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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논집 제28호 입선논문□

감사원의 변상판정제도 운용에 관한 연구
배두한*

감사원은 1948년 감사원 전신인 심계원 출범 시부터 ｢심계원법｣과 1957년 제정된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국고의 손실보전과 회계사고 예방을 위하여 회계관계직원이
국가나 단체 등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변상하도록 판정하는 변상판정제도
를 운용하여 왔다. 변상판정제도는 회계질서가 어지러웠던 도입 당시에는 상당한 역할을 하였으나,
나라의 경제발전에 비례하여 회계질서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행정의 투명도가 높아진 오늘날에는
그 의미가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퇴색하게 되었다. 특히 2001년 변상금액을 감면하는 감면규정을 시
행함에 따라 손실된 국고의 완전한 보전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회계관계직원의 신원(재정)보증보험
가입 증가에 따라 오히려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는 등 변상판정제도가 그 취지를 살리지 못해 유명무
실하다는 논란마저 제기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간 감사원의 변상판정제도 운용에 따른 여러 문제점을 분석하고, 당초 위 제
도의 도입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그리고 변상판정제도의 개선 방안
으로서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시스템 등 강화 유도, 회계관계직원의 회계교육 의무화, 국가․단체 등
변상판정 대상기관에 부실 관리․감독에 따른 책임 부과, 변상판정 처리전담팀 구성 등을 제시한다.
(주제어: 변상판정제도, 회계질서 확립, 변상금액 감면, 내부통제, 리스크관리)

Ⅰ. 서 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 등 대한민국 공공부문에 대하여
재정책임을 최종적으로 지고 있는 감사원은 감사원 전신인 심계원이 1948년 출범한 당시부
터 심계원법 과 1957년 제정된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이하 회책법) 등에
근거하여 국고의 손실보전과 엄정한 회계질서 확립을 통한 회계사고 예방을 위하여 회계사
무를 수행하는 회계관계직원(이하 회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규 등을 위반하여
국가 또는 단체 등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는 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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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제도를 운용1)하고 있다.
변상판정제도가 시행된 1948년부터 회책법이 제정된 1957년까지는 정부가 수립된 지 10년
이 지나지 않은 신생정부 출범기에 해당함에 따라 국가의 회계질서가 어지럽고 재정 또한
취약하여 회계직원의 고의나 과실에 따른 법규 위반으로 재산상 손해가 빈번하게 발생하였
고, 정부의 살림규모가 크지 않아 변상판정으로 보전되는 금액도 국고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등 변상판정의 중요성이 매우 높았다(감사원, 2015).
그러나 나라의 급속한 경제발전에 따라 정부의 살림규모가 늘어나고 그에 비례하여 회계
질서도 상당한 수준으로 정착된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변상판정의 사례가 많지 않을 뿐만 아
니라 판정금액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낮아져 변상판정제도가 출범한 1957년 당시
와 비교할 경우 그 역할이 상대적으로 감소되었다.
나아가 2001. 4. 1. 국가배상법 상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 시 감면조항을 참고하여2)
회계직원의 책임원리에 맞는 공평한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사유로 변상금액을 감면할 수
있는 감면규정이 회책법에 신설됨에 따라 국고손실의 완전한 보전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고금관리법 제45조, 지방재정
법 제95조 등의 규정에 따라 회계직원의 신원(재정)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는데 이에
따른 회계직원의 도덕적 해이로 말미암아 회계사고 예방의 토대가 되는 엄정한 회계질서의
확립마저 도전받게 됨으로써 변상판정제도는 국고의 손실 보전 및 회계사고 예방 등 당초
위 제도를 통해 달성하려던 취지를 찾아보기 힘들어짐에 따라 유명무실해졌다는 논란마저
제기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감사원의 변상판정 금액과 건수 등 변상판정 현황을 개괄적으로 살펴
본 후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감소하고 있는 변상판정제도의 역할과 기능을 현재 시점에서 재
진단하고, 변상판정제도상 감면규정의 시행과 회계직원의 신원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요컨대 감사원이 변상판정제도를 통해 달성하
려는 국고의 손실 보전 및 회계사고 예방 등을 보다 실효성 있게 달성하도록 하는 데 연구
의 목적을 두고자 한다.3)
본 연구는 감사원의 결산검사보고서 , 감사연보 , 감사원결정례집 등의 문헌연구와 감
사원의 전산처리시스템인 OASYS에 DB로 축적되어 있는 변상판정 사례 등 실증적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본 논문은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Ⅱ장에서는 변상

1) 감사원은 기획재정부 소관의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을 기반으로 감사원법 제31조(변상
책임의 판정 등)의 규정에 따라 변상판정하고 있다.
2) 회책법에 따른 변상책임과 국가배상법 에 따른 구상책임은 그 피해자가 각각 국가 또는 국가 이외의 자
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변상책임과 구상책임 모두 공무원의 위법행위(고의․중과실)로 인한 국고손
실을 보전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므로 국가배상법 상 구상책임의 적용범위와 한계 등을 참고하여 변상
책임의 감면사유를 입법화한 것이다(감사원, 2015).
3) 변상판정제도의 운용에 관한 선행연구가 많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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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제도의 의의와 목적, 연혁을 기술하고 있고, Ⅲ장에서는 간단한 표를 통한 감사원의 변
상판정제도 운용 현황을 개괄하고 있으며, Ⅳ장에서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달라진 변상판정
제도의 역할 및 변상금액의 감면규정 시행과 회계직원의 신원보증보험 가입 증가 등에 따라
초래된 문제점들을 구체적인 판정사례와 함께 짚어보고 있고, Ⅴ장에서는 변상판정제도 운용
에 관한 단․장기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마지막 Ⅵ장은 결언으로 되어 있다.

Ⅱ. 변상판정제도
1. 의의
공무원 등이 국가나 공공단체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공무원 등은 국가
나 공공단체에 대하여 재산상의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때 부담하는 책임이 변상책임이다. 현
행법에 따른 변상책임은 회책법과 국가배상법 에 근거한 두 가지의 변상책임이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감사원이 회책법에 근거4)하여 재산상 손해를 초래한 공무원 등에게 변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변상판정제도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변상판정제도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 등의 회계직
원5)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6)로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
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 등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 감사원이 그 손해를 변상하도록 판정하는 제도이다.
변상판정제도에 따른 변상책임의 성립요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행위자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 등의 회계직원에 해당하고, 둘째,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하며, 셋째, 행위가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야 하고, 넷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감사원 감사대상기관의 재산
에 손해를 끼쳐야 하며, 다섯째, 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등
이들 다섯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4) 회책법에 대부분 근거를 두고 있으나 국가배상법 , 국유재산법 , 물품관리법 등에도 일부 근거를 두
고 있다.
5) 국가재정법 , 국가회계법 , 국고금관리법 , 지방재정법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예산 및 회계
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수입
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계약관 등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6) 다만,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하거나 보관하는 회계직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하여 그가
보관하는 현금 또는 물품이 망실(亡失)되거나 훼손되는 경우 변상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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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적
변상판정제도는 법령과 그 밖의 관계 규정 또는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하게 직
무를 수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회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의무를 위배하여
국가와 단체 등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변상하도록 함으로써 국고의 손실을
보전하고, 회계직원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등 엄정한 회계질서를 유지함으로써 회계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3. 연혁
회계직원의 변상 유무에 관한 판정은 감사원만이 처분7)할 수 있는 감사원의 전속적 권한
으로서 감사원8)은 1948. 12. 4. 심계원법 이 제정된 이래 1957. 7. 25. 회책법 제정을 거쳐
2016년 9월 현재까지 위 제도를 운용해오면서 2001. 4. 7. 회책법 제5조에 변상금액의 감면
에 관한 내용이 신설됨에 따라 횡령 등 고의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
의 경우에 변상금액을 감면하고 있으며, 2015년 7월부터는 ‘신분상 책임병과 원칙’ 아래 횡
령 등 고의로 인한 손해발생의 경우에는 기존 선례대로 징계요구하되 중과실로 인한 손해발
생의 경우에도 부지정 징계요구를 원칙으로 하고, 구체적인 사안별로 정직 징계요구를 하거
나 주의요구를 하고 있다.9)

Ⅲ. 감사원의 변상판정제도 운용 현황
감사원은 <표 1> ‘연도별 감사원 변상판정 현황(1960～2015년)’과 같이 1957년 회책법 제
정을 거쳐10) 2016년 현재까지 회계직원이 일상경비, 공탁금, 보상금, 부동산 임대차, 공사대
금, 국유재산 등의 분야에서 고의나 중과실로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
임을 지도록 하는 변상판정제도를 운용해오고 있다.

7) 처분요구 등의 한 종류로서 감사원의 변상판정은 징계요구․주의요구․시정요구, 통보․권고 등 행정적
조치와 달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감사원의 준사법적 성격의 유일한 ‘처분’에 해당한다.
8) 1963년 감사원이 발족하기 전 변상판정기관은 심계원법 에 따른 심계원이었다.
9) 변상판정과 관련한 법규로는 회책법과 같은 법 시행령, 변상판정 집행절차에 관한 규칙 , 감사원 변상
판정 청구에 관한 규칙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운용기준 , 변상판정 처리기준 등이
있다.
10) 변상판정제도는 1948년 12월부터 운용되고 있었으나 논의의 범위를 좁히기 위하여 이하에서는 회책법
이 제정된 이후인 1960년부터의 현재까지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대안 등에 대해서만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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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도별 감사원 변상판정 현황(1960~2015년)
(금액단위: 백만 원)
구 분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2015

판정금액

1,391

128

363

729

3,361

4,542

425

판정건수

403

92

80

12

13

8

6

주: 1) 판정금액과 판정건수는 감사원이 전체 감사대상기관에 판정한 금액과 건수
2) 감사연보에 따른 자료(단, 1960년의 경우 감사연보 부재로 결산검사보고서에 따름)
3) 최근 연도의 현황을 나타내고자 2015년(10년 단위 표시 예외) 자료를 표에 삽입
자료: 감사원

Ⅳ. 변상판정제도 운용상 문제점
1. 시대의 흐름에 따른 변상판정제도의 역할 감소
감사원은 국고의 손실을 보전하고 엄정한 회계질서 확립으로 회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
는 취지에서 변상판정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 변상판정제
도가 처음 도입된 1948년부터 회책법이 제정된 1957년까지는 회계질서가 상당히 문란하였고
재정이 취약하였으며 재정규모 또한 크지 않아 변상판정으로 보전되는 금액이 국고에서 큰 비
중을 차지하는 등 변상판정제도가 어지러운 회계질서를 확립하는 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변상판정제도는 나라의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정부의 재정규모가 확대되고 그에 비
례하여 회계질서도 상당한 수준으로 정착된 오늘날에는 손실보전금액이자 판정금액이 국고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아질 수밖에 없어 출범 당시와 비교할 경우 그 역할이
상당히 감소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
<표 2> ‘연도별 국가기관의 세출결산액과 판정금액 비교 현황(1960~2015년)’과 같이 변상
판정제도의 시행 초창기인 1960년에는 국가기관에 대한 판정금액 11억여 원의 경우 세출결
산액 8,908억 원의 0.12%를 차지하였으나, 2015년에는 국가기관에 대한 판정금액 16백만 원
이 세출결산액 319조 3,906억 원의 불과 0.000005%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1960년의 세출결
산액에서 차지하는 판정금액의 비중을 100으로 본다면 5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2015년에는
그 비중이 0.004에 불과한 것으로서 손실보전이라는 기준만 놓고 볼 때 변상판정제도의 역
할이 당초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정은 국가기관뿐
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단체 등의 경우도 비슷한데 결국 감사원의 변상판정으로
보전되는 금액을 정부의 세출결산규모와 비교해보면 시간이 흐를수록 낮아지고 있어 변상판
정제도의 중요성도 함께 낮아지고 있다.11)
11) 감사원 감사연보에 따르면 감사원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국가기관을 포함한 전체 대상기관에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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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연도별 국가기관의 세출결산액과 판정금액 비교 현황(1960~2015년)
(A 단위: 억 원, B 단위: 백만 원, C 단위: %)
구 분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2015

38조
4,828

152조
2,520

248조
6,533

319조
3,906

213

16

세출결산액(A)

8,908

4,588

10조
6,940

판정금액(B)

1,107

104

57

213

344

세출결산액 대비
판정금액 비율(C=A/B)

0.12

0.02

0.0005

0.0005

0.0002

0.00008 0.000005

주: 1) 세출결산액은 국가기관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금액
2) 판정금액은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판정한 금액
3) 감사원 결산검사보고서에 따른 자료
4) 최근 연도의 현황을 나타내고자 2015년(10년 단위 표시 예외) 자료를 표에 삽입
자료: 감사원

감사원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감사를 실시한 후 31건을 변상판정하면서 27명12)
의 회계직원에게 1,000만 원 미만의 판정금액을 판정하는 등 수백조 원에 이르는 예산의 집
행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고 있는 감사원이 불과 수백만 원의 금액을 보전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더욱이 자산규모가 2014년 결산금액 기준으로 25조여 원에 이르는 준시장형 공기업으로서
고도의 경영 자율성이 부여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81만 원과 725만 원에 불과한 금액을
판정13)한 것은 감사원의 위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다.14)
또한 자산규모가 2015년 결산금액 기준으로 2조 6,379억 원에 이르는 기금관리형 준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변상금액의 50%를 감경한 것을 고려하더라도 131만 원과 56만 원을 판
정15)한 사례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겠다.
변상금액이 국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짐에 따라 변상판정제도의 당초 취지와 역할이
퇴색되고 있으며, 변상금액을 판정하기 위하여 감사원이 투입하는 행정력은 회계직원의 권리
의식 증대와 구제절차의 도입 등으로 이전보다 더 많아지고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변상판
정제도에 관한 고차원적 운용 여부를 심각하게 고민할 시점에 다다랐다고 할 수 있다.

12)

13)
14)
15)

한 금액 18,856백만 원은 감사원이 같은 기간 동안 같은 기관에 요구한 시정금액(추징․회수․보전금액
에서 환․추급금액을 차감) 1,310,351백만 원 대비 1.44%에 불과하다.
2013년의 경우 5명에 대하여 각각 6,960,000원, 8,212,000원, 2,606,998원, 1,955,248원, 1,955,248원을,
2014년의 경우 8명에 대하여 각각 5,634,851원, 5,634,851원, 9,015,762원, 7,165,851원, 5,600,000원,
4,559,100원, 4,559,100원, 9,118,200원을, 2015년의 경우 14명에 대하여 각각 6,926,710원, 7,821,930원,
7,821,930원, 8,244,209원, 8,244,209원, 7,430,550원, 5,618,429원, 5,618,429원, 1,814,970원, 7,259,890원,
9,098,700원, 9,098,700원, 4,549,350원, 4,549,350원을 판정하였다.
2015년 감판 제5호
단돈 1원이라도 국고의 손실이 초래된 점을 묵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감사원의 바람직한 자세이므로 이에
대한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2016년 판정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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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변상판정제도의 역할 감소라는 근본
적인 문제점 외에 판정금액에 대한 감면시행과 회계직원의 신원보증보험 가입 등에 따라 발
생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논의하고자 한다.

2. 감면규정 시행에 따른 문제점
변상판정제도는 정부의 예산규모 증가와 이로 인한 회계질서의 정착 등에 따라 제도 자체
의 존립이 흔들리는 본질적인 문제점 외에도 감면규정 시행에 따른 문제점도 가져왔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배상법 에 따른 공무원의 구상책임(감면규정)을 참고하여 2001. 4. 1.
회책법 제5조가 신설됨에 따라 감사원은 변상금액에 대한 감면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다.
변상금액의 감면은 ‘손해의 공평부담의 원칙’에 따라 국가나 단체 등의 잘못으로 발생한
손해가 회계직원에게 그대로 전가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회계직원이 손해의 확대방지에 노
력하거나 평소 예산절감에 기여한 사실 등을 고려하여 회계직원으로 하여금 성실하게 근무
할 수 있는 동기를 유발하도록 하며, 변상금액의 고액화에 따라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등 그
부담의 증가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감면규정의 시행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불러왔다.

1) 국고손실의 완전한 보전 불가능
회계직원에게 손실된 변상금액을 감면하는 경우 감면한 금액만큼 국고의 손실보전16)이 불
가능하게 되었다. <표 3> ‘감면규정 시행 이후 연도별 변상판정 현황(2001～2016년)’과 같이
감사원이 감면규정을 시행한 2001. 4. 1.부터 2016. 9. 22.까지 감면비율을 변상금액의 낮게
는 30%에서 높게는 97.5%까지 운용한 결과 142억 86백만 원에 이르는 변상금액을 감면함으
로써 같은 금액만큼 국고의 손실을 보전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다.

<표 3> 감면규정 시행 이후 연도별 변상판정 현황(2001~2016년)
(단위: 백만 원)
구분
변상금액(A)
감면금액(B)
판정금액(A-B)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4,733 1,052 2,072 15,191 1,735 2,816 1,509 3,329 17,666 3,395 5,157 12,410 2,480 3,888 1,100
0
4,733

98

590 1,899

277 1,460

233

686

591 1,005

94

76 2,543 1,270 2,834

682

42

954 1,482 13,292 1,458 1,356 1,276 2,643 17,075 2,390 5,081 9,867 1,210 1,054

418

52

주: 1) 감사실시 연도를 기준으로 함(단, 2016년의 경우 같은 해 5. 13.까지 실시한 감사 기준).
2) 감사원 전산처리시스템(OASYS)에 따른 자료
자료: 감사원

16) 감면규정은 회계직원이 고의가 아닌 중과실로 국고의 손실을 가져왔을 경우에만 적용될 뿐 횡령 등 고
의로 손실을 일으킨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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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감면한 만큼의 금액이 여전히 재정적 손실로 남을 수밖에 없어 국고의 손실을 보
전한다는 변상판정제도의 취지가 퇴색하게 되었다.

2) 개인 및 국가․단체 간 책임의 형평성 상실
감사원은 국고의 손실을 초래한 회계직원에게 그 손실을 변상하도록 판정하면서 회책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단체 등이 손해의 발생과 확대를 방지하지 못한 데 일부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에게 변상금액을 감면하고 있다.
변상판정의 책임자 또는 대상자를 회계직원으로 한정하는 이유는 회계직원이 회계업무를
수행하면서 손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다른 직원에 비해 높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국가․단체
등은 자신이 임명한 회계직원에 대하여 다른 직원보다 더 많은 관리․감독상의 주의를 다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국가․단체가 회계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상의 주의를 충
분히 기울이지 않은 결과 회계직원이 잘못하여 손실이 발생한 것이라면, 또한 그것이 회책법
제5조 제1항의 규정대로 국가․단체가 손해의 발생과 확대를 방지하지 못한 데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일반직원을 회계직원으로 임명한 데 대한 부실 관리책임을 회계직원과 함께 부
담하는 것이 논리에 맞다.
예컨대 회계직원이 된 지 불과 1주일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채권보전조치를 해야 한다는 점을 도저히 알지 못해 결국 국가․단체 등에 손해를 초래한
경우, 해당 국가․단체 등이 채권보전과 관련하여 회계직원에게 매뉴얼 제공이나 특별 지시
또는 당부 등 아무런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손해가 초래되었다면, 이는 그를 회계직원으로
임명하고도 제대로 지도․감독하지 못한 국가․단체 등에도 일부 원인이 있는 것이므로 회
계직원에게 변상금액을 감면하는 만큼 부실한 관리․감독책임을 한 국가․단체 등에게도 별
도로 묻는 것이 타당하다.
회책법에 따른 감면규정이 시행된 2001년부터 2016년까지의 감사원 변상판정 사례를 조사
한 결과, 감사원이 변상판정을 하면서 실제 감면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유는 다음과 같다. 첫
째, 해당 회계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의 잘못에 기인하여 부득이하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둘
째, 업무 담당자의 인사이동과 퇴사 등으로 업무의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경
우, 셋째, 이전에 회계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없거나 일상적인 업무가 아니라 보조하는 직위
에서 처음으로 처리한 새로운 업무인 경우, 넷째, 회계직원임에도 회계교육을 받지 못한 경
우, 다섯째, 해당 부서에 발령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황에
서 부득불 업무를 처리한 경우, 여섯째, 변상판정의 대상이 되는 계약 등의 건수가 연간 수
백 건에 이르러 이를 제대로 검토하기가 어렵거나 해당 업무 이외에 다른 사건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업무 등을 지원하게 됨에 따라 본연의 업무를 충분히 챙기기 어려운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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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여러 경우들은 사실상 회계직원이 개인적으로 책임져야 할 ‘자기과실’로 인한 잘못이
라기보다 그가 소속한 국가․단체 등이 감당해야 할 ‘조직과실’에 더 가깝다. 왜냐하면 회계
직원이 손해를 초래하지 않도록 스스로 통제하리라고 충분히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회계직원이 손해를 초래한 이상 변상책임 등 모든 책임을 홀로 지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회계직원이 자신의 통제 밖의 과실로 인해 국고의 손실을 가져온 점
이 조금이라도 인정된다면 그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근본적인 원인과 환경 등 제반 여
건을 조성한 국가․단체 등도 비난을 받아야 옳다.
그런데도 감사원은 국고의 손실을 초래하게 된 데 일부 책임이 있는 개인에게는 변상판정
으로 재정적 책임을 묻고 있으나, 다른 일부 책임이 있는 국가․단체 등을 대상으로는 예산
삭감이라는 페널티와 연계되는 ‘통보’ 등의 제재조치를 통한 관리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17)
2016. 1. 11. 제정된 변상판정 처리기준

18)

제12조(징계 등 신분상 책임)에 따르면 오히려

회계직원에게 재정책임을 묻는 데 그치지 않고 ‘변상판정이 중과실에 해당하는데도 재정책임
만 물을 뿐 징계․문책 등 행정(신분)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아’ 변상책임과
신분책임의 병과 원칙 아래 손해를 초래한 의무위반행위에 상응하는 징계․문책 등의 신분
책임까지 묻고 있다.19)
따라서 국고의 손실초래로 인한 변상판정을 하는 데 있어 국가․단체 등과 개인 간 책임
의 형평성이 크게 상실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이는 국가․단체 등 공공 부문의 재정을
최종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감사원의 입장에서 볼 때 책임행정의 구현을 위한 바람직한 자세
라 하기 힘들 것이다.
감사원이 2016년 5월 K단체와 2014년 8월 모 광역시 Y구에 시행한 2건의 변상판정 사례
를 통해 책임의 형평성 상실 문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그림 1> K단체의 변상판정20) 사례
감사원은 K단체가 주식회사 D와 동티모르 베코라 기술고등학교 지원사업 1차 기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업체로부터 선금보증서를 받은 후 다음 날 선금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계약기간을 2회 연
장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기간이 갱신된 보증서를 징구하지 않은 결과, 위 업체로부터 계약
이행 포기 통보를 받고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손해를 초래한 데 대해 관련자 A대리 등 3명에게 변상
하도록 판정하였다.
A대리는 ① 입사 이후부터 회계직원이 되기 전까지 선금 지급･관리 등 계약업무를 처리한 경험이
전혀 없는데다 업무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선금 관련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2차 변경계약
업무를 담당한 점, ② K단체는 다른 기관과 달리 선금채권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계약부서를 배제한
채 오직 사업부서만 담당하도록 한 점, ③ 기자재 공급계약의 2차 변경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련 업

17) 이와 같은 제재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 등과 사전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18) 감사원 예규 217호
19) 아래에서 사례로 삼은 K단체의 경우 관련자에게 ‘주의요구’하였고, Y구의 경우 징계시효의 도과로 신분책
임을 묻지 않았다.
20) 2015년 판정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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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담당자가 인사이동과 퇴사 등으로 2차례나 변경되면서 A대리에게 업무의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
어지지 못한 점, ④ A대리가 위 부서에 발령받은 지 2주밖에 안 되어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2차 변경계약을 체결한 점, ⑤ 2차 변경계약을 체결할 때 1차 변경계약 관련 문서를 참고했
으나 1차 변경계약의 관련 문서에 갱신된 선금보증서가 없어 2차 변경계약에 따른 갱신된 선금보증서
를 받아야 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점, ⑥ 계약업체의 부도로 손해가 발생한 점, ⑦ 예산집행 제고
및 미지급금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한 점 등이 고려되어 변상금액의 100분의 90을 감
면받았다.

그런데 A대리가 비록 변상금액의 90%라는 높은 비율로 감면을 받았으나 K단체가 ① 선
금 지급 관리 등 계약업무를 처리한 경험이 전혀 없는 자를 회계직원으로 임명한 점, ② 선
금채권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계약부서를 배제한 채 오직 사업부서만 담당하도록 한 점, ③
업무 담당자가 인사이동과 퇴사 등으로 2차례나 변경되면서 A대리에게 업무의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이를 방치한 점, ④ A대리가 위 부서에 발령받은 지 2주밖에
되지 않아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2차 변경계약을 체결하도록 방치한 점
등은 직원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K단체의 잘못이 상당한데도 감사원은 K단체에 대
해서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않았다.21)
한편, 회계직원에 대하여 아무런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위 사례와 달리 회
계직원이 자신에게 주어진 여건 아래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다가 손해를 초래한 안
타까운 사례도 있다. 모 광역시 Y구에서 발생한 경우가 그렇다.

<그림 2> Y구의 변상판정22) 사례
감사원은 Y구에서 드림스타트센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 해당 상가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
어 있고 분양가격이 그보다 낮아 전세권을 설정하더라도 채권보전이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임
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7일 이내에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는다’는 내용으로 D주식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으나, D주식회사가 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상가의 근저당권
자가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선순위 채권자에게 전액 배당됨에 따라 임차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한 데 대해 담당자 A 등 관련자 4명에게 변상하도록 판정하였다.
그리고 A가 ①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복지사업의 일종인 드림스타트사업을 수행하는 데 적합한 조
건을 갖춘 건물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위 사업 승인조건 중 하나인 사업수행을 위한 장소를
조속히 확보하라는 구청의 방침에 따라 자금배정의 철회기간인 향후 3개월 이내에 드림스타트센터를
개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다가 손해가 발생한 점, ② 상가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업무가
일상적인 업무가 아니라 처음 처리한 업무라는 점, ③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고도
D주식회사의 모회사로 하여금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도록 하고 이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
하는 등 채권회수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이 고려되어 변상금액의 100분의 80을 감면받았다.

21) 현행 법률상 변상책임과 관련하여 K단체는 회계직원 A대리의 채권자에 해당한다.
22) 2014년 감판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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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A가 비록 변상금액의 80%라는 높은 비율로 감면을 받았으나 위 사업에 소요되는
보건복지부 소관 지원금을 집행하여야 하는 기간이 불과 3개월밖에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
서 구청의 독촉으로 채권보전이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적극
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점 등 보건복지부가 구청에 배정한 복지자금을 정해진 기간 안에 집
행하지 못하여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업무를 수행하다가 초래된 손해인데도 감
사원은 A 등 관련 회계직원들에게만 변상책임을 물을 뿐 회계직원에게 그렇게 하도록 다그
친 위 관서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감독책임을 묻지 않았다.

3) 감면기준에 대한 다양한 해석
회책법 제5조에 따르면 감사원이 감사원법 제31조에 따라 변상금액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23),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 등이 손
해의 발생 및 확대를 방지하지 못한 데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회계직원의
회계업무의 집행내용, 손해발생의 원인, 회계직원의 과실이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 손해의 확
대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 등 모든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 해당 회계직원에게 손해액 전부를
변상하게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회계직원이 평소 예산의 절약이
나 회계질서의 확립에 기여한 사실이 있는 경우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변상판정 처리기준 제8조(감면) 제1항에 따르면 회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
면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면 50% 한도 내에서, 2개 이상의 호에 해당하
면 70% 한도 내에서 감경하되, 다만 각 호의 사유를 종합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면한도를
초과하여 감면비율과 감면금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즉, 감면비율과 감면금액을
결정하는 데 있어 개별 감사관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종합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하여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어 회계직원이 업무를 잘
못하여 손해를 초래한 사정이 비슷한데도 판정을 담당하는 감사관에 따라 어떤 사례는 감면
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례는 감면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감사원이 2015년 6월 S공사
와 2016년 2월 N경찰서에 시행한 두 건의 변상판정 사례(2015년 감판 제5호, 2015년 판정
제1호)가 그렇다.
S공사의 A는 토지보상금 공탁서를 작성하면서 공탁원인 등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으
나 공사에 입사한 지 5개월밖에 되지 않은 신입사원으로 토지보상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없
는 상태에서 관련 직무교육조차 받은 적이 없지만 변상책임액 조정비율만 상관인 B와 다르
게 받았을 뿐 감면을 받지 못한 반면, N경찰서의 A는 관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근저당

23) 다만, 손해가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감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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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이 설정된 아파트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임의경매 배당 시 N경찰서가 후순위 채권자로서
임차보증금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는데, 위 관사가 N경찰서의 첫 임차 관사이고 관련 지식
과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업무를 처리하여 채권보전조치를 하지 못한 경우로서
고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50%를 감면하였다.24)
또한 감면사유별로 구체적이고 뚜렷한 감경비율에 대한 기준도 없어 감면비율과 감면금액
을 결정하면서 대부분 선례를 참조하여 유사 분야 사안의 감경률을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단
독 감경사유가 수개의 감면사유가 있는 사안보다 감경률이 높거나 사정변경이 없는데도 재
심의판정에서 추가로 감경하는 사례도 더러 있어 왔다(감사원, 2015).
더욱이 회계직원의 잘못으로 국고의 손실이 발생되었으나 변상금액의 산정업무를 담당하
는 개별 감사관은 같은 공직자로서 회계직원에 대한 동정심이 가지 않을 수 없는데, 만약 하
위직 회계직원이 적지 않은 변상금액을 판정받게 된다면 비단 그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까지
도 해체될 수 있기 때문에 회계직원이 부담해야 할 금액에 대하여 함께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어 설사 뚜렷한 감면기준이 정해진다 하더라도 감면비율을 냉철하고 합리적으로 산출
하기가 쉽지 않다.

3. 회계직원의 신원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문제점
회계직원의 신원보증보험 가입은 손해를 초래한 회계직원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회계업무
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자력에 의한 변제가 어려워 손실보전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보험사가 대신 국고의 손실을 보전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그러나 위와 같
은 좋은 의도와 달리 회계직원의 신원보증보험 가입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가져왔다.

1) 도덕적 해이 발생
회계직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국고금관리법 , 지방재정법 , 기
타 자치단체의 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신원보증보험의 가입이 의무가 되었는데 이로 인해
회계직원의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어 회계업무에 적극 전념하도록 하는 등의 긍정적 효과뿐
만 아니라 국고손실의 발생에 대해 이전과 달리 큰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부정적 효과도 가
져오게 되었다.
<표 4> ‘회계직원(국가․지방․교육)의 신원보증보험금 수령액 현황(2011～2015년)’과 같
이 최근 5년간 국가․지방․교육 관련 회계직원들이 서울보증보험(주)25)로부터 수령한 보험
24) S공사의 변상판정 사례와 달리 N경찰서의 변상판정 사례는 해당 관서로부터 변상명령을 받은 회계직원
이 회책법 제6조(감사원의 판정 전의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원에 변상명
령액의 감액 여부 등에 대한 판정을 청구한 데 따른 변상판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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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수의 추세가 여전한데, 이는 회계직원들이 보험가입에 따라 국고손실에 대해서 주의를
크게 기울이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회계직원의 보험가입으로 국고의 손실은
보전될 수 있으나 엄정한 회계질서 확립과 그에 따른 회계사고의 방지 등에 여전히 사각지
대가 존재하고 있는 셈이다.

<표 4> 회계직원(국가․지방․교육)의 신원보증보험금 수령액 현황(2011~2015년)
(단위: 백만 원)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보험금 수령액

1,057

1,003

1,061

1,529

786

주: 손․망실에 따른 보험금 수령은 제외
자료: 서울보증보험(주)

2) 국고보전의 실상
회계직원의 신원보증보험에 대한 의무적 가입에 따라 도덕적 해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인 보험회사가 대신 손실을 보전하는 것이 과연 국고의 손실보전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대두되었다.
상당수 국가․단체 등이 신원보험보증을 서울보증보험(주)에 가입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
보증보험(주)는 1998년 공적자금 투입으로 공공기관26)으로 전환함에 따라 서울보증보험(주)가
국가․단체 등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의 경우 국고의 성격이 없지 않다. 서울보증보험(주)의
자금이 국가․단체 등의 세입이나 수입 등으로 이동하는 것은 국민이 납부한 세금이라는 큰
범주 안에서 내부적으로 그 위치만 달리하여 일어나고 있는 이른바 ‘내부거래’라 할 수 있어
흔히 하는 말로 주머닛돈이 쌈짓돈이기 때문이다.
변상판정 처리기준 제5조(손해로 보지 않는 경우)에 따르면 국가기관 및 자치단체끼리의
상호간 거래와 법인체 내부거래에서 고가로 구매한 경우 등에는 손해를 끼치지 않은 경우로
되어 있는바, 이 취지를 고려해 보면 국고의 한쪽 손실로 다른 한쪽이 보전된 경우 과연 이
것을 진정한 의미의 국고손실 보전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27)

25) 서울보증보험(주)는 2016년 3월 말 기준으로 국내 전체 보증수요의 23.3%를 차지하고 있다.
26) 2016. 2. 29. 현재 예금보험공사가 93.85%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27) 이러한 의문에도 불구하고 국가․단체 등이 서울보증보험(주)로부터 수령하는 보험금이 국고의 손실을
보전한 것으로 본다면 국가․단체 등이 손실보전을 명목으로 보험에 가입함에 따라 서울보증보험(주)에
지급하는 보험료도 부가적 차원의 국고손실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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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변상판정제도 운용에 관한 개선 방안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감사원에서 감사원법 과 회책법에 따라 운용하고 있는 변상판
정제도는 첫째,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제도 자체의 역할이 감소되어 왔으며, 둘째, 감면규정의
시행에 따라 국고의 완전한 손실보전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개인과 국가․단체 간 책임의 형
평성이 상실되었으며, 변상판정사항을 담당하는 감사관에 따라 감면기준이 다양하게 해석될
여지가 많을뿐더러, 셋째, 회계직원의 신원보증보험 가입에 따라 국고의 손실발생에 주의를
크게 기울이지 않는 등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게 되었고, 국가․단체 등이 가입한 보험회사인
서울보증보험(주)가 1998년 예금보험공사의 출연으로 공공기관이 됨에 따라 서울보증보험
(주)로부터의 보험금 수령으로 국고의 손실이 보전되면 될수록 그 금액만큼 서울보증보험(주)
의 자금이 손실되고 있어 진정한 의미에서의 국고손실 보전이라 말하기 어려운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변상판정제도의 취지가 상당히 퇴색되어 이제 상징적 의미로 전락함에 따
라 감사원이 행정력만 낭비하고 있을 뿐 위와 같은 부작용 등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영․미
의 선진국처럼 우리나라도 진지하게 그 폐지를 논의할 시점에 다다랐다는 주장이 대두될 수
있다. 그러나 변상판정제도는 나라의 재정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고 있는 감사원이 진정한
재정적 책임을 확보할 수 있는 방편으로서 시대의 흐름에 따른 회계질서의 투명도 증가로
비록 그 입지가 좁아져 왔으나 회계업무로 인한 손실이 단 1원이라도 존재하는 이상 그 소명
을 다했다고 말할 수 없으며, 지금도 제도가 존재하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공공 부문의 회
계 분야에서 적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쉽게 폄하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행정과 감사체제가 영․미 등의 선진국과 그 바탕을 달리하고 있을 뿐만 아
니라 그 수준 역시 다를 수밖에 없어 변상판정제도의 폐지 언급은 섣부르며 시기상조이다.
오히려 퇴색되어 가는 위 제도의 당초 취지를 살려서 국고의 손실을 온전히 보전하고, 나
아가 회계질서를 현재의 여건이나 환경에 맞게 확립하는 방안을 다시 찾아 위 제도를 새롭
게 운용하는 일이 시급하다 할 것인데, 근본적으로는 공공 부문에서 국고의 손실을 초래하는
회계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음으로써 영․미 등의 선진국들처럼 감사원이 변상금액을
판정하는 수고로운 일이 사라지게 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 하겠다.
아래에서는 변상판정제도 운용에 관한 개선 방안으로서 크게 단기적 개선 방안과 장기적
개선 방안 등 두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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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기적 개선 방안
1) 국가․단체 등 변상판정 대상기관에 부실 관리․감독에 따른 책임 부과
앞서 두 건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듯 감사원이 감면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경우
회계직원 담당자들의 자기과실에 기인한다기보다 그 이전에 국가․단체 등이 사실상 관리․
감독을 부실하게 한 데 근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회계직원 개인과 국가․단체
등의 과실에 대한 공평부담의 원칙상 개인에게 감면하는 만큼에 상응한 관리책임을 국가․
단체 등에도 부담케 하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회계직원이 손실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재정책임의 수준을 한 단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K단체 소속 A대리의 경우도 발령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건이 발생한 결과 변상판정을 받게 되어 억울하겠지만, Y구의 담당자 A의 경우
구청에 배정된 복지지원금을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집행하기 위하여 지원조건에 맞는
건물을 애써 찾는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손실초래로 변상판
정을 받게 되어 그 억울함이 상당하였을 것이다. 당시 Y구의 변상판정 사건을 담당한 감사
관도 “담당자 A의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한 심정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 같다. 그런데도
어떻든 손실이 초래되어 현행 규정에 따라 판정하지 않을 수 없어 심적 부담으로 고통스러
웠다”는 말을 할 정도였다.28)
회계직원이 주어진 여건 안에서 소속 기관을 위하여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후 결국 의도치 않은 손실발생에 따라 개인 재산으로 자진변제하고 있는데도
이를 그대로 내버려둔다면 그것은 온당한 처사라 할 수 없다. 해당 기관이 전사적(全社的)으
로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조치하도록 유도하고, 만약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손실이 초래되어 회계직원이 판정받는 일이 발생하면 그 기관에 관리․감독상의 책임을 엄중
하게 물어 예산과 연계된 페널티를 받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감사원이 개입해야 할 것이다.
해당 기관의 입장에서도 회계직원의 중과실에 따른 손실초래를 상당 부분 책임져야 할 필
요가 있다. 왜냐하면 기관에서 일을 맡기고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직원들로부터 불신
을 받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회계부서를 지원하여 그 기관의 살림을 소신껏 맡을 사람
을 찾을 수 없는 일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회책법이 1957년에 제정된 이유는 당시 심계원법

29)과

재정법 에 회계책임을 묻는 규정

이 없지 않았으나 두 개 법률 모두 하위직이 임명되는 출납공무원만 변상책임을 지도록 할
뿐 정작 더 중요한 상위직의 재무관, 지출관, 물품출납명령관 등에 대한 변상책임을 규정하
28) 이러한 사정으로 변상판정 사건을 맡게 될 경우 감사관 스스로도 심적 부담을 질 수 있어 손실이 발생한
기관으로부터 손․망실 등을 통보받아 사건 담당자로 지정되더라도 그 처리를 미루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29) 오늘날 감사원법 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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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아 하위 회계직원과 상위 회계직원 간 책임부담에 공평을 기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하위 출납공무원에게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강요한 상사에 대해 변상조치를 할 수 없는
문제 등이 있었기 때문이다(최재건, 2001). 그리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1년에 회책법
이 개정된 이유는 ‘손해의 공평부담의 원칙’에 따라 국가나 단체 등의 잘못으로 발생한 손해
가 회계직원에게 그대로 전가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회계직원에 대한 변상금액 감액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였다(2001, 안장근).
따라서 회책법 제․개정을 통해 변상책임의 대상자를 확대하고 국가나 단체 등의 잘못으
로 발생한 손해가 회계직원에게 그대로 전가되는 일이 없도록 한 데에서 더 나아가 국가나
단체 등이 잘못하고도 개인이 아닌 국가나 단체이기 때문에 부담하지 않았던 책임을 이제
제대로 부담하도록 조치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겠다.
회계직원 개인과 마찬가지로 국가․단체 등에 대해서도 관리․감독 등의 부실에 따른 책
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것은 ‘개인과 국가․단체 간 진정한 공평부담의 원칙’이라는 이유 외
에도 보험가입에 따른 회계직원의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 만약 기관
의 손실이 초래되어 감사원으로부터 변상판정을 받을 때 페널티도 함께 받는다면 해당 기관
은 손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관장을 필두로 전사적(全社的) 차원에서 노력할 것이므로 도덕
적 해이가 사라질 것이다.

2) 회계직원을 대상으로 회계교육 의무화
회계직원에 대한 변상판정을 막을 수 있는 가장 빠르고도 효과적인 방법은 그들을 임명하
기 전에 또는 임명과 동시에 변상판정에 관한 회계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국가․단체 등에
손해를 일으켜 변상판정을 불러오는 회계업무는 대부분 채권의 확보와 회수 등 채권 보전조
치의 적정 여부에 기인하므로 갱신된 선금급 연장보증서 등 각종 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는
일과 선순위의 근저당권 설정 여부를 확인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
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일 등을 집중적으로 교육받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변상판정은 회계에 관한 지식이 다소 있더라도 채권보전이라는 법적 지식이 부족할 경우
에 발생할 우려가 높은데 사실 알고 보면 채권보전 조치 등은 비교적 단순하므로 회계직원
으로 하여금 채권 미보전 등 변상판정을 초래하는 여러 사례를 되도록 미리 학습하도록 함
으로써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원인을 잘 알지 못함으로써 기관에 손해를 끼치고 결국 개인
적으로도 무거운 부담을 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회책법 제5조의 규정을 개정해서라도 회계직원이 임용 후 곧바로 감사교육
원으로부터 회계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판정금액에 관한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30) 다시 말해 회계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회계교육만으로 변상판정을 막을 수 없으므로 이미 발생한 변상판정에 관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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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들을 집대성하여 이를 널리 알림으로써 주의를 환기시키는 일도 필요하고, 나아가 국고
손실이 일어날 우려가 있는 사안에 관한 질의에 대비하여 감사원 내에 ‘변상판정 전담팀’을
구성․운영함으로써 재정손실 방지를 가이드하고 현장을 점검할 필요도 있는데 이에 관해서
는 장기적 개선 방안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2. 장기적 개선 방안
1)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시스템 등 강화 유도
회계직원에 의한 국고손실이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미연에 예방하는 것이 긴요한데 이를 위
해서는 내부통제 또는 리스크관리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영․미 등의 선진국에서 변상
판정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도 내부통제와 리스크관리시스템 등을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고 외
부감사 시 이에 대한 수준을 평가함으로써 재정손실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부통제는 부정과 오류를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발견하고 예방함으로써 조직의 목적을 효
과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수단이므로 바람직한 내부통제체제의 구축과 이행의 적정성에
대한 체크는 외부감사의 주된 임무에 해당한다. 회계직원의 고의가 아닌 중과실로 말미암아
변상판정을 받을 만한 재정적 손실이 초래되었다면 그것은 해당 기관 내부 시스템상의 큰
문제인데도 이를 걸러내는 자체 통제시스템이 거의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말인데(권수영,
2001), 만일 재정손실을 초래한 기관이 이전에 감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그에 대한 감
사는 중대한 하자를 드러낸 부실한 감사에 해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회계업무에 대한 감사는
내부통제체제의 위험수위를 점검하고 이를 낮추는 것이 주된 임무라 할 것인데 그 임무에
실패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회계감사보다 직무감찰에 치우친 감사를 펼쳐온 우리나라의 감사시스
템31)은 내부통제체제를 점검하거나 이행하도록 하는 데 상당히 서투르다(문호승, 1998). 사
실 회계시스템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회계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도 중
요하지만 그전에 내부통제체제가 제대로 정착되어 있어야 한다. 외부감사의 한계가 내부통제
체제의 한계보다 훨씬 더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감사원 감사는 한 건의
부정과 오류를 밝혀 그것이 누구의 책임인지를 따지는 일보다 그러한 부정과 오류가 나올
수 있는 구조적 원인과 과정이 무엇인지를 밝혀 그 가능성 내지 확률을 줄여나가는 일에 매
진할 필요가 있다. 즉, 특정 개별 사건 위주의 적발과 이에 대한 개인의 책임 정도를 밝히는
변상판정보다 변상판정을 가져오는 행정․재무시스템의 운영 등 조직의 목표달성을 방해하
30) 2016년 현재 감사교육원에서 국가기관, 지방․교육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회계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회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의무교육은 아니다.
31) 감사원 감사시스템도 예외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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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여러 위험요소를 밝히고 그 수위를 낮추기 위하여 해당 기관에서 스스로 적절히 통제하
고 있는지 여부를 살피고 평가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내부통제의 한 방편이라 할 수 있는 리스크관리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 나갈 필요가
있다. 내부통제가 불법한 회계행위를 포함한 부정 또는 오류를 찾아 그 수준을 낮추는 것이라고
한다면, 리스크관리는 조직의 실패를 유발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소를 진단해서 그것을 적
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 감사원이 변상판정을 하면서 회계직원에게 감면
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유는 감사의 보고(寶庫)이자 리스크관리의 전형적인 대상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① 회계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의 잘못에 기인하여 부득이하게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업무 담당자의 인사이동 등으로 업무의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회계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없거나 늘 하던 일상적
업무가 아니라 처음 처리한 새로운 업무여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④ 회계교육
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일을 처리하였거나 발령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황에서 업무를 처리하여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⑤ 회계업무인 계약
건수가 수백 건에 이르러 이를 제대로 검토하기가 어려워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은 그 자체가 리스크로서 감사원의 점검대상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감사원이 한때 강
조한 시스템감사32)를 위한 훌륭한 재료에 해당된다.

2) 변상판정 처리전담팀 구성
변상판정을 처리하는 감사관에 따라 감면규정이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문제는 결국 회
책법 제5조와 변상판정 처리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개정해야 해결될 것이나, 법규가 현실의
상황을 충분히 담을 수 없으므로 차선의 대책으로 감사원 내 변상판정 사안을 전담 처리할
팀을 구성하여 감면기준을 일관성 있게 적용시켜 나가도록 하면 될 것이다.
약간 명으로 구성되는 전담팀은 횡령 등 고의로 발생한 판정사안을 제외한 모든 사안을
전담하여 처리하되33), 판정사례를 널리 홍보하여 주의를 환기시키고 변상판정과 관련한 질의
에 답하며, 필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만든 필수 점검사항을 기준 삼아 대상기관의 회계업무를
체크하는 식의 예방감사34)를 실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컨대 회계직원의 인사이동 시 업
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계약 등 처리해야 할 건수가 연간 수백 건에 이르러 계
약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지 여부 등 재정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여
러 여건을 진단하는 것이다.
32)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을 찾아 제거함으로써 같은 문제가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는 감사를
일컫는다.
33) 감사원 일선 부서에서는 횡령 등 고의를 제외한 중과실로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감면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변상판정 사건이 발견된 경우에는 전담팀으로 이송 조치한다.
34) 보험가입에 따른 고의적 기물 파손 등의 도덕적 해이현상에 대해서도 점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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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전담팀은 자산규모가 크고 고도의 경영 자율성이 주어진 공사 등 공기업에 대한
변상판정의 경우, 해당 공기업으로 하여금 우선 변상명령을 하도록 한 후 변상명령을 받은
회계직원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감사원에 변상청구를 하도록 함으로써 공기업의 경영 자
율을 존중하는 조치를 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전담팀의 운영은 감사원으로부터 판정을 받은 회계직원이 변상판정 조치의무를 이
행하지 않을 경우 이에 관한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국고손실을 끝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변상판정 소멸시효의 기간과 회계직원 보조자의 범위 등 변상판
정제도와 관련한 이론과 실무를 전문적으로 축적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여 향후 헌법 개정
으로 감사원이 회계검사를 통한 재정통제의 수준을 재정립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Ⅵ. 결 언
감사원은 회책법 등에 따라 국고의 손실보전과 회계사고 예방을 위하여 회계직원이 국가
나 단체 등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변상하도록 판정하는 변상판정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변상판정제도는 도입 당시에 상당한 역할을 하였으나 경제규모와 비
례하여 회계질서가 정착되고 행정의 투명도가 높아짐에 따라 그 역할이 차츰 낮아져왔다. 특
히, 2001년 변상금액을 감면하는 감면규정을 시행함에 따라 손실된 국고의 완전한 보전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회계직원의 신원보증보험 가입 증가에 따라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는 등
변상판정제도의 부작용 발생으로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논란이 제기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변상판정제도는 국가재정에 대한 책임을 최후로 담당하고 있는 감사원이 진정한 재
정책임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국고손실이 발생하는 한 그 소임을 다했다고 말할 수
없다. 오히려 당초 취지를 살려 국고의 손실을 온전히 보전하는 데서 더 나아가 공공 부문에서
국고의 손실을 초래하는 회계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그 목표를 한층 높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간 감사원의 변상판정제도 운용에 따른 몇 가지 문제점을 분석하여
변상판정제도의 목적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 방안을 도출한 후 이를 각각 단기적․장기
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는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감사원이 감면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경우는 회계직원 담당자들의 자기 과
실에 전적으로 기인한다기보다는 국가․단체 등이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한 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회계직원 개인과 국가․단체 간 과실에 대한 공평부담의
원칙상 개인에게 감면하는 만큼의 책임을 국가․단체 등에도 상응하게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향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감사원으로부터 변상판정을 받는 일이 없도록 재정책임에
관한 수준을 한 단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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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회계직원으로 하여금 국고의 손실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가장 빠르고도 효과적인
방법은 그들에게 변상판정에 관한 회계교육을 미리 실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단체 등
에 손해를 일으키는 회계업무는 주로 공사 선금급과 임차 보증금 등 계약 분야, 보상금 분
야, 공탁금 분야, 일상경비 분야 등 몇 개 분야에 국한되므로 이들 분야에 관한 교육을 의무
적으로 받도록 조치하는 일이 시급하다.
셋째, 회계직원에 의한 국고손실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이를 미연에 예방하는 것이 중
요한데, 이를 위해서 내부통제시스템 또는 리스크관리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하도록 유도
할 필요가 있다.
넷째, 감사원 내 변상판정 사안을 전담 처리하는 팀을 구성하여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감
면기준을 일관성 있게 적용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이상으로 네 가지 개선 방안을 살펴보았으나 사실 위 방안들의 내용이 서로 독립적이지
않고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므로 함께 시행해 나간다면 그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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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operation of the reimbursement system by the BAI of Korea
Bae Doohan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has operated the reimbursement system that
account staffers have to reimburse any loss of the national property and to prevent
account accidents on the basis of the account examination law made in 1948, and account
staffer's accountability law made in 1957.
The reimbursement system played a significant role at the time of its introduction when
account discipline in public sector was a mess. However, as the economic development of
the country led to a high level of account discipline and administrative transparency, the
significance of the reimbursement system was down relatively.
In particular, introduction of the reimbursement reduction system in 2001 made it
impossible to preserve the lost treasury completely, and the controversy that the
reimbursement system can not achieve its original intention arises among the auditors.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role of the reimbursement system that changes its
meaning as time goes on, and analyzes some operational problems of the reimbursement
system, and draws improvements intending an achievement of the purpose of the
reimbursement system.
And this study presents reinforcement of internal control and the risk management system,
account staffer’s compulsory education, organization’s responsibility for poor supervision,
composition of dedicated team to handle the reimbursement as improvements of the
reimbursement system.
keywords: reimbursement system, establishment of account discipline, reduction of
reimbursement amount, internal control, risk manag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