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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논집 제28호 입선논문□

자체감사기구의 일상감사가 내부통제 강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세종․이경근*

전통적으로 공공기관의 자체감사기구는 합법성의 관점에서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경영환경이 변
화하고 그에 따른 조직운영 기능이 다변화됨에 따라 조직운영의 효율․효과성 제고와 내부통제 강화
를 위한 역할수행을 요구받고 있다. 따라서 자체감사기구는 기관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전통적인
사후적발 성격의 실지감사보다 사전예방 성격의 일상감사를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나, 내부통제 강화
와 관련한 일상감사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공기관의 자체감사기구가 수행하는 일상감사
가 기관의 내부통제 강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
는 각 공공기관의 자체감사기구가 감사원에 제출한 2014년도 실제 감사성과 자료를 기반으로 가설
검증형의 실증분석 방법을 채택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일상감사의 의견제시율과 투입인원 비율이 높을수록 전반적인 감사성과가 향상됨에 따라
기관의 내부통제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기관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자체감사기구는 일상감사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그 방안으로 일상감사의 의견제시율을 높이고
일상감사 투입인원 비율을 늘리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자체감사기구, 일상감사, 내부통제, 감사성과)

Ⅰ. 서 론
1. 연구목적
영국의 사상가 제러미 벤담(Jeremy Bentham, 1748∼1832)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노동자를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시설을 고안하던 중 파놉티콘(Panopticon)이라는 개념을 제안하였다.
파놉티콘이란 모두(Pan) 본다(Optic)라는 뜻으로, 벤담은 중앙에 높은 원형감시탑을 세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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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둘레를 원형으로 만들어 노동자들의 공간을 배치시키면 노동자들은 언제 어디서 지켜볼
지 모를 감시자의 시선 때문에 규율을 어길 수 없는 효과를 낸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파놉티
콘의 개념은 조직의 내부통제 확립을 위해 대부분의 공공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자체감사기
구의 역할과 일맥상통한다.
오늘날 대부분 국가들은 공공재정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기구를 설치
하고 있다. 이러한 감사기구에는 우리나라의 감사원과 같이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최고
감사기구와 지방자치단체, 교육단체, 공공기관 등 각급 기관의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자체감
사기구가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국가들은 처음에는 최고 감사기구만으로 감사기
능을 수행했으나, 점차 최고 감사기구의 여러 한계와 산하기관 자체의 통제 필요성 때문에
자체감사기구를 설치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2년부터 자체감사기구 제도를 도
입하기 시작하였으며, 2010년 3월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공공감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었고 같은 해 7월 시행됨으
로써 자체감사기구 기능이 획기적으로 강화되었다(송기국, 2012).
지금까지 자체감사기구는 합법성․준거성 관점에서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사회․
경제적 변화가 발생하고 그에 따라 조직운영 기능을 다변화해야 하는 내․외부의 새로운 도
전과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자체감사기구는 내부통제 강화와 함께 경영의사결정 참여, 조직
운영 개선, 성과평가 등 조직의 가치증대와 성과향상을 위한 다양한 역할 수행을 요구받고
있다(정민희, 2004).
특히 2002년 미국의 엔론사태 이후 효과적인 내부통제를 수행할 수 있는 기업지배구조 개
선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고 그로 인해 내부통제 강화가 자체감사기구의 설치목적 중 하나
로 자리매김하였으나, 여전히 사후적발 위주인 회계감사․감찰․조사 등이 자체감사기구의
주요활동이라는 생각이 팽배하다.
하지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마련을 통해 감사원과 자체감사기구 간 역할분담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부정부패 척결 및 공공 부문의 개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한편, 본 연구에서 다룰 주제인 사전 예방감사 기능인 일상감사를 종합․성과감사 등
실지감사와 분리시켜 명문화함으로써 감사활동의 한 줄기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자체감
사기구의 역할은 사후 적발감사에서 사전 예방감사로 그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해당 기관의 주요 정책․사업의 집행에 대한 적법성 및 타당성 등을 점검하는 의
미의 일상감사가 자체감사기구의 궁극적 목표인 기관의 내부통제 강화에 가장 적합한 감사
활동으로 그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상감사를 주제로 한 연구
가 미흡하다는 것에 착안하여 자체감사기구의 일상감사 활동과 내부통제 강화와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일상감사 강화를 위한 시사점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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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에 의거 공공기관 자체감사기구에서 수행하는 일상감사
가 내부통제 강화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가설검증형의 실증분석 연구방법을 채택
하였다. 이를 위해 각 기관 자체감사기구의 일상감사의 의견제시율, 투입인원 비율을 일상감
사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즉 독립변수로 삼고, 자체감사기구의 재무적 조치성과, 신분적 조
치성과, 행정적 조치성과를 내부통제 강화를 나타내는 지표, 즉 종속변수로 삼고 가설을 설
정하였다.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한 자료수집 방법은 보다 객관적인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해
감사원이 운영하는 공공감사자료시스템(PASA) 등을 통해 자료의 신뢰도와 타당성의 검증
및 평가가 완료된 2014년도 자체감사활동 심사평가 시 제출한 공공기관의 감사결과 수치자
료를 취합․정리하였다.

Ⅱ. 이론적 논의
1. 일상감사
1) 일상감사의 개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일상감사는 기관의 주요 정책 또는 사업의 집행 중
일상감사 대상 범위(감사원, 2012)로 지정된 업무에 대해 집행부서와 독립된 자체감사기구가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에 앞서 상시적으로 그 업무의 적법성 및 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사전 예방적 감사를 말한다.
전통적인 감사는 사후적인 시정․회복 기능을 주로 하는 적발 위주의 감사였으나, 기업환
경 및 경영․사업구조가 복잡․대형화되어감에 따라 결과 위주의 사후 감사만으로는 본래의
감사기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없게 되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전에 정책 및 사업실패를
방지하고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예방함으로써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신
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행하는 감사활동이 일상감사이다. 사후 적발 위주의 기능에서 사전
예방적인 기능을 발휘하는 이유로 일상감사는 발전된 형태의 내부통제로 이해할 수 있다(송
기국,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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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상감사의 특징
일상감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해서는 공공기관 감사위원 및 감사를 추천하고 관리하는 기
획재정부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을 통해 공공기관의 자체감사기구의 활동을 주관하는 감
사원에서 각각의 내용을 정의하고 있다.
(1)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에서는 기관의 일상업무가 적법․타당한지를 사전에 감독하는 것으로서 일상감
사를 정의하고 있으며, 자체감사기구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도록 하고 있다.
･ 문제점에 대하여는 가능한 한 대책 방안이나 시정․개선대책을 명시한다.
･ 일상감사는 집행부서의 적기시행에 차질을 주지 않도록 한다.
･ 계획수행에 근본적인 차질을 초래하거나 장기 지연시키는 감사의견은 가급적 자제한다.

또한 사후 일상감사를 허용함으로써 부득이한 사유로 적기에 일상감사를 회부할 수 없을
경우, 즉 일상감사 대상이긴 하나 감사의 사전 검토절차를 밟을 수 없을 만큼 긴급할 경우에
한하며, 이미 진행된 사항이더라도 사후 일상감사를 통하여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중지가 가
능하도록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2011).
(2) 감사원
감사원에서는 일상감사를 앞서 언급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에서와 같이 기관의 주요
정책 또는 사업의 집행에 대하여 집행부서와 독립된 자체감사기구가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 및 타당성 등을 점검, 심사하는 사전 예방적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고, 그 대상 업무를 크게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계약업무, 예산관리 업무, 그 밖의 업무로
분류하고 있다. 각각을 요약하면 <표 1>과 같다(감사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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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일상감사 대상 업무

<표 1> 일상감사 대상 업무
구분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내용
･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주요 정책과제
･ 기관 업무보고 과제 중 핵심 기능과 관련된 과제
･ 국정운영기조 또는 정부 역점시책과 관련된 정책
･ 국가 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 주요 시책 사업
･ 민간보조사업 및 주요 사업 등의 방침 결정사항
･ 기관장․부기관장 등의 결재 및 이사회 등 주요 회의 부의사항 등

계약업무

･ 공사, 용역, 물품의 제조․구매, 기타 계약
･ 국․공유재산 등 자산매각․매입에 대한 계약
･ 국가 등에 채무부담 및 수입이 되는 계약
･ 연간 단가계약의 체결과 변경에 관한 사항

예산관리
업무

･ 예산의 이․전용, 이월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예비비 집행에 관한 사항
･ 지방채 발행에 관한 사항
･ 업무추진비 등 경비지출에 관한 사항
･ 기관의 주거래은행(금고)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업무

･ 예산․회계 등과 관련된 규정 등의 주요 제․개정 사항
･ 직원의 임용, 포상․징계 등 인사 및 정원관리 등에 관한 주요 사항
･ 소관(산하)기관, 출자․출연기관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중요 소송과 중재에 관한 사항

② 일상감사 시기
일상감사는 최종 결재권자 결재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일상감사 처리에 장기
간 소요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 정식으로 일상감사 회부 전에 일상감사 대상서류 사본을 제
출받아 사전 검토가 가능하다.
하지만 일상감사를 거칠 수 없을 만큼 긴급한 업무 추진이 필요한 경우로서 감사기구의
장과 협의를 거쳐 예외적인 경우로 인정된 때에는 결재 이후에 일상감사를 실시할 수 있고,
이미 진행된 사항이더라도 일상감사 결과 위법․부당 사항이 드러난 경우 해당 집행행위에
대하여 적정 조치 요구가 가능하다.
③ 실시절차와 방법
감사원에서 설명하고 있는 일상감사의 실시절차와 방법을 요약하면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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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일상감사 실시절차와 방법
일상감사 의뢰
(집행부서)

･ 의뢰시기: 최종 결재권자 결재 전
･대
상: 기준 금액을 초과한 공사, 용역, 물품의 제조․구매

일상감사 접수
(감사부서)

･ 일상감사 담당자는 일상감사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검토

일상감사 실시
(서면감사 실시)

･ 감사 중점(사업추진의 타당성, 사업목적의 명확성,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산정의 적정성,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여부 등)

일상감사 결과
송부 및 재검토

･ 일상감사 결과 통보: 감사의뢰일로부터 7일 이내 결과 통보
･ 재검토 요청: 집행부서의 장이 의견서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감사부서의
장에게 요청
･ 재검토 처리: 재검토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

일상감사 의견의
이행

･ 14일 이내에 일상감사 의견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감
사부서에 통보

일상감사의 효과

･ 일상감사 의견서를 받기 전까지 집행행위를 할 수 없음.

a. 일상감사 의뢰
일상감사 대상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요청서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기구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해야 하며, 다만 주요 정책의 집행 업무에 대한 일상감사
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상감사 요청서는 관련 서류의 제출 등으로 갈음
할 수 있고, 감사기구의 장은 집행부서의 장이 일상감사 대상 업무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의
뢰하지 않은 경우 집행부서의 장에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일상감사를 의뢰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b. 일상감사 접수
감사기구의 장은 일상감사를 요청받은 경우 해당 일상감사 사항을 처리할 담당자를 지정
해야 하며, 일상감사 담당자는 일상감사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검토한 뒤 일상감사 관리
대장에 기입해야 한다.
c. 일상감사 실시
일상감사는 집행부서의 장이 제출한 서류 등에 의하여 서면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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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며, 다만 감사기구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일상감사 담당자는 일상감사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부서의 장 및 그 직원에 대
하여 출석 및 진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확인 및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
며, 요구받은 집행부서의 장 및 직원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일상감사의 중점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업추진의 합법성 및 필요성
･ 사업추진 내용의 타당성(경제성․효과성․효율성)
･ 사업목적의 명확성
･ 사업추진 주체의 적정성
･ 재원조달 및 집행의 적정성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산정의 적정성
･ 계약방법 및 절차의 적정성
･ 지명입찰계약, 수의계약의 경우 해당 계약방법의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여부 등

d. 일상감사 결과 송부 및 재검토
감사기구의 장은 일상감사를 요청받은 날(일상감사를 의뢰하도록 한 경우 일상감사에 필
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일상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서의 장에
게 송부해야 한다. 또한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와 입증자료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기구의 장에게 재
검토를 요청해야 하며, 감사기구의 장은 재검토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검토 요
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요청을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의견을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e. 일상감사 의견의 이행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결과를 감사기구의
장에게 의견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통보해야 하며, 감사기구의 장은 조치결과
를 검토하여 그 조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집행부서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
보하고, 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한 집행부서의 장은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을 때
일상감사 의견서와 그 조치결과(부적정 사유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포함)를 첨부해
야 한다.
f. 일상감사의 효과
일상감사를 요청한 사항은 일상감사 의견서를 받기 전까지 집행행위를 할 수 없으며,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감사기구의 장과 협의를 거쳐 결재 이후에 일상감사를 실시하기로 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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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제외한다. 일상감사를 거쳐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자체감사기구를 생략할 수 있으나,
집행부서는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이유로 자체감사기구를 거부할 수 없고, 자체감사기구 결과
지적된 위법․부당한 사항은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사유로 면책되지 아니한다.

2. 내부통제
1) 내부통제의 개념
내부통제의 개념은 1920년대 말 경제공항으로 인하여 미국의 자본시장이 붕괴됨에 따라
1930년대에 미국 증권관리위원회(Security Exchange Commission)에서 증권법의 제정을 통하
여 기업의 회계 및 경영활동에 대한 규제를 법제화하기 시작하면서 기업경영에 대한 투명성
확보 방안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또한 1972년 워터게이트라 불리는 정치적 도청사건이
발생하면서 투명성의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기 시작함에 따라 기업의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한 내부통제의 개념이 정립되기 시작하였다(이종운, 2006). 그 후 사회․경제적 이
슈를 바탕으로 내부통제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졌으며, 주요 기관 및 연구자들이 정
의한 개념은 <표 3>과 같다.

<표 3> 내부통제 정의
구분

내용

INTOSAI1)

기관의 미션달성과 관련한 위험을 관리하고 조직운영의 기강․윤리성․경제성․능률
성․효과성 확보, 공공 책무성 확보, 관련 법규 준수, 손실․오용․손해로부터 자원
의 보호 등과 같은 일반 목표가 달성되고 있다는 합리적 확신(reasonable
assurance)을 얻기 위한 통합적인 과정

COSO2)

재무보고의 신뢰성, 운영상의 능률성과 효과성, 법규 준수 등의 목표 달성과 관련한
합리적 확신(reasonable assurance)을 얻기 위해 설계되어 수행되는 활동

미국회계사협회
(AICPA)

기업 자산보호, 회계정보의 정확성 및 신뢰성 확보 그리고 기업효율성 증진 등을 위해
기업이 채택한 일체의 방법과 도구를 의미

박세화
(2007)

회사의 자산을 보호하고 회계기록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회
사운영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경영자의 경영정책 준수를 제고하기 위한 회사 내부
에서 채택한 모든 체계적 방법과 수단 그리고 조직에 관한 계획을 의미

박희정, 허영순
(2009)

건전한 재무관리나 서비스 제공을 보증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자체감
사기구는 이러한 시스템에 대한 점검으로 사후적인 합법성 및 재무감사, 성과감사를 실시

1) INTOSAI(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upreme Audit Institutions, 세계최고감사기구)는 1953년 창설되어
현재 197개 감사기구가 참여하고 있으며, 주요 목표는 세계 최고감사기구 간 경험과 지식의 공유를 통해
정부 및 공공 부문의 감사를 촉진시키는 데 있다.
2) COSO(Committee of Sponsoring Organization of the Treadway Commission)는 1985년에 미 의회 산하에
설립되었으며 민간사기성 회계보고에 관한 국가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국제내부감사인협회 등 5개 단체
가 공동으로 설립한 민간단체로, 기업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연구 및 보고서 등을 발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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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김난영
(2010)

관리자가 조직임무의 달성에 관한 합리적인 확신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식적으로 설
정한 계획․규정․방법․절차 및 수단

이용수
(2010)

회계통제(accounting control)에서 시작되었으나, 점차 경영효과를 높이고 정해진
경영방침의 준수 여부를 검토하는 관리통제(administrative control)로 확대

유승헌
(2010)

내부통제의 본질은 재무적 관리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재무관리, 기관운영 그리고
법규준수 등 조직운영 및 위험관리에 대해 조직 내부에 일상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통합적 관리체계

김경석
(2010)

기관의 고유 업무수행 중의 부정방지 및 업무의 효율성․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시스템 또는 체제

출처: 각 논문자료 재구성

내부통제 개념은 과거 자산보호 및 회계정보의 정확성을 강조하던 것에서 현재는 업무의
효율․효과성 담보로 무게중심이 옮겨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기업의 경영환경이 그
만큼 복잡해지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2) 내부통제와 자체감사기구의 관계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자체감사기구란 조직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 내
부 각 단위의 효율․효과성을 측정․평가․개선해야 하는 한편, 회계정보 및 기타 경영활동
과 관련된 발생가능한 문제점에 대해 과거의 관련 자료를 수집, 분석, 검토하여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의 기초하에 발견된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고 대안을 제시하
는 등 일련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이다(이종운, 2006).
따라서 자체감사기구는 부정의 적발에 중점을 두는 전통적인 감사 역할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을 파악하여 관리하는 역할에 더 큰 가치를 두고 변화해야 한다. 이는 IIA3)와 INTOSAI
에서 정의하고 있는 자체감사기구 기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IIA는 1992년에 독립성, 직
업숙련도, 업무범위, 감사성과, 자체감사기구 부서의 관리 등 5개 기준을 자체감사기구 기준
으로 정하였다. 그 후 기업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기존의 자체감사기구 기준과 진화된 자체
감사기구의 활동 사이에 생긴 간격을 줄이기 위해 자체감사기구의 업무범위에 위험관리, 내
부통제, 지배구조의 절차를 새로 포함시킴으로써 자체감사기구의 역할에 조직의 가치증진 내
용을 포함하였다.4)
3) IIA(Institute of Internal Auditors): 1941년 설립된 국제적인 감사협회로 2008년 ‘자체감사기구에 관한 국
제기준(International Standards for the Professional Practice of Internal Auditing)’을 제정하였다.
4) http://www.theiia.org, 자체감사기구란 “조직의 가치를 높이고 조직운영을 개선시키기 위해 고안된 독립적
이고 객관적인 보증활동과 자문활동이며, 이는 위험관리, 통제 그리고 지배구조과정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개선시키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잘 훈련받은 방법을 활용함으로써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준
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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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OSAI는 2001년 산하 내부통제기준위원회(Internal Control Standard Committee)를 통해
내부통제는 관리목표가 달성되고 있다는 것을 적절하게 보증하기 위해 사용하는 관리도구라
고 정의하면서 효과적인 내부통제를 만들고 유지하기 위한 준거 틀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내
부통제와 자체평가 준거 틀의 한 부분으로서 자체감사기구를 만들어 운용해야 한다고 제안
하였다(심호, 2013).
상기의 내용을 토대로 내부통제의 관점에서 자체감사기구를 설명하자면, 자체감사기구는
전통적인 관점인 합법성․준거성을 토대로 한 점검활동을 통해 조직의 내부통제를 확립하는
사후 적발 성격인 실지감사와 현대적인 관점인 조직운영의 효율․효과성 및 주요 사업수행
에 앞서 사업의 통제제도 마련 여부 및 운영실태를 점검․평가하고 개선하는 사전 예방감사
로 구분할 수 있으며, 경영환경의 변화가 가중되면서 자체감사기구는 사후 적발감사 활동보
다 사전 예방감사 활동의 역할을 더욱 요구받고 있다.
즉, 자체감사기구의 효과는 관리목표 달성을 촉진하고 조직 내 정보시스템의 신뢰성, 안정
성,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영향을 주어야 하며, 자체감사기구가 이러한 효과를 발휘하기 위
해서는 조직의 리스크 관리 여부와 내부통제시스템 운영 여부 및 지배구조의 유효성 등에
대해 전문적이고 독립적이면서 동시에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감사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이종운, 2006). 이러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감사 종류가 사업 수행 전 타당성․적
법성 등을 검토하는 일상감사라고 할 수 있다.

3) 공공 부문의 내부통제제도
(1) 기본구조
공공 부문의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INTOSAI는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해 위험을 관리한다는
기존의 내부통제 개념을 준용하되, 이를 위해 조직적․윤리적․경제적․효율적․효과적 업무
수행, 공공책무성의 이행, 제반 법규의 준수 그리고 손실과 남용으로부터의 자원보호 등이
적절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리조직에 의해 설계된 통
합된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공공 부문의 내부통제는 부정부패의 예방과 방지 그리고 윤리적 행동의 중요성 등
개인 및 기관의 윤리적 측면을 매우 강조한다. 특히, 공공 부문에서의 공정성 및 윤리성의
강조는 업무활동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형성하는 핵심적 요소라는 점에서 윤리경영이
내부통제의 운영목적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다. 또한 공공책무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민간
부문과는 달리 수익창출을 위한 재무적 성과보다 서비스 제공의 형평성과 공정성 등 비재무
적 성과를 절차적 공정성에 기반을 두고 이행하는 특성이 있다(신민철․조태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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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 공공 부문 내부통제제도의 특징
우리나라는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내부통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특히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중심으로 제도화 과정이 비교적 활발하게 이
루어져 왔다(신민철․조태준, 2013). 2000년 1월에 증권거래법 , 은행법 , 상호저축은행법 ,
보험업법 등에 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사인의 자격 등을 명문화하는 금융 관련 법제의 개정
을 통해서 도입되었으며, 2003년 말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증권거래법 , 은행
법 및 공인회계사법 등을 개정하여 내부통제기준의 강화는 물론 내부회계관리제도와 준법
감사인제도 등의 도입을 통하여 내부통제제도의 이행을 법규로 의무화하고 있다(이종운, 2006).
공공 부문 역시 이에 발맞춰 국가재정법 ,

국가회계법 ,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

규칙 등에 내부통제에 대한 준수사항을 명기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과 공기업 그리고 준정
부기관의 내부통제제도와 관련된 규정이 일부 제시되었으며, 2010년 7월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의 제정을 통해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기본적 논의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도 내부통제
에 관한 명시적인 조항은 없지만, 관련 규칙 등을 통해 내부통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
정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회계원칙)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을 정하고 동 규칙 제21조(내부통제)에서 회계처리의 적
정 여부와 재무제표의 신뢰성 평가를 위한 내부통제 실시 및 내부통제를 위해 필요한 절차
와 방법을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경영실적
평가) 및 제50조(경영지침)를 근거로 해서 경영책임성 확보와 경영개선을 목적으로 각 기관에
통보되는 조직운영에 관한 지침 중에 내부통제와 관련된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신민
철․조태준, 2013). 구체적인 내용은 <표 4>와 같다.

<표 4> 각종 법령에서 정의된 내부통제 개념
법령

내용

국가재정법
제98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관리․재원사용의 적정 여부와 집행과정에서 보고된
자료의 신빙성을 분석․평가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내부통제를 하게 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

각 중앙관서의 장은 내부통제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예산집행심의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국가회계법 제24조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처리의 적정 여부와 결산보고서의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하
여 회계책임관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관리․감독하는 등 내부통제를 하
게 하여야 한다.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21조

기관장은 회계처리의 적정 여부와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내부통
제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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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내용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

공공기관의 내부통제제도를 내실화하고 그 운영의 적정성,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감사기준
제19조

감사인은 감사대상기관의 자체감사기구 등 내부통제를 포함한 관리통제의 실태
를 충분히 이해한 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 운영지침 감사위원회에 내부통제제도 설계 및 운영의 적정성 평가와 개선사항에 관한 검토
제13조
내용을 부의한다.
출처: 각 법령 참조

그러나 내부통제는 본질적으로 일종의 기업문화로서 건전한 경영 목표와 철학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인데,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온전한 이해나 별다른 제도적 인프라 없이 법제화
라는 방법을 통해 일방적으로 시스템 구축을 강요함으로써 내부통제제도를 기관 운영에 직
접적으로 연계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공공 부문의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부족한 상태이며, 제도운영을 위한 공공 부문 전반의 관리체계와 원칙에 대해서도 유
관기관 간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공공 부문의 내부통제활동에 대한 합법적 인증 및 점검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감사활
동과 관련하여 현재 내부통제의 필요성이나 당위에 대한 내용이 관련 법규에 규정되어 있음
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표준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상기 <표 4>에서
도 언급했듯이 공공감사기준 에서는 관리통제 및 내부통제의 평가절차와 평가결과의 보고
에 대한 의무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공공감사에 관한 기본 법률이라 할 수 있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 내부통제제도를 내실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내부통제 개념이나 구성요소 그리고 구축 및 관리 방안 등에 관한 구체적인 개
념이나 기준 등이 제도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신민철․조태준, 2013). 이와 같은 이유
로 아직 기관의 내부통제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개발을 비롯하여 내부통제 결과를 분
석할 수 있는 연구가 부족한 실정으로, 본 연구에서는 자체감사기구의 관점에서 내부통제 강
화에 대한 지표를 감사성과 향상으로 가정하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Ⅲ. 연구설계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1) 일상감사
앞서 서론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일상감사는 기관의 주요 정책․사업의 집행에 대하여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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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부서와 독립된 자체감사기구가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감사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상감사를 ‘주요 업무
추진 전 자체감사기구의 사전 예방적 감사활동’으로 정의하고, 이에 따른 각 자체감사기구의
일상감사 활동 중 일상감사 의견제시율 및 일상감사 투입인원 비율을 일상감사 활동 정도의
지표로 삼고, 이를 독립변수로 가정하였다.

2) 내부통제
자체감사기구가 기관의 내부통제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내부통제 관점에서 보자면 자체감사기구의 목표는 역설적이게도 자체
감사기구의 기능 축소로 이해될 수 있다. 즉, 일정 수준까지는 자체감사기구가 내부통제 강
화에 도움을 주지만 기관의 내부통제가 강화됨에 따라 다양한 통제수단이 구축된다면 오히
려 자체감사기구의 역할은 축소․소멸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이상적인 상황을 가정하고 있고, 현재 모든 공공기관에서는 자체감사기구의
감사활동에 따른 다양한 감사처분을 바탕으로 기관 내 교육․전파를 통한 재발방지 및 통제
제도 마련․개선 등을 통해 기관의 내부통제를 강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내부
통제 강화와 관련된 지표를 감사성과의 향상 여부로 삼고 연구를 진행하기로 한다.
또한 통상적으로 감사성과는 조직의 존립목적에 도움이 되는 재정절감, 행정절차의 개선
그리고 인식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예방조치나 통제방법의 개선 등 제반사항이 포함될 수
있으나, 감사성과로서 편익 증대, 예방조치, 부정제어 정도 등 현실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이혜승․조형석, 2009) 본 연구에서는 감사성과를 재정조치 성과, 신분조치 성
과, 행정조치 성과로 분류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1) 감사성과 ①: 재정조치 성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공공감사기준 제29조,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
기준 제24조 등에 의거한 자체감사기구에서 적발하여 기관에 처분한 변상, 회수, 시정 등
재정상 조치를 수반하는 처분실적을 말한다. 가설검증 시 재정조치 성과의 모수가 되는 예산의
기관별 상이점을 통제하기 위해 재정조치 성과를 기관별 전체 예산으로 나눈 값을 활용한다.
(2) 감사성과 ②: 신분조치 성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공공감사기준 제29조,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
기준 제24조 등에 의거한 자체감사기구에서 적발하여 기관에 처분한 징계, 문책, 경고,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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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등 임직원의 신분상 조치를 수반하는 처분실적을 말한다. 가설검증 시 신분조치 성과의
모수가 되는 정원의 기관별 상이점을 통제하기 위해 신분조치 성과를 기관별 전체 정원으로
나눈 값을 활용한다.
(3) 감사성과 ③: 행정조치 성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공공감사기준 제28조 제2항 제7호, 제29조,

공

기업․준정부기관 감사기준 제24조 등에 의거한 자체감사기구에서 적발하여 기관에 처분한
규정, 세칙, 방침 등의 개선요구 사항 등 행정상 조치를 수반하는 처분실적을 말한다. 가설검
증 시 행정조치 성과의 모수가 되는 규정 등의 기관별 상이점을 통제하기 위해 행정조치 성
과를 기관별 전체 규정수5)로 나눈 값을 활용한다.

2. 가설의 설정
1) 일상감사 의견제시율과 내부통제와의 관계
일상감사 의견제시율은 해당 기관의 전체 일상감사 집행 건 중 감사의견을 작성하여 현업
에 제시한 비율을 말한다. 의견제시율이 높다는 것은 해당 사업 계획을 성공적으로 완수시키
기에는 다소 미흡함에 따라 계획 보완을 많이 요구했다는 뜻이며, 이는 자체감사기구에서 향
후 해당 사업에 대해 일상감사 이후 단계부터 사업의 준공까지 발생할지도 모를 리스크를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따라서 일상감사 의견제시는 단순히 의견제시의 행
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견의 반영 여부 확인 및 향후 사업운영의 효율․효과성 강화,
비위행위 예방, 리스크 관리․저감을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다양한 감사활동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전반적인 감사성과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이는 자연스레 내부통제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본 연구에서
는 일상감사 의견제시율이 내부통제 강화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검증하기 위해
<표 5>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5) 기관별 전체 규정의 내용 및 개수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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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일상감사 의견제시율과 내부통제의 관계 분석을 위한 가설설정
가설 1

일상감사 의견제시율은 내부통제 강화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일상감사 의견제시율은 재무조치 감사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일상감사 의견제시율은 신분조치 감사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3

일상감사 의견제시율은 행정조치 감사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일상감사의 투입인원 비율과 내부통제와의 관계
일상감사는 전 공공기관의 자체감사기구에서 수행하고 있지만, 그 수행절차 및 방법은 조
금씩 다르다. 이는 일상감사 투입인원에서도 예외는 아닌데, 자체감사기구의 모든 감사인이
담당 분야 및 부서를 기준으로 일상감사와 실지감사를 맡는 기관이 있는 반면, 일상감사와
실지감사를 각각 나누어 수행하는 기관도 있다.
일상감사의 투입인원 비율이 높다는 것은 일상감사와 실지감사를 함께 수행하는 비율이
높다는 의미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일상감사의 정의를 기관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등에 대
하여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감사활동으로 본다면, 사업의 사전계획
단계부터 실제운용의 단계까지 보다 많은 감사인들이 확인․점검을 수행한다는 의미이다. 그
로 인해 일상감사 투입인원이 많은 기관은 그렇지 않은 기관보다 일상감사 시 제시했던 의
견의 반영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해당 사업의 계획부터 관여해 온 이유로 해당 사업
에 대해 깊이 있는 접근을 통해 사업예산 절감 등을 포함한 감사성과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일상감사 투입인원이 늘어날수록 사업운영의 효율․효과성, 리스크 저
감을 위한 각종 감사활동에도 영향을 주게 되므로 전반적인 감사성과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이는 내부통제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
므로, 본 연구에서는 일상감사 투입인원 비율이 내부통제 강화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검증하기 위해 <표 6>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표 6> 일상감사 투입인원 비율과 내부통제의 관계 분석을 위한 가설설정
가설 2

일상감사 투입인원 비율은 내부통제 강화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일상감사 투입인원 비율은 재무조치 감사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일상감사 투입인원 비율은 신분조치 감사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3

일상감사 투입인원 비율은 행정조치 감사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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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결과
1. 표본의 특성
본 연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감사원이 매년 시행하는 자체 감사활동 심사자
료 중 자료의 신뢰도와 타당성의 검증 및 평가가 완료된 2014년도의 자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 활용되는 감사성과 자료는 각 기관의 자체 감사활동 성과를 여과 없
이 대변하고 있다. 자료를 추출한 자체감사기구는 공기업 15곳, 준정부기관 33곳 등 총 48개
기관이며, 세부 현황은 <표 7>과 같다.

<표 7> 공공기관 세부 감사성과
일상감사 정도

기관
종류

의견제시율
(%)

감사성과

투입인원 비율
(%)

재무조치
(%, 예산對)

신분조치
(%, 정원對)

행정조치
(%, 규정수對)

공기업 1

13.84

100

0.19

7.21

2.33

공기업 2

25.83

100

0.14

3.81

5.03

공기업 3

13.33

91

0.07

6.76

1.13

공기업 4

17.78

90

0.06

2.89

0.39

공기업 5

9.64

93

0.06

5.87

1.30

공기업 6

13.57

85

0.06

5.86

0.37

공기업 7

19.38

92

0.03

6.89

1.64

공기업 8

8.27

85

0.01

33.45

0.58

공기업 9

8.36

91

0.01

1.40

0.46

공기업 10

21.77

90

0.01

7.95

0.41

공기업 11

27.76

100

4.03

7.88

6.03

공기업 12

87.55

100

0.79

4.07

11.48

공기업 13

27.30

96

0.29

2.68

5.26

공기업 14

21.08

100

0.15

11.97

4.62

공기업 15

19.57

93

0.07

2.73

3.81

준정부 1

30.61

96

1.56

9.68

2.06

준정부 2

7.72

100

0.89

10.00

4.11

4.92
9.34
16.46
15.69
10.01
14.08

100
100
86
100
100
88

0.29
0.21
0.13
0.09
0.06
0.05

7.36
3.49
7.67
7.02
14.17
0.34

0.29
0.64
1.58
2.87
1.44
0.43

준정부
준정부
준정부
준정부
준정부
준정부

3
4
5
6
7
8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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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종류

일상감사 정도
의견제시율
(%)

감사성과

투입인원 비율
(%)

재무조치
(%, 예산對)

신분조치
(%, 정원對)

행정조치
(%, 규정수對)

준정부 9
준정부 10
준정부 11

22.58
16.34
7.55

87
95
73

0.04
0.03
0.03

6.03
3.93
19.58

7.04
1.27
0.97

준정부 12

13.23

88

0.03

5.43

0.64

준정부 13

7.88

63

0.02

1.03

0.19

준정부 14

3.17

88

0.02

26.31

1.51

준정부 15

12.33

94

0.01

0.12

0.67

준정부 16

14.17

91

0.01

15.48

3.37

준정부 17

10.62

91

0.01

9.08

0.94

준정부 18

0.50

83

0.01

3.38

6.00

준정부 19

1.03

80

0.01

0.02

0.36

준정부 20

6.00

92

0.01

15.11

2.02

준정부 21

23.82

94

0.01

28.67

5.95

준정부 22

26.46

91

0.01

3.05

2.19

준정부 23

5.10

88

0.01

1.60

1.34

준정부 24

23.35

86

0.01

6.49

4.11

준정부 25

16.91

88

0.01

19.27

0.46

준정부 26

12.53

86

0.01

4.40

0.33

준정부 27

0.01

89

0.01

1.13

0.54

준정부 28

12.51

98

0.01

3.10

14.79

준정부 29

9.67

88

0.01

0.38

1.48

준정부 30

2.90

80

0.01

0.57

0.12

준정부 31

1.54

67

0.01

5.13

0.13

준정부 32

0.01

96

0.01

0.66

1.58

준정부 33

0.57

70

0.01

1.72

5.45

2. 연구가설의 검증
1) 일상감사 의견제시율과 감사성과의 관계
가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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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감사 의견제시율은 내부통제 강화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일상감사 의견제시율은 재무조치 감사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일상감사 의견제시율은 신분조치 감사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3

일상감사 의견제시율은 행정조치 감사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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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감사 의견제시율과 감사성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상기의 세 가지 가설을 검증하
기 위해 일상감사 의견제시율을 독립변수로 하고, 각각의 감사성과를 종속변수로 하여 단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 가설 1-1 검증: 채택
가설 1-1 분석결과 <표 8>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표 8> 일상감사 의견제시율과 재무조치 성과 간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의견제시율

재무조치 성과
B

SE

β

t

P

.015

.006

.331

2.383

.021

2

* R = 0.109, F = 5.681

일상감사 의견제시율이 재무조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회귀모형을 적용한 결과 회귀식
의 설명력은 10.9%, 검증통계량인 F값은 5.681, 회귀계수에 대한 β값은 .331로 유의수준
0.05 이하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일상감사 의견제시율은 재무조치 감사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1은 채택되었다(F=5.681, P< .05).
(2) 가설 1-2 검증: 기각
가설 1-2 분석결과 <표 9>와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표 9> 일상감사 의견제시율과 신분조치 성과 간 회귀분석 결과
신분조치 성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의견제시율

B

SE

β

t

P

.002

.081

.004

.032

.974

* R2 = .000, F = .001

일상감사 의견제시율이 신분조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회귀모형을 적용한 결과 회귀식
의 설명력은 .000으로 거의 없으며, 검증통계량인 F값은 .001, 회귀계수에 대한 β값은 .004로
유의수준 0.05 이하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일상감사 의견제시율은 신
분조치 감사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2는 기각되었다(F=.001, P>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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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설 1-3 검증: 채택
가설 1-3 분석결과 <표 10>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표 10> 일상감사 의견제시율과 행정조치 성과 간 회귀분석 결과
행정조치 성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의견제시율

B

SE

β

t

P

.112

.027

.513

4.059

.001

* R2 = .263, F = 16.476

일상감사 의견제시율이 행정조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회귀모형을 적용한 결과 회귀식
의 설명력은 26.3%, 검증통계량인 F값은 16.476, 회귀계수에 대한 β값은 .513으로 유의수준
0.05 이하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일상감사 의견제시율은 행정조치 감사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3은 채택되었다(F=16.476, P< .05).

2) 일상감사의 투입인원 비율과 감사성과의 관계
가설 2

일상감사 투입인원 비율은 내부통제 강화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일상감사 투입인원 비율은 재무조치 감사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일상감사 투입인원 비율은 신분조치 감사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3

일상감사 투입인원 비율은 행정조치 감사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일상감사의 투입인원 비율과 감사성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상기의 세 가지 가설을 검
증하기 위해 일상감사의 투입인원 비율을 독립변수로 하고, 각각의 감사성과를 종속변수로
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 가설 2-1 검증: 채택
가설 2-1 분석결과 <표 11>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표 11> 일상감사의 투입인원 비율과 재무조치 성과 간 회귀분석 결과
재무조치 성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투입인원 비율
2

* R = .090, F = 4.576

B

SE

β

t

P

2.145

1.002

.300

2.139

.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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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감사 투입인원 비율이 재무조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회귀모형을 적용한 결과 회
귀식의 설명력은 9.0%, 검증통계량인 F값은 4.576, 회귀계수에 대한 β값은 .300으로 유의수
준 0.05 이하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일상감사 투입인원 비율은 재무조치 감사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1은 채택되었다(F=4.576, P< .05).
(2) 가설 2-2 검증: 기각
가설 2-2 분석결과 <표 12>와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표 12> 일상감사의 투입인원 비율과 신분조치 성과 간 회귀분석 결과
신분조치 성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투입인원 비율

B

SE

β

t

P

3.595

12.580

.042

.285

.776

2

* R = .001, F = .081

일상감사 투입인원 비율이 신분조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회귀모형을 적용한 결과 회귀
식의 설명력은 .001로 거의 없으며, 검증통계량인 F값은 .081, 회귀계수에 대한 β값은 .042로
유의수준 0.05 이하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일상감사 투입인원 비율은
신분조치 감사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2는 기각되었다(F=.081, P> .05).
(3) 가설 2-3 검증: 채택
가설 2-3 분석결과 <표 13>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표 13> 일상감사의 투입인원 비율과 행정조치 성과 간 회귀분석 결과
행정조치 성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투입인원 비율

B

SE

β

t

P

.104

.047

.308

2.196

.033

* R2 = .094, F = 4.824

일상감사 투입인원 비율이 행정조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회귀모형을 적용한 결과 회
귀식의 설명력은 9.49%, 검증통계량인 F값은 4.824, 회귀계수에 대한 β값은 .308로 유의수준
0.05 이하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일상감사 투입인원 비율은 행정조치 감사성
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3은 채택되었다(F=4.824, P<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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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결과
상기의 분석결과 일상감사 의견제시율과 투입인원 비율 지표로 살펴본 자체감사기구의 일
상감사 강화 정도가 높을수록 신분조치 성과를 제외한 재무조치 성과와 행정조치 성과 또한
향상됨을 알 수 있다. 신분조치의 경우 사업진행 과정에서의 비위행위 및 임직원행동강령 위
반 등 주로 인적 위험(Human-Risk)에 기인하게 되므로 일상감사를 통해 사전 예방을 하기에
는 무리가 있다. 비록 신분조치의 경우 가설이 기각되었으나, 일상감사가 재무조치 및 행정
조치 성과와 정(+)의 관계에 있음에 따라 일상감사의 강화가 전반적인 감사성과에 영향을 미
치고, 이는 또한 내부통제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Ⅴ. 결 론
1. 연구결과 요약 및 제언
1) 연구결과 요약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현대적 의미의 자체감사기구는 부정 적발에 중점을 두는 전통적인
감사 역할에서 기관수행 사업의 효율․효과성을 위해 발생 가능한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여
관리하는 역할, 즉 기관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데 더 큰 가치를 두고 변화하고 있다. 따라
서 본 연구는 감사의 이러한 역할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감사 종류인 일상감사의 정도
가 내부통제 강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위해 2014년도
감사원 자체 감사활동 심사평가 자료를 활용하여 일상감사 정도와 감사성과의 관계에 관한
가설을 세워 검토하였다. 그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일상감사 의견제시율은 기관의 전반적인 감사성과를 향상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침에 따라 내부통제 강화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체감사기구가
기관의 주요 업무 시행에 앞서 사업수행의 합규성․효율성․효과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현업
에 의견을 전달하는 행위가 늘어날수록 해당 사업에 대한 깊이있는 이해와 분석이 가능하며,
이는 또한 해당 사업뿐만 아니라 연계된 연관사업의 이해와 분석에도 영향을 끼쳐 실지감사
시 주요 사업 및 연관사업의 수행과정상 문제점 파악 등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기관의 전반
적인 감사성과가 향상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자체감사기구의 경영참여에 대한 적극성이
기관의 감사성과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므로, 임직원의 비위행위 및 사후 적발감사보
다 사전 예방 컨설팅을 위한 일상감사를 더욱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더 나

60

감사논집 제28호

아가 이를 통해 기관의 자산보호, 규정준수 등으로 설명되는 내부통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일상감사 투입인원 비율은 기관의 전반적인 감사성과를 향상시키는 데 긍정적
영향을 끼침에 따라 내부통제 강화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체감
사기구 내에서 일상감사를 수행하는 감사인들이 늘어날수록 실지감사와 연결되어 보다 큰
시너지 효과를 냄에 따라 감사성과가 향상된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해 일상감사 대상이 종
합․성과․특정감사의 대상과 동일함에 따라 당초 일상감사를 통해 해당 사업에 대한 폭넓
은 검토를 수행했으므로 보다 질 높은 감사처분이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즉, 해당 업
무 담당 감사인이 해당 사업의 시작점에서 끝점까지 볼 수 있는 종적 감사를 가능하게 함으
로써 사업에 따른 감사책임제를 구현할 수 있고, 나아가 기관의 내부통제 강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함의가 있다.

2) 제언
본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자체감사기구의 일상감사 정도가 강화되면 될수록 기관의 감
사성과는 향상되고 그만큼 내부통제도 강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기관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자체감사기구에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할 수 있다.
첫째, 일상감사 의견제시율을 높이기 위해 일상감사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예산집행
및 공사․용역 발주 시 일상감사 대상금액을 하향한다든지,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의 원인행
위가 되는 일상감사 대상 위임전결 수준을 낮추는 등의 조정을 통해 일상감사 범위를 확대
한다면 그만큼 감사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아진다.
둘째, 일상감사 투입인원 비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실지감사만을 수행하는 감사인들
도 일상감사에 투입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 정부의 정원통제를 받는 공공기관에서 대다수 자
체감사기구는 감사원 권고수준인 정원의 0.8%를 겨우 넘기는 수준이며, 별도의 일상감사 감
사인을 추가로 늘리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일상감사 전담감사인과 실지감사 전담감사인을
구분하지 말고, 담당업무 및 부서로 분류하여 일상․실지감사 전반을 담당하게 한다면 일상
감사 투입인원 비율을 높일 수 있고, 앞서 말한 종적감사 및 감사책임제 또한 구현할 수 있다.

2.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는 다음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향후 연구가 필요하다.
첫째, 본 연구는 독립변수를 일상감사의 정도로 가정하고 그 지표를 일상감사 의견제시율
과 투입인원으로 보고 분석하였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지표를 일상감사 정도로 보기에는 한
계가 있으므로 일상감사의 다양한 지표를 개발한다면 보다 세부적이고 정확한 연구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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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본 연구는 종속변수를 내부통제 강화로 가정하였으나, 내부통제 강화를 명확히 증명
할 수 있는 지표에 관해서는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내부통제에 대한 연구가 지속
되어 내부통제 강화를 도출할 수 있는 지표가 개발된다면 보다 명확한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본 연구는 자체감사기구의 역할과 관점에서 내부통제 강화를 도출할 수 있는 지표를
감사성과로 가정하고 그 지표의 분석항목을 재정조치 성과, 신분조치 성과, 행정조치 성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그러나 기관의 예산, 정원 등의 규모가 상이함에 따라 모든 기관을 동
일선상에 놓고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현재 취합할 수 있는 기관별 감사자료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관련 감사자료의 적극적인 공개를 통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감사성
과를 도출할 수 있는 항목 및 방안을 찾는 것 또한 의미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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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influence of pre-audit on the enhancing internal control
Kim Sejong․Lee Gyeonggeun
Traditionally, internal audit in public institution has performed its role to ensure a
compliance with the rules. But the changing role of internal auditing is requested to
improve th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the operation of the organizations and
enhancement of the control as the business environment develops and the operational
functions of the organization become complex accordingly.
With this reason, the public institution’s internal audit strengthens the pre-audit than
post-audit like inspections. Although the importance of pre-audit goes up, the studies with
its influence on the internal control is not enough.
Through this study we tried to find out the influence of pre-audit in public institution
on the enhancing internal control. For this, we adopted hypothesis verification and
examined the actual audit performances that all public institution’s internal audit submitted
to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BAI) for evaluation in 2014.
As a result, the audit performances are positively related with the rate of audit opinion
or the number of auditors who conducting pre-audit. And the audit performances also
positively influence on the enhancing internal control.
Therefore, to enhance internal control, the public institution’s internal audit should try
to increase the rate of audit opinion and the number of auditor conducting pre-au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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