도

· 공공기관의 외부청렴도

· 공공기관의 윤리경영

· 공공기관의 경영혁신

통제변수

· 공공기관의 유형(공기업, 준정부기관)

· 공공기관의 규모(임직원 수)

· 공공기관의 연령(기준연도(2020) – 기관의 설립연도)

· 직원에 대한 처우(임직원 1인당 복리후생비)

· 여성 임직원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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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변수의 설정

1. 독립변수의 설정 및 측정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요구의 종류는 [표 2]와 같이 징계요구, 시정요

구, 개선요구, 권고, 고발 등으로 구성된다(｢감사원법｣제31조∼제35조).

[표 2. 감사원 처분요구의 종류 및 형태]

처분요구 종류 내용 처분요구 형태

징계요구

(감사원법

제32조)

감사결과 법령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 소속 장관이나 임용권자에게

징계를 요구

징계요구,

문책요구

시정요구

(감사원법

제33조)

감사결과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기관의 장 등에게 시정·

주의를 요구

주의요구,

시정 등

개선요구

(감사원법

제34조)

법령·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 등에게 법령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위한 조치나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개선을 요구

법령상 개선 등

권고 등

(감사원법

제34조의2)

감사결과 징계, 시정요구, 개선요구를 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이 자

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정운영 등의 경제성·효율성 및 공

정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개선 등에 관한 사

항을 권고하거나 통보

권고, 통보 등

고발

(감사원법

제35조)

감사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

수사요청,

직접고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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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처분요구를 성격에 따라 감사대상자의 신분상 변동을 초래하는

‘신분적 사항’에 대한 처분요구(징계요구, 고발 등), 법령 등을 위반하여

기관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변상토록 하거나 시정토록 하는

‘금전적 사항’에 대한 처분요구(변상판정, 시정(금액) 등), 제도, 행정상

모순을 지적하고, 행정운영 등에 개선을 요구하는 ‘통보·개선요구’(통보,

법령상 개선 등)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독립변수는 감사원 감사로 설정하고, 신분적 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금전적 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통보·개선요구를 하위지표로 하

여 각 독립변수의 특성에 따라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분석한

다. 처분요구의 강도는 감사원 홈페이지의 감사결과 공개자료를 바탕으

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원의 처분요구 건수로 측정한다.

[표 3. 독립변수 및 측정 지표]

구분 변수 측정 지표

독립변수

신분적 사항
2011∼2017년 감사원에 의한 징계, 수사요청,

인사통보, 비위통보, 직접고발 처분 건수

금전적 사항
2011∼2017년 감사원에 의한 변상판정,

시정(금액) 처분 건수

통보·개선요구
2011∼2017년 감사원에 의한 통보, 권고,

모범사례, 법령상 개선 처분 건수

2. 종속변수의 설정 및 측정

1) 공공기관의 청렴도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제27조 등에 따라 45개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해 지방자

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총 580개 기관(2020년 기준)에 대해 청

렴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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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도 조사는 공공분야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측정하고 이를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매년 8∼11월경 최근 1년간의 부패 경험과 부패인식에 대

한 설문조사로 실시되며, 청렴도는 해당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측정되는 내부청렴도와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업무 경험

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측정되는 외부청렴도로 구분된다.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조사의 내·외부청렴도 등급을 활용해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측정하고자 하며 등급은 1∼5등급의 5단계로 이루

어지므로 평가결과를 5∼1점으로 점수화하여 측정한다. 측정 기간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로 하며, 해당 기간 위 지표의 평가점수 평균을

활용한다.

[표 4. 청렴도 조사별 측정대상 및 내용]

측정영역 대상 내용

내부

청렴도

현재 해당 공공기관에 근무

중인 공직자

· 청렴문화: 업무처리의 투명성, 부정

청탁 등 조직문화, 부패통제 제도

실효성

· 업무청렴: 인사, 예산집행, 업무지시

에서의 부패경험

외부

청렴도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

최근 1년간 부패 경험과 부패인식 설문

· 부패인식: 업무처리의 투명성과 적극

성, 특혜 제공, 부정 청탁 등 부패

관련 인식

· 부패경험: 금품, 향응, 편의 경험

2) 공공기관의 윤리경영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8조에 근거해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자율·책임경영 확립을 위해 매년 공공기관의 경영 노력과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경영실적 평가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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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윤리경영’ 지표는 기관의 경제적·법적

책임 및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윤리적 책임을 준수하려는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따라서 해당 지표의 평가점수를 통해 공공기관의 윤리

경영 노력을 측정하고자 한다.

평가는 A+, A0, B+, B0, C, D+, D0, E+, E0의 9단계로 이루어지므로

평가결과를 9∼1점으로 점수화하여 측정한다. 측정 기간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로 하며, 해당 기간 위 지표의 평가점수 평균을 활용한다.

3) 공공기관의 경영혁신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혁신노력 및 성과’ 지표는 기관의 혁신계

획의 적정성, 혁신추진체계 구축, 기관장의 혁신 리더십, 혁신문화 조성

등을 위한 기관의 노력 및 성과를 평가한다. 따라서 해당 지표의 평가점

수를 통해 공공기관의 경영혁신을 측정하고자 한다.

위 지표에 대한 평가는 A+, A0, B+, B0, C, D+, D0, E+, E0의 9단

계로 이루어지므로 평가결과를 9∼1점으로 점수화하여 측정한다. 측정

기간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로 하며, 해당 기간 위 지표의 평가점수

평균을 활용한다.

[표 5. 종속변수 및 측정 지표]

구분 변수 측정 지표

종속

변수

청렴도

내부청렴도
2018∼2020년 청렴도 조사(권익위)

내부청렴도 점수 평균

외부청렴도
2018∼2020년 청렴도 조사(권익위)

외부청렴도 점수 평균

윤리경영
2018∼2020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윤리경영’ 지표의 점수 평균

경영혁신
2018∼2020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혁신노력 및 성과’ 지표의 점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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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제변수의 설정 및 측정

기관의 유형 등 기관이 지닌 고유한 특성이 부패, 윤리경영, 경영혁신

등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기관의 유형, 기관의 규모, 기관의 연

령, 소속 직원에 대한 처우, 여성 임직원 비율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1) 기관의 유형

공공기관은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50% 이

상인 경우 공기업, 50% 미만인 경우 준정부기관으로 분류한다. 위 분류

기준에 따라 공기업을 0, 준정부기관을 1로 더미 변수화하여 통제변수로

설정한다.

2) 기관의 규모

선행연구에 따르면 지방정부의 부패 원인과 관련된 정치적, 제도적, 사

회문화적 요인을 분석한 연구에서 정부 규모 변수가 지방정부의 청렴도

와 유의미한 부(-)의 상관관계가 있고(장석준, 2010), 기업 규모가 경영

혁신 도입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는

등 (박상문, 강신형, 2013), 기관의 규모가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청렴도,

경영혁신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조직의 규모에 따라 부패사건 발생 빈도나 이에 따른 국민의 관심

정도가 달라 내·외부청렴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윤리경영이나 경영

혁신을 위한 역량에도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기관의 규모를 통제변수로 설정하며 공공기관 혁신포털시스템

(Alio시스템)에 공시된 임직원 수 총계로 측정한다.

3) 기관의 연령

기관의 업력이 늘어나고 더 많은 경험을 할수록 조직은 더 많은 지식

을 축적하게 되고, 이렇게 축적된 지식은 조직 내 저장되어 내적 적합성

을 강화하게 된다.(Siggelkow,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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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기관의 연령이 많을수록 부패에 대한 통제능력, 윤리경영이나 경영

혁신을 위한 동력 등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어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청

렴도, 윤리경영, 경영혁신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기관의 연령을 통제변수로 설정하며 2020년을 기준연도로

‘2020–기관의 설립연도’로 측정한다.

4) 소속 직원에 대한 처우

소속 직원에 대한 처우가 부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Tanzi(1994)는

낮음 임금이 부패를 조장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고, Mookherjee

and Png(1995)도 임금수준의 증가가 부패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

이라고 주장하였으며 Haqu and Sahay(1996)는 높은 임금이 양질의 인

력을 공공부문으로 흡수하여 부패가 감소하게 되고 효율이 높을 수 있음

을 주장하였고 Carrillo(2000)도 임금증가가 부패를 제어하는 메커니즘으

로 작동할 수 있다고 보았다(김상헌, 이은지, 2011).

또한, 직원에 대한 처우 수준이 높을수록 근로 동기나 경영개선 노력을

향상시켜 윤리경영, 경영혁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처우 수준을 통제변수로 설정

하며 이는 공공기관 혁신포털시스템(Alio시스템)의 기관별 임직원 수와

복리후생비 규모를 활용하여 임직원 1인당 복리후생비로 측정한다.

5) 여성 임직원의 비율

여성의 특성과 청렴도의 관계에 대한 이론에 따르면 여성은 남성에 비

해 뇌물을 공유하는 네트워크에 관여하는 폭이 더 적고(Azfar, Knack &

Lee), 부패 현상에 대해 남성이 여성보다 더 관대한 경향을 보이므로

(Peters & Welch, 1978) 여성이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 인해 여성의 참여

가 확대되면 청렴도가 높아지게 된다(라소영, 엄석진, 2021).

위와 같이 기관 내 여성의 비율이 기관의 청렴도 등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고려해 공공기관의 여성 임직원 비율을 통제변수로 설정하며

이는 공공기관 혁신포털시스템(Alio시스템)에 공시된 임직원 수 및 여성

임직원 수 자료를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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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통제변수 및 측정 지표]

구분 변수 측정 지표

통제

변수

기관 규모 임직원 수

기관의 연령 2020 - 기관의 설립연도

기관의 유형 공기업 0, 준정부기관 1

직원에 대한 처우 임직원 1인당 복리후생비

여성 임직원 비율 여성 임직원 수/임직원 수

제 3 절 연구가설과 분석모형

1. 연구가설의 설정

먼저, 감사원 감사가 대상기관의 청렴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서

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 공공기관의 부패가 적발되고, 감사원으로부터 처

분요구를 받은 기관은 이후에도 감사원 감사를 통해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음을 수시로 고려하게 되어 부패행위를 자제하는 한편, 향후 부패발생

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에도 보다 관심을 기울이게 될 것

이므로 감사원의 처분요구가 공공기관의 내부, 외부청렴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가설1: 감사원의 처분요구는 공공기관의 내부청렴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1-1. 감사원의 신분적 사항에 대한 처분요구는 공공기관의 내부청렴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1-2. 감사원의 금전적 사항에 대한 처분요구는 공공기관의 내부청렴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1-3. 감사원의 통보·개선요구는 공공기관의 내부청렴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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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감사원 감사가 대상기관의 윤리경영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에도

감사원으로부터 처분요구를 받은 기관은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기관의 부

패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윤리경영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생

각되므로 감사원의 처분요구가 기관의 윤리경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가설3: 감사원의 처분요구는 공공기관의 윤리경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1. 감사원의 신분적 사항에 대한 처분요구는 공공기관의 윤리경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 감사원의 금전적 사항에 대한 처분요구는 공공기관의 윤리경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3. 감사원의 통보·개선요구는 공공기관의 윤리경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감사의 강도가 높아 관료의 자율성이 제한될수록

혁신 실행도가 감소하므로 감사를 통한 자율성 통제가 조직혁신에 부정

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고(오재록, 전영한, 2012), 감사는 책임성에 대한

가설2: 감사원의 처분요구는 공공기관의 외부청렴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1. 감사원의 신분적 사항에 대한 처분요구는 공공기관의 외부청렴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감사원의 금전적 사항에 대한 처분요구는 공공기관의 외부청렴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감사원의 통보·개선요구는 공공기관의 외부청렴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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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를 전제하므로 혁신추진에 있어 감사제도는 부분적으로 장애를 초래

할 수 있다.(박민정, 김길수,이원희, 임보영, 최인욱, 2006).

따라서 감사원 감사와 공공기관 경영혁신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감사가

대상기관 직원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기관의 혁신을 저해하면서 기관의

경영혁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가설4: 감사원의 처분요구 유형에 따라 공공기관의 경영혁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4-1. 감사원의 신분적 사항에 대한 처분요구는 공공기관의 경영혁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4-2. 감사원의 금전적 사항에 대한 처분요구는 공공기관의 경영혁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4-3. 감사원의 통보·개선요구는 공공기관의 경영혁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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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모형

본 연구는 감사원의 처분요구가 공공기관의 청렴도와 윤리경영 및 경

영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 모형을 활용하며,

객관적 검증을 위해 기관의 유형, 기관의 규모, 기관의 연령, 직원에 대

한 처우, 여성 임직원 비율 등 조직 특성요인의 영향을 통제한다.

가설검증을 위한 모형 및 각 변수의 세부 정의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Yt = α + β1X1 + β2X2 + β3X3 + β4Z + ε

종속변수 Y = 청렴도, 윤리경영, 경영혁신 평가결과

(Y1 = 내부청렴도 조사결과

Y2 = 외부청렴도 조사결과

Y3 = 윤리경영 평가결과

Y4 = 경영혁신 평가결과)

독립변수 X = 감사원의 처분요구

(X1 = 신분적 사항, X2 = 금전적 사항, X3 = 통보, 개선요구)

통제변수 Z = 기관 규모, 기관 연령, 기관 유형, 직원에 대한 처우, 여성

임직원 비율

기타: α = 절편, β = 회귀계수, ε = 오차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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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실증분석 결과

제 1 절 기초통계분석

1. 독립변수 분석

본 연구는 독립변수를 감사원의 감사에 따른 처분요구로 설정하고 독

립변수가 종속변수인 공공기관의 청렴도, 윤리경영, 경영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감사원 처분요구의 하위지표로 신분적 사항에 대한 처분요

구, 금전적 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통보·개선요구를 설정하고 2011∼

2017년 공공기관에 대한 각 유형별 처분요구 건수를 측정하였다.

먼저 신분적 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건수는 평균 3.293건, 금전적 사항

에 대한 처분요구 건수는 평균 2.179건, 통보·개선요구 처분요구 건수는

평균 13.593건으로 나타났다.

한편, 통보·개선요구 건수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10건으로 가장 많은

처분요구를 받은 반면, (재)우체국금융개발원, 국토안전관리원 등은 0건

으로 가장 적은 처분요구를 받는 등 표준편차도 19.365로 측정되어, 세

가지 유형의 처분요구 중 기관별 편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

변수의 기초통계량은 [표 7]과 같다.

[표 7. 독립변수 기초통계량]

Variable Obs Mean Std. Dev. Min Max

신분적 사항 123 3.293 4.565 0.000 30.000

금전적 사항 123 2.179 5.019 0.000 28.000

통보·개선요구 123 13.593 19.365 0.000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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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속변수 분석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청렴도, 윤리경영, 경영혁신 3가지로 구분된다.

청렴도는 2018∼2020년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내부, 외부청

렴도 조사결과를 활용하고, 윤리경영, 경영혁신은 2018∼2020년 기획재정

부에서 실시한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의 ‘윤리경영’, ‘혁신노력 및 성과’

평가지표의 평가결과를 활용하며, 각 3년간의 평균점수로 측정한다.

청렴도는 1∼5등급의 5단계로 이루어진 평가등급을 5∼1점으로 점수화

하여 측정하였는데, 5점을 만점으로 내부청렴도 점수는 평균 3.075점, 외

부청렴도 점수는 평균 3.065점으로 나타났다.

윤리경영 지표와 경영혁신(혁신노력 및 성과)지표의 경우 A+, A0, B+,

B0, C, D+, D0, E+, E0의 9단계로 이루어진 평가등급을 9∼1점으로 점

수화하여 측정하였는데, 9점 만점 기준 윤리경영 지표의 평균은 4.466점

으로 경영혁신 지표의 평균은 5.675점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의 기초통

계량은 [표 8]과 같다.

[표 8. 종속변수 기초통계량]

Variable Obs Mean Std. Dev. Min Max

청렴도

인식

내부청렴도 116 3.075 0.841 1.000 5.000

외부청렴도 116 3.065 0.653 1.333 4.667

윤리경영 123 4.466 0.981 1.667 6.667

경영혁신 123 5.675 0.801 3.333 7.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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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제변수 분석

본 연구는 통제변수로 기관의 특성요인인 기관의 유형, 기관의 규모,

기관의 연령, 직원에 대한 처우, 여성 임직원 비율 등을 설정하였다. 각

통제변수의 기초통계량은 [표 9]와 같다.

[표 9. 통제변수 기초통계량]

Variable Obs Mean Std. Dev. Min Max

유형

(공기업, 준정부기관)
123 0.715 0.451 0.000 1.000

규모 123 2153.386 4218.703 89.000 32424.000

연령 123 27.252 17.617 4.000 90.000

1인당 복리후생비(연간)

(단위: 천원)
123 1337.282 696.958 29.453 3989.908

여성 임직원 비율 123 0.315 0.142 0.041 0.724

4.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각 변수 간 피어슨(Pearson) 상관계수는 아래

[표 10], [표 11]과 같다.

먼저, 독립변수 간의 상관계수를 확인해 상관계수가 높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나타나는지 확인한 결과 모든 분석모형에서 일반적으로 높은 상

관관계를 갖는다고 보는 기준인 0.7 이상의 상관계수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각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감사

원의 처분요구와 공공기관의 청렴도의 관계에서는 통보·개선요구와 공공

기관의 내부청렴도가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0.261, p<0.01)를 가지

고 있었고, 금전적 사항에 대한 처분요구와 공공기관의 외부청렴도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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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 부(-)의 상관관계(-0.178, p<0.1)를 나타내고 있었다. 반면, 감사

원의 처분요구와 공공기관의 윤리경영 및 경영혁신과의 관계에서는 유의

미한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통제변수와 종속변수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임직원에

대한 처우수준이 내부청렴도와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0.166, p<0.1)

를 가지며, 여성비율은 내부청렴도와 유의미한 부(-)의 상관관계(-0.225,

p<0.05)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공기관의 유형은 윤리경영과

유의미한 부(-)의 상관관계(-0.221, p<0.05)를 가지며 기관의 연령은 경

영혁신과 유의미한 부(-)의 상관관계(-0.264, p<0.01)를 가지고 있었다.

[표 10. 변수 간 상관관계(청렴도)]

내부

청렴도

외부

청렴도

신분적

사항

금전적

사항

통보·

개선

요구

유형 규모 연령 처우
여성

비율

내부

청렴도
1.000

외부

청렴도
0.309*** 1.000

신분적

사항
0.101 -0.107 1.000

금전적

사항
-0.018 -0.178* 0.438*** 1.000

통보·

개선

요구

0.261*** -0.082 0.614*** 0.586*** 1.000

유형 -0.131 -0.036 -0.377*** -0.064 -0.360*** 1.000

규모 0.152 0.023 0.352*** 0.273*** 0.706*** -0.291*** 1.000

연령 -0.068 -0.029 0.097 -0.033 0.054 -0.098 0.091 1.000

처우 0.166* 0.024 0.041 -0.004 0.153 -0.081 0.077 0.190** 1.000

여성

비율
-0.225** -0.048 -0.252*** 0.025 -0.152 0.441*** -0.121 -0.013 -0.040 1.000

* p<0.10,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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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변수 간 상관관계(윤리경영, 경영혁신)]

윤리

경영

경영

혁신

신분적

사항

금전적

사항

통보·

개선

요구

유형 규모 연령 처우
여성

비율

윤리

경영
1.000

경영

혁신
0.043 1.000

신분적

사항
0.011 -0.025 1.000

금전적

사항
-0.065 -0.070 0.447*** 1.000

통보·

개선

요구

0.109 -0.020 0.625*** 0.592*** 1.000

유형 -0.221** 0.036 -0.394*** -0.078 -0.375*** 1.000

규모 -0.002 -0.065 0.364*** 0.281*** 0.710*** -0.303*** 1.000

연령 0.005 -0.264*** 0.124 -0.012 0.082 -0.124 0.110 1.000

처우 0.091 -0.041 0.053 0.004 0.162* -0.091 0.084 0.194** 1.000

여성

비율
-0.043 0.013 -0.278*** 0.000 -0.181 0.455** -0.141*** -0.062 -0.059 1.000

* p<0.10,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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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다중회귀 분석

1. 청렴도에 대한 다중회귀 분석결과

1) 내부청렴도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원의 처분요구가 기관의 내부청렴도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한 모형의 설명력과 유의성을 종속변수에 대비해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다중회귀 분석모형에서 R2의 값은 17.9%를 나타냈으며, 자유도를 반영

한 수정된 R2 값은 11.7%를 나타내어 회귀식이 종속변수인 내부청렴도

에 대해 갖는 설명력은 11.7%이며, F값은 2.914로 회귀 식이 1% 수준에

서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내부청렴도에 대한 다중회귀 분석모형에서 감사원 감사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먼저, 감사원 처분요구 중 통보·개선요구는 내부청렴도에 대해 유의수

준 1% 이내의 정(+)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

적으로 보면, 통보·개선요구 건수가 1건 증가하면 내부청렴도 점수는

0.023점 상승함을 의미한다. 또한, 금전적 사항에 대한 처분요구는 내부

청렴도에 대해 유의수준 5% 이내의 부(-)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금전적 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건수가

1건 증가하면 내부청렴도 점수는 0.041점 감소함을 의미한다.

이는 가설 1중 1-3에서 설정한 ‘감사원의 통보·개선요구는 공공기관의

내부청렴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을 지지하고 있지

만, 신분적 사항에 대한 처분요구는 공공기관의 내부청렴도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지 않고 금전적 사항에 대한 처분요구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가설 1-1과 가설 1-2는 지지하지 않는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여성 임직원 비율이 유의수준 5% 이내에서 내부청

렴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감사가 공공기

관의 내부청렴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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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감사원 감사가 공공기관의 내부청렴도에 미친 효과]

구분

내부청렴도

회귀계수 표준오차 유의확률

상수 3.206 0.282 0.000

신분적 사항 -0.018 0.021 0.412

금전적 사항 -0.041 0.019 0.033**

통보·개선요구 0.023 0.007 0.003***

통제

변수

유형 0.110 0.195 0.574

규모 0.000 0.000 0.307

연령 -0.005 0.004 0.262

처우 0.000 0.000 0.220

여성비율 -1.202 0.593 0.045**

R2 0.179

수정된 R2 0.117

F 2.914 (p=0.006***)

* p<0.10,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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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청렴도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원의 처분요구가 기관의 외부청렴도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한 모형의 설명력과 유의성을 종속변수에 대비해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다중회귀 분석모형에서 R2의 값은 4.6%를 나타냈고, 자유도를 반영하

여 수정된 R2 값은 -2.5%를 나타내어 회귀 식이 종속변수인 외부청렴도

에 대해 갖는 설명력은 -2.5%이며, F값은 0.645으로 회귀식의 유의수준

이 10%를 초과해 통계적 유의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감사원 처분요구가 외부청렴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신분

적 사항, 금전적 사항, 통보·개선요구 모두 외부청렴도에 대해 유의수준

이 10%를 초과해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감사원의 처분요구는 공공기관의 외부청렴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를 뒷받침하지 않으며 감사원 감사가 공기업의 외

부청렴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13]과 같다.

3) 내부청렴도와 외부청렴도에 대한 분석결과 차이

위 분석결과에 따르면 감사원의 처분요구 중 통보·개선요구는 공공기

관의 내부청렴도에 대해서는 유의수준 1% 이내의 정(+)의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지만, 외부청렴도에 대해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난다.

즉 감사원 처분요구가 조직문화, 업무지시에서의 부패경험, 부패통제

제도의 실효성 등 공공기관 내부 직원이 인식하는 청렴도에는 유의한 개

선효과를 나타내지만, 일반 국민이 바라보는 기관 업무처리의 투명성, 부

패 관련 인식 등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의미하는데, 이는 기

관 내부에서는 감사원의 통보·개선요구로 부패 관련 제도 등이 개선됨에

따라 청렴도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는 반면, 일반 국민들의 경

우 기관의 청렴도 개선효과를 직접적으로 인식하기 어렵고, 감사결과 공

개에 따른 기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청렴도 제고에 따른 인식개선 효

과를 상쇄하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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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감사원 감사가 공공기관의 외부청렴도에 미친 효과]

구분

외부청렴도

회귀계수 표준오차 유의확률

상수 3.235 0.236 0.000

신분적 사항 -0.010 0.018 0.585

금전적 사항 -0.019 0.016 0.232

통보·개선요구 -0.002 0.006 0.789

통제

변수

유형 -0.064 0.163 0.697

규모 0.000 0.000 0.442

연령 -0.002 0.004 0.642

처우 0.000 0.000 0.764

여성비율 -0.163 0.496 0.743

R2 0.046

수정된 R2 -0.025

F 0.645(p=0.738)

* p<0.10,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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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윤리경영에 대한 다중회귀 분석결과

1) 윤리경영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원 처분요구가 윤리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모형의 설명력, 유의성을 종속변수에 대비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중회귀 분석모형에서 R2의 값은 10.9%를 나타냈고, 자유도를 반영한

수정된 R2의 값은 4.7%를 나타내어 회귀 식이 종속변수인 내부청렴도에

대해 갖는 설명력은 4.7%이며, F값은 1.751로 회귀 식이 10%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공공기관의 윤리경영에 대한 다중회귀 분석모형에서 감사원 감사의 영

향을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먼저, 감사원 처분요구 중 통보·개선요구는 윤리경영에 대해 유의수준

5% 이내의 정(+)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

으로 통보·개선요구가 1건 증가하면 윤리경영 지표 점수는 0.020점 상승

함을 의미하며 이는 가설 3중 3-3의 ‘감사원의 통보·개선요구는 공공기

관의 윤리경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를 지지한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기관의 유형이 유의수준 5% 이내에서, 기관의 규

모가 유의수준 10% 이내에서 공공기관의 윤리경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감사가 공공기관의 윤리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14]와 같다.

2) 내·외부청렴도에 대한 분석결과와의 관계

윤리경영 지표는 공공기관이 부패개선을 위해 지난 1년간 어떠한 노력

을 기울여왔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지표라는 점에서 해당 기관 내외

부의 청렴도 인식을 보여주는 청렴도 조사결과와는 차이를 갖는다.

이를 고려할 때 위 분석결과는 감사원의 통보·개선요구 등이 공공기관

내부의 청렴도 인식을 개선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으로 하

여금 부패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등 윤리경영 노력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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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감사원 감사가 공공기관의 윤리경영에 미친 효과]

구분

윤리경영

회귀계수 표준오차 유의확률

상수 4.685 0.340 0.000

신분적 사항 -0.031 0.026 0.240

금전적 사항 -0.037 0.023 0.114

통보·개선요구 0.020 0.009 0.027**

통제

변수

유형 -0.536 0.236 0.025**

규모 0.000 0.000 0.063*

연령 -0.001 0.005 0.829

처우 0.000 0.000 0.659

여성비율 0.469 0.699 0.504

R2 0.109

수정된 R2 0.047

F 1.751(p=0.094*)

* p<0.10,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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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영혁신에 대한 다중회귀 분석결과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원의 처분요구가 기관의 경영혁신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한 모형의 설명력과 유의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위 다중회귀 분석모형에서 R2 값은 21.3%를 나타냈고, 자유도를 반영

하여 수정된 R2 값은 15.7%를 나타내어 회귀 식이 종속변수인 경영혁신

에 대해 갖는 설명력은 15.7%이며, F값은 3.848로 회귀 식이 1%의 유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경영혁신에 대한 다중회귀 분석모형에서 감사원 감사의 영

향을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감사원의 공공기관에 대한 처분요구 중 신분적 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는 경영혁신에 대해 유의수준 5% 이내의 부(-)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신분적 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건수가 1건 증가하면 공공기관의 ‘혁신노력 및 성과’ 지표의 점수가

0.043점 감소함을 의미한다.

반면, 금전적 사항에 대한 처분요구나, 통보·개선요구 등은 공공기관의

경영혁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설 4중 4-1에서 설정한 ‘감사원의 신분적 사항에 대한 처분요

구는 공공기관의 경영혁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을

지지하지만 ‘감사원의 금전적 사항에 대한 처분요구는 공공기관의 경영

혁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와 ‘감사원의 통보·개선요구는 공공

기관의 경영혁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4-2 및 4-3

은 지지하지 않는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기관의 유형이 유의수준 1% 이내에서 공공기관의

경영혁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감사가 공공

기관의 경영혁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15]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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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감사원 감사가 공공기관의 경영혁신에 미친 효과]

구분

경영혁신

회귀계수 표준오차 유의확률

상수 5.935 0.261 0.000

신분적 사항 -0.043 0.020 0.033**

금전적 사항 0.014 0.018 0.439

통보·개선요구 0.009 0.007 0.194

통제

변수

유형 -0.515 0.181 0.005***

규모 0.000 0.000 0.532

연령 0.003 0.004 0.505

처우 0.000 0.000 0.350

여성비율 -0.416 0.537 0.440

R2 0.213

수정된 R2 0.157

F 3.848(p=0.000***)

* p<0.10,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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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에서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가 기관의 내·외부청렴도와 윤리경영, 경영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

기 위해 123개 공공기관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2011년부터 2017년까지의

감사원의 신분적 사항, 금전적 사항, 통보·개선요구 등 처분요구가 각 기

관의 2018∼2020년까지의 청렴도(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한 내부, 외부

청렴도 점수)와 윤리경영, 경영혁신(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한 경영실적평가

의 윤리경영, 혁신노력 및 성과 지표에 대한 평가점수)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감사원 감사가 공공기관의 청렴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중

회귀분석 결과 감사원의 통보·개선요구가 증가할수록 공공기관의 내부청

렴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분적 사항에 대한 처분요구는

내부청렴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금전적 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는 오히려 내부청렴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공

기관의 외부청렴도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처분요구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

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어 가설1과 가설2 중 가설1-3 ‘감사원의 통보·개

선요구는 공공기관의 내부청렴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만을

채택하였다.

다음으로, 감사원의 감사가 공공기관의 윤리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해서는 감사원의 통보·개선요구가 증가할수록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의

‘윤리경영’ 지표 점수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가설3 중

가설 3-3 ‘감사원의 통보·개선요구는 공공기관의 윤리경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가설을 채택하였다.

마지막으로, 감사원 감사가 공공기관의 경영혁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해서는 감사원의 신분적 사항에 대한 처분요구가 증가할수록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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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실적평가의 ‘혁신노력 및 성과’ 지표 점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

으나, 금전적 사항에 대한 처분요구나 통보·개선요구는 공공기관의 경영

혁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가설4

중 가설 4-1 ‘감사원의 신분적 사항에 대한 처분요구는 공공기관의 경영

혁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만을 채택하였다.

[표 16. 연구결과 요약]

구분

종속변수

청렴도
윤리경영 경영혁신

내부청렴도 외부청렴도

회귀계수 유의확률 회귀계수 유의확률 회귀계수 유의확률 회귀계수 유의확률

독

립

변

수

상수 3.206 0.000 3.235 0.000 4.685 0.000 5.935 0.000

신분적

사항
-0.018 0.412 -0.010 0.585 -0.031 0.240 -0.043 0.033**

금전적

사항
-0.041 0.033** -0.019 0.232 -0.037 0.114 0.014 0.439

통보·

개선요구
0.023 0.003*** -0.002 0.789 0.020 0.027** 0.009 0.194

통

제

변

수

유형 0.110 0.574 -0.064 0.697 -0.536 0.025** -0.515 0.005***

규모 0.000 0.307 0.000 0.442 0.000 0.063* 0.000 0.532

연령 -0.005 0.262 -0.002 0.642 -0.001 0.829 0.003 0.505

처우 0.000 0.220 0.000 0.764 0.000 0.659 0.000 0.350

여성비율 -1.202 0.045** -0.163 0.743 0.469 0.504 -0.416 0.440

* p<0.10,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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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가설검증 결과]

구분 가설 검증결과

가설1

1-1. 감사원의 신분적 사항에 대한 처분요구는 공공기관의 내부

청렴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1-2. 감사원의 금전적 사항에 대한 처분요구는 공공기관의 내부

청렴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1-3. 감사원의 통보·개선요구는 공공기관의 내부청렴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2

2-1. 감사원의 신분적 사항에 대한 처분요구는 공공기관의 외부

청렴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2-2. 감사원의 금전적 사항에 대한 처분요구는 공공기관의 외부

청렴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2-3. 감사원의 통보·개선요구는 공공기관의 외부청렴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3

3-1. 감사원의 신분적 사항에 대한 처분요구는 공공기관의 윤리

경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3-2. 감사원의 금전적 사항에 대한 처분요구는 공공기관의 윤리

경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3-3. 감사원의 통보·개선요구는 공공기관의 윤리경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4

4-1. 감사원의 신분적 사항에 대한 처분요구는 공공기관의 경영

혁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4-2. 감사원의 금전적 사항에 대한 처분요구는 공공기관의 경영

혁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4-3. 감사원의 통보·개선요구는 공공기관의 경영혁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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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시사점 및 한계

1. 연구의 시사점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은 시장 내 독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국민경제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국민-정부-공공기관’의 이중의

주인-대리인 구조로 인해 주인과 대리인 간 정보 비대칭, 도덕적 해이

문제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보다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에 대한 내·외부의 감시기능이 강조되고 있으며 감

사원의 감사는 강력한 외부 통제수단으로 작동하면서 감사결과에 따라

공공기관에 문책, 시정, 권고 등 처분을 요구해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

에 대해 책임을 묻고, 감사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해 국민과 공공기관 간

에 발생할 수 있는 정보 비대칭을 완화한다.

한편, 감사원 감사는 공공기관을 감시·감독해 부패를 예방하기도 하지

만, 합법성 위주, 문제 지적중심의 감사가 대상기관 직원들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소극경영을 유발해 기관의 혁신을 저해

한다는 시각도 존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선행연구들은 주로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감사가 조직의 청렴도나 기관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고, 감사

원 처분요구가 신분적 사항, 금전적 사항, 통보·개선요구 등 여러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서 처분요구 종류에 따라 영향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도 이에 대한 구분 없이 감사원의 처분요구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연

구가 주를 이루고 있어 감사원 감사가 공공기관의 청렴도 및 윤리경영,

경영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본 연구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감사원의 처분

요구를 신분적 사항, 금전적 사항, 통보·개선요구 등으로 구분하여, 처분

유형별로 공공기관의 내·외부 청렴도와 윤리경영, 경영혁신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고, 연구결과 아래와 같은 시사점을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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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사원 감사가 공공기관의 부패에 미치는 영향

먼저, 감사원 감사와 공공기관 부패의 관계에서는 감사원의 처분요구

중 통보·개선요구가 공공기관의 내부청렴도와 윤리경영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분석결과는 신분적 사항, 금전적 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등 책임성

에 대한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처분요구보다는 예방적·지원적 측면에 초

점을 둔 처분요구가 공공기관의 내부청렴도 개선 및 윤리경영 유도에 보

다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감사원의 처분요구가 공공기관의 외부청렴도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감사원의 통보·개선요구에 따른

부패 관련 제도의 개선 등이 내부청렴도 조사나, 경영평가 과정에서는

부패 가능성, 부패 예방제도의 실효성 등에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평가되는 반면, 일반 국민들은 청렴도 개선효과를 직접 경

험하기 어렵고 오히려 감사결과가 외부에 공개됨에 따라 기관의 청렴도

에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되면서, 외부청렴도 조사에서는 감사원 처분요구

에 따른 청렴도 개선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감사원 감사와 내부청렴도의 관계에서 금전적 사항에 대한 처분

요구는 오히려 공공기관의 내부청렴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기도 했는데 감사원에 의해 회계 비리 등이 적발되는 등 공공기관

내부에 파급효과가 큰 처분요구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내부의 부패 자각

효과가 내부청렴도 설문조사 결과에 반영되고, 그 효과가 감사원 감사에

의한 청렴도 개선효과에 비해 크게 나타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2) 감사원 감사가 공공기관의 경영혁신에 미치는 영향

한편, 감사원의 처분요구가 기관의 경영혁신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

여서는 신분적 사항에 대한 처분요구가 공공기관의 경영혁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금전적 사항에 대한 처분요구나, 통

보·개선요구 등은 공공기관의 경영혁신에 유의한 영향을 초래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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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분석결과는 신분적 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등 책임성 통제를 주된

초점으로 하는 감사가 기관의 혁신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음을 보이고 있

으나, 통보·개선요구 등 예방적·지원적 측면에 초점을 둔 처분요구는 기

관의 경영혁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의미해, 감사가 기관의

경영혁신을 저해한다는 주장은 감사를 ‘신분적 사항’에 대한 처분요구로

한정했을 때만 타당함을 보여주고 있다.

3) 결론 및 시사점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감사원의 처분요구 중 책임성 통제에 초점을 맞

춘 신분적 사항, 금전적 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보다는 예방·지원적 측면

에 초점을 둔 통보·개선요구가 공공기관의 내부청렴도나 윤리경영에 긍

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감사와 혁신과의 관계에

서는 처분요구에 따라 감사와 혁신의 관계가 단순히 반비례 관계로 나타

나는 것이 아니라 공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2.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감사원 감사가 공공기관의 청렴도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

윤리경영과 경영혁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갖는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로 청렴도 조사결과와 공공기관 경영실

적 평가의 ‘윤리경영’, ‘혁신노력 및 성과’ 지표의 평가결과를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청렴도 조사의 경우 5개 등급, ‘윤리경영’, ‘혁신노력 및 성

과’는 9개 등급으로만 평가결과가 공개되고 등급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원

점수는 공개되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평가등급을 점수화하여 활용하였

고, 이에 따라 분석모형에 같은 평가등급을 받은 공공기관 간의 평가점

수 차이는 반영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윤리경영’ 지표와 ‘혁신노력 및 성과’ 등은 공공기관 경영실적평

가의 비계량 지표로 공공기관이 제출한 실적보고서와 관련 자료를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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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평가위원이 전반적인 운영실적 등을 고려해 정성적으로 평가점수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공공기관이 제출하는 실적보고서의 충

실도나 평가위원의 재량에 의해 평가결과가 좌우될 우려가 있어, 해당

지표에 대한 평가결과가 공공기관의 윤리경영 및 경영혁신 수준을 대표

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이번 연구에서는 독립변수인 2011∼2017년까지의 감사원 처분

요구 건수와 종속변수인 2018∼2020년까지의 청렴도 조사, 공공기관 경

영실적평가의 윤리경영, 혁신 노력 및 성과 지표 점수에 대해 각각 평균

값을 활용하였는데, 이로 인해 감사원 감사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렴도

개선 등에 시차가 나타날 수 있는데도 이를 설명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

고, 감사 효과의 지속기간 역시 고려하지 못하게 되는 한계가 있었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통제변수로 공공기관의 유형, 규모, 연령, 직원에

대한 처우, 여성 임직원 비율 등을 설정하였으나, 다양한 공공기관들이

지닌 고유한 특성들이 부패, 경영혁신 등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통제

하기에 부족함이 있었고, 감사결과 공개가 공공기관에 대한 청렴도 인식

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에 대해서도 통제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연구 대상기관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의 대상이 되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기타공공기관이나 나머지 공

직 유관단체들 역시 감사원의 감사대상이 되는 만큼 감사원 감사가 이들

기관의 부패 및 소극경영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해당 기관들에 대해서는 청렴도, 윤리경영, 경영혁신 수준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적절한 지표를 발견하지 못해 연구대상으로 활용할 수 없었는데

이 점 역시 본 연구가 갖는 한계이다.

이와 관련, 공공기관의 부패, 경영혁신에 대해 보다 정확히 측정할 수

지표가 개발되거나, 청렴도 조사 및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의 각 지표

에 대해 신뢰성 제고를 위한 보완이 이루어지고 향후 평가결과가 축적된

다면 후속연구를 통해 연구를 검증·보완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서 제외된 기타공공기관, 공직 유관단체 등에 대해

서도 후속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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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Audit By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n Public Institutions

- Focusing on corruption and passive management -

Na Kyung-Hyun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Public institutions such as public corporations occupy a large

proportion in the national economy based on their monopoly status,

but due to the dual master-agent structure, the subject of

responsibility is unclear. so it is important to prevent moral hazard

through management and supervision at the national level.

In this regard,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is playing a role

as a strong external control device by conducting audits on public

institutions and holding them accountable according to the audit results.

On the other hand, however, criticisms have been argued that

auditing induces passive management and hinders institutional

innovation. Because the burden of preparing for audits and the

tendency of auditing to point out problems can reduce work efficiency,

and hinder innovation promotion.

Accordingly,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 of audits that focus on

accountability control and those that focus on preventive and

supportive aspects on corruption and management innovation of public

institutions and, It was intended to provide implications for the future

direction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s audit.

To this end,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the audit (disciplinary disposition, financial disposition, no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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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ovement disposition)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as

independent variables and integrity, ethical management, and

management innovation as dependent variables.

It was found that the ‘notification/improvement disposition’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had a positive (+) effect on the

internal integrity and ethical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and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s ‘disciplinary disposition’ has a

negative (-) effect on management innovation of public institutions,

but the ‘financial disposition’ and ‘notification/improvement disposition’

do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management innovation.

The above study result means that the disposition focusing on

preventive and supportive aspects rather than the disposition of the

purpose of controlling accountability can be more helpful in improving

the integrity of public institutions and inducing ethical management.

And although ‘disciplinary disposition’ hinders the innovation of the

institution, the disposition focusing on the preventive and supportive

aspects such as ‘notification/improvement disposition’ does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management innovation of the institution.

Therefore the claim that the audit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hinders the management innovation of the institution was

valid only when the audit was limited to the ‘disciplinary disposition’.

Taken together, this study shows that while the role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for post-responsibility, such as discovering

misconduct through audits of public institutions and reprimanding

those involved, is still important, It is very meaningful in that the

audit, which suggests the direction of the institution’s development,

can coexist with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nd management

innovation of the institution.

keywords :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public institution, corruption,

integrity, ethical management, management innovation, passiv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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