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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의 목적과 내용 및 방법

Ⅰ. 연구의 목적
입헌주의 국가의 헌법은 국민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하면서 그와 동시에 국
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로 하여금 국가의 예산을 결정하고 예산집행을 감시하
도록 하고 있다. 현행 헌법은 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관하여 국회에게 감
시자로서의 역할을 부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대통령 소속의 감사원을
두어 회계검사기능과 공무원의 직무감찰기능을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감
사원의 헌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국가감사체계의 개편논의의 일환으로 다양
한 의견들이 제안된 바 있으며 실제로 2009년 개헌안(김형오 의장)에서는 감
사원의 회계검사기능을 국회로 이관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으나, 2014년 헌법
개정연구반(강창희 의장)에서는 감찰원과 회계검사원을 독립기관화하는 방안,
2017년 개헌특위 자문위안은 감사원을 독립기관화하고 회계검사와 직무감찰
기능을 통합수행하는 것으로 정리되고 있다.
그런데 최고감사기구로서의 감사원의 헌법적 위상은 궁극적으로는 감사원
이 감사결과를 국민과 여타 공적 기관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가, 즉 감사결과의 환류 영역과 환류 방식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좌우되게
된다는 점에서 감사원의 소속과 기능개편에 관한 헌법적 논의는 최고감사기
구의 위상과 역할에 부합하는 처분요구권한에 대한 행정법적 논의와 분리하
여 고찰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감사원의 기능은 감사환경을 이루는 행정의 역동성과 분리하여 고찰
할 수 없다. 이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현대 국가는 국민에게 인간다운
삶의 최소한의 기준을 보장할 헌법적 의무를 지는 존재로서, 사회국가 내지
복지국가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막대한 재정지출이 상시화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해당 임무를 뒷받침할 재원마련에는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단독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보다는 민간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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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을 통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다양한 방도들을 채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처럼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이 협력하여 공적 과제가 수행되
고 있는 감사환경 하에서는 공공 영역에 대한 회계검사, 공무원 등에 대한
직무감찰은 문제상황, 문제요인의 절반만을 분석하는 데 그치게 되므로, 공
공과 민간의 협력 프로세스 전반을 아우르는 감사기법과 감사결과 처분요구
등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국가 공
동체 구성원리의 변화에 대해서도 주시하면서 변화하는 사회상에 맞춘 감사
임무와 기법 개발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른바 제4차 산업
혁명의 시대에는 감사원의 역할도 공적 회계나 직무와 관련한 사후적인 법
령준수 확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 재원이 과학기술발전에 효율적으
로 투입,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예산과 재정의 설계에 전문가적 조언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수행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Ⅱ. 연구의 내용과 방법

현행 감사원법 제6절 ‘감사결과의 처리’ 이하에 규정된 처분요구권한, 즉

․문책요구(법 제32조), 시정․ 주의요구(법
제33조), 개선 등의 요구, (법 제34조), 권고․통보 등(법 제34조의2) 의 법적
변상책임의 판정(법 제31조), 징계

성질 및 구속력 등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행정법적 쟁점을 발굴하여 개선방
안을 제안한다. 더 나아가 법리적 분석 뿐 아니라 감사원의 처분요구권한의
행사에 따른 이행실태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하여 감사결과 활용의 실효
성 제고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감사원 이외에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

․타당성

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행정활동의 적법성

확보를 통하여 행정수

요자로서의 국민의 만족도 제고에 기여하는 타 국가기관의 법적 지위와의

․분석을

비교

통해 개별 처분요구권한의 정합성을 검토하며 특히 감사원의

소속과 기능에 관한 개헌논의와 관련하여 고려되어야 할 헌법원칙들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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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이에 따른 각 소속유형의 장단점을 진단하며, 감사원의 소속유형에 따
른 기능 재편시, 적합한 감사결과처리방안의 모델을 제시함과 더불어 현재와
같이 대통령 소속으로 유지될 때의 감사결과처리방안의 개선방안을 제시한
다.

1. 연구의 내용
제2장에서는 감사원법상 처분요구권한에 대한 종합분석을 행하는데, 논의
의 출발점으로서 먼저 실정법상 규정, 즉 감사원법 제2장 제6절의 감사결과
처리 규정의 의의와 한계를 살펴보고 더 나아가 학문적 차원에서의 감사결

Ⅰ, Ⅱ). 뒤이어

과 처리에는 어떠한 조치들이 포함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처분요구권한의 유형과 법적 성질을 쟁송의 대상성, 즉 행정심판법이나 행정

Ⅲ)현행

소송법상 처분성이라는 관점에서 판례와 학설을 중심으로 살펴보며(

처분요구권한의 법적 쟁점과 관련하여서는 현행 감사원법의 해석론에 그치
는 것이 아니라 현대 행정의 변화에 감사원 역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
이 있음을 강조하기로 한다. 변화하는 행정상의 첫 번째로는 사회국가 내지
복지국가라는 국가임무의 확대 및 그 수행과정에서 오로지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 등의 공적 영역만에 의한 공공복리추구는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으
며 점점 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이 서로 협력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현상
이 확산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됨을 지적한다. 두 번째로는 빅데이터, 모
바일, 클라우딩 컴퓨터 등 ICT 기술발전과 인류의 기존 생산, 분배관계에 어
마어마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의 시기에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이끎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감사원이 기여
하여야 함을 강조한다(

Ⅳ). 처분요구의 작용법적 검토에서는 처분요구의 유형

에 따라 구속력은 강하나 파급력은 약한 유형, 구속력은 약하나 파급력은 강
한 유형으로 나누어 고찰하고 처분요구 대상 및 한계에서는 주로 지방자치
단체나 정당, 대학, 방송국 등 국가로부터 일정한 자치영역을 누리기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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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의한 지원의 대상인 기관들에 대한 감사의 한계논의를 살펴보기로
한다. 처분요구권한의 실효성과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인 요구권한과 추상적인
요구권한을 분리하여 문제점의 발생 원인과 대책을 살펴본다. 또한 감사원의
처분요구가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이유제시 맥락에서 지니는 의미에 대해서
도 검토하고 뒤이은 행정구제법적 관점의 분석에서는 감사원의 처분요구 등
에 대한 공법상 쟁송가능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감사원은 감사위원회라는 회의체로 구성되어 그 의사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국가인권위원회나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합의제 기관들과 유사한 측면이 있
다. 그리하여 제2장

Ⅴ. 에서는 일정 부분 유사한 기능을 하는 타기관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위상, 권한의 종류와 성
격, 성과 및 한계에 비교분석을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기로 한다. 제3장 감
사결과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감사결과 이행실태 분석에서는 실증적 자료를

․대상기관별

토대로 하여 처분요구 등의 유형별

․수용의

용 및 이행

Ⅱ),

원인 분석(

Ⅰ), Ⅱ.

분석(

․불수

불이행

Ⅲ)의

및 이행률 제고방안 제안(

순서로

논의를 전개해 나아가기로 한다. 제4장에서는 국가감사체계 개편시 주요 법
적 쟁점을 살펴보는데, 먼저 주요국의 감사기관의 소속형태별 제도를 비교법
연구를 통하여 의회소속형, 독립기관형, 행정부 소속형의 3개 유형으로 정리

Ⅱ), 소속 유형에 따른 지위와 권한을 살펴보며(Ⅲ), 각 기관유형별 감사
결과의 처리를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의 순서로 살펴본다(Ⅳ). 제5장에서
하고(

는 이상의 연구에 토대하여 현행 감사원법상 처분요구권한 관련규정의 바람
직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기로 한다.

2. 연구의 방법
이상의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문헌학적 조사연구방법을 기초로 하되,
관련문헌으로는 우리나라의 문헌 뿐 아니라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등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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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검토의 대상이 되는 나라들의 문헌도 참고한다. 또한 감사원 처분요구 등
과 관련된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학문적 차원의 논의뿐 아니라 법령과 판례
에 대한 소개와 분석도 더불어 수행하기로 한다. 특히 감사결과 이행실태분
석과 관련하여서는 실증적 사례검토를 통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
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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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감사원법상 처분요구권한에 대한 종합 분석

Ⅰ. 논의의 출발점
감사결과 처분요구 등과 관련하여서는 일차적으로는 각각의 조치들의 작용
법적 성질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특히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치들에 대하여
그 상대방인 기관 및 개인들이 어떠한 사전적 또는 사후적 구제절차를 활용
할 수 있을지가 문제된다. 그러나 이처럼 감사대상기관과 공무원등에 대하여
처분요구 등이 미치는 영향력은 단순히 법적 효력이 있느냐, 그렇지 않으냐
의 관점에서만 살피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감사원이 자신의 감사결과를 관련
기관과 이해관계인에게 환류하는 과정에서 이들 환류 상대방에게 어떠한 역
할을 부여할지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점을 간과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감사
원이 감사결과에 토대하여 취하는 조치들에 정보제공 내지 조언적 성격을
부여할 것인지, 또는 더 나아가 처분이나 판결과 같은, 법적 규율성이 있는
행위로서의 성격을 부여할 것인지는 전체 법질서 내에서 감사원이 차지하고
있는 위상과 관련되어 있다. 서구의 감사제도를 살펴보면 감사결과의 활용이
법적 규율성 있는 행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와 단순한 조언이나 정보
제공적 성질만을 가진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를 모두 발견할 수 있다(예컨
대 변상책임과 관련하여 판결의 형식을 취하는 프랑스의 제도와 보고 내지
자문의견의 형식을 취할 따름인 독일의 경우가 그러하다), 감사원법 의 경우,
변상판정에 대한 감사원의 재심의판결에 대하여 행정소송이 가능하도록 하
고 있다는 부분은 법적 규율성 있는 행위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감사결과
의 활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고감사기구를 법원의 일종으로 자리매
김하고 그것도 행정법원의 일종으로 보는 프랑스의 독특한 모델에는 행정법
원이 통치구조상으로 사법부 아닌 행정부 내부에 설치된다고 하는 프랑스
특유의 맥락이 배경을 이루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감사원이 감사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활용방법의 법적 성질은 어떠한가를 진단하고 처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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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등에 대한 관계인, 관계기관의 이행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도모함에
있어서는 먼저 고려하여야 할 몇가지 요소들이 있다. 첫째, 감사원의 헌법적
지위가 현재와 같이 행정부 소속인 경우와 의회 소속인 경우, 그리고 독립기
관인 경우 각각 감사결과의 활용방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음을 감안하여야
한다. 둘째, 처분요구 등이 변화하는 감사환경에 조화되는지 여부, 즉 감사결
과 활용수단의 시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장에서 살펴보듯이 감사원을
둘러싼 행정환경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변화화고 있는 행정환경의 예로
들 수 있는 것이 바로 공적 임무 수행에 있어서 민관협력이다. 주로 공적 주
체 내지 공적 기관만에 의하여 공적 임무가 수행되던 시대에는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만을 감사의 사정거리안에 포섭하는 것으로 충분하
였으나, 공공부분이 자신의 책임인 공공 서비스의 제공을 민간에게 위탁한다
든지, 각종 사회기반시설의 제공과 관련하여서 민간의 자원을 동원하는 등의
맥락에서는 공적 영역의 파트너로 등장하는 사적 영역에 감사원 감사가 미
치는 영향, 반대로 감사대상 공공부분에 사적 부분이 미치는 영향을 도외시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셋째, 감사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감안하여야 한다. 처
분요구 등에 법적 규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반드시 이행률을 제고하는 데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자료의 축적을 통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감사결과로서 행하여지는 처분요구등에 법적 규율성을 인정하는 데 비례하
여 처분요구 등의 상대방에 대한 기속의 정도는 강화되겠지만, 이처럼 법적
규율성이 있다는 것은 반대로 소송을 통하여 당해 행위가 다투어질 가능성
도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감사결과의 활용과 관련하여 처분요구 등에 이의
를 가진 자들이 제기하는 소송이 빈발한다면 감사자원이 분쟁해결에 지나치
게 많이 투입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감사원이 소송당사자가 되어 소송
수행에 진력하여야 하는 상황은 결코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다. 왜냐하면 소
송수행에 투입되는 자원이 커지면 커질수록 당연히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이
라는 본래의 임무에 투입되는 자원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감사
결과의 활용이 감사원의 독립성에 끼칠 영향도 감안하여야 한다. 예컨대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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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이 감사결과를 활용하여 감사대상기관에게 일정한 정책을 제안한 경우,
이에 대해 행정소송이 가능하도록 한다면 결국 정책제안 및 수락 여부에 관
한 의견의 다툼이 법정에서 소송법상의 절차에 따라 해결되는 결과를 초래
하게 된다. 행정의 민주적 대표성과 법원의 민주적 대표성에는 차이가 있으
며 행정의 의사결정과정과 법원의 의사결정과정에 큰 차이가 있음을 감안한
다면 소관청의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감사원의 처분요구 등의 합법
성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다툼이 일어나 최종적 결정을 법관이 하게 되는 것
은 감사원의 법적 위상의 관점에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Ⅱ. 현행 감사원법상 감사결과 처리 규정 개관

1. 학문적 의미의 감사결과 처리의 포섭영역

감사원법 제2장은 감사원의 권한에 관한 장으로서, 제1절에서 제5절까지는
대한민국헌법이 정하고 있는 감사원의 권한이자 의무들이 구체적으로 어떠
한 범위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하는지를 규정하고 있다. 즉, 헌법
이 정하고 있는 감사원의 임무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제1절) 결산의 확인
및 회계검사의 범위를 정하고 (제2절), 직무감찰의 범위를 정하며(제3절), 감
사방법(제4절) 및 감사대상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이에서 이루어져
야 하는 통보와 협력(제5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뒤이은 제6절에서는
“감사결과의 처리”라는 표제하에 제31조에서 제35조까지 총 8개의 조문을 두
고 있으며, 감사원이 감사결과를 감사대상기관, 감사대상 공무원 등에 대하
여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 즉 환류(feedback)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감사결과의 처리 또는 활용의 문제는 감사원의 헌법상 지위나 감사원의 권
한범위와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 문제로서, 헌법이 개정되어 감사원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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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구조상 위치가 변경되거나 감사원의 권한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감사결과
의 처리방안 역시 달라질 수밖에 없음은 물론이다. 감사원의 헌법상 지위 및
권한이 어떻게 자리매김되느냐에 따라서 감사결과의 처리와 관련한 법률규
정이 어떻게 연동되어야 하는가의 문제도 매우 중요한 공법적 쟁점이며 가
능한 모든 경우의 수에 대비하여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다만
본 보고서의 제2장에서는 현행 헌법을 전제로 하여 현행 감사원법이 정하고
있는 처분요구유형들, 즉 변상책임의 판정 등(제31조), 징계 요구 등(제32조),
시정 등의 요구(제33조), 개선 등의 요구(제34조), 권고 등(제34조의2)을 중심
으로 하여 그 법적 성질과 관련 쟁점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한편 감사원이 자신이 수행한 감사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오로지
감사대상기관 이나 감사대상 공무원등에 대한 관계에만 문제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감사원법 제2장 제6절은 감사대상기관과 대상공무원등을 향한 미시
적인 관점에서의 감사결과 처리를 규율하는 데 그치고 있으나, 감사원은 자
신의 권한을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았으므로 헌법상의 여러 기관들과의 사이
에서 감사결과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의 문제가 더 우선적으로 논의되어야 한
다. 예컨대 국회와의 관계에서는 헌법 제99조에 따른 국회에 대한 보고의 모
습으로 감사결과가 활용되는데, 이는 감사원법 제2장 제6절이 아닌, 제8장
제41조 “검사보고 사항”에서 규율되고 있으며 대통령에 대한 관계에서의 감
사결과 활용도 제8장 제42조 “수시보고”에서 규율되고 있다. 감사원법 제41
조, 제42조 역시 그 본질은 감사결과의 활용방법에 관한 규율로서, 학문적인
관점에서는 감사원법 제2장 제6절의 처분요구 관련규정들과 통합적으로 고
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학문적 차원에서는 “감사결과의 처리”라는 주제가, 작게는
감사대상기관 및 공무원등에 대한 활용유형 뿐 아니라 크게는 국회, 대통령
등 헌법기관들과의 사이에서의 활용까지 아우르는 주제라고 본다면 무엇보
다도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의 감사결과 처리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이 입법
론적으로도 바람직하다. 즉, 감사결과를 일반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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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할 것인가는 감사원의 소속이 어디인지를 불문하고 제기되는 매우 중요
한 법적 문제로서, 현행 헌법과 감사원법은 오로지 국회와 대통령이라고 하
는, 위임받은 권력에 대한 보고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으나 정작 국회와 대
통령에게 권력을 위임한 당사자인 국민을, 감사원이 자신이 수행한 감사결과
로써 어떻게 섬길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1) 물론
현재 감사원 훈령(제527호)인

감사계획 및 감사결과 등의 공개에 관한 규정

에서는 제9조 이하에서 감사결과의 공개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일반 국민들
에게 감사계획(제2장), 감사진행중인 사항(제3장), 감사결과(제4장)의 공개를
통하여 감사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처리기준, 의도, 접근방향 등을 적극적으
로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의 감사결과 활용
규정은 대통령이나 국회에 대한 관계에서의 감사결과 활용보다 더 우선적으
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위 훈령상의 규정들은 원칙적으로 그 법적 성
질이 행정규칙으로서 행정 내부만을 구속할 뿐이고 국민과 법원에 대한 관
계에서는 법규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훈령에 담기보다는 오히려
법률 차원으로 격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런데 만약 위와 같은 규정을 신설하고자 한다면, 그와 더불어 검토되어
야 할 것이 바로 감사관련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의 허용범위이다.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는 모든 국민들이 자신의 개별 이해관
계와 무관하게, 일반적으로 정보공개청구권을 누림을 확인하고 있으며, 공공

․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 공개함이 원칙

기관이 수집

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동법 제9조 제1항에서 일정한 비공
개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감사관련 정보와 관련하여서는 동조 동항 제5호
에서 비공개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감사관련 정보는 비공개되
고 있는 실정이다. 감사관련 정보의 공개는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감사결과
1)

한편, 프랑스 헌법의 경우 제5공화국 헌법 제47-2조에서는 “회계원은 의회가 정부의 행
위를 통제하는 데 보조를 한다. 회계원은 의회와 정부가 재정법률들을 집행하고 사회보
장의 재정에 관한 법률을 이행하며 공공정책의 분석에 관하여서도 의회와 정부를 보조한
다. 회계원은 공개보고서를 통하여 시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데 기여한다”라고 규정하여
시민에 대한 회계원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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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활용되는 모습 중의 하나이므로 감사관련 정보 일체를 비공개대상으로
하고 있는 현행 정보공개법의 태도는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즉, 감사관련
정보의 비공개의 범위를 좀 더 세심히 가다듬어 감사영역에서의 정보공개제
도가 무의미하게 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민을 섬기는 감사원의 모습을 법
적으로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Ⅲ. 처분요구권한의 유형 및 법적 성질

1. 개관

종래 행정법학계와 실무계에서 감사원법상 처분요구 등, 즉 변상책임판정
(법 제31조), 징계요구(법 제32조), 시정요구(법 제33조), 개선요구(법 제34조)
등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활발한 논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나, 몇몇 관련 연
구성과들이 등장하면서 점차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각 처분요구유형의 법적 성질이 법문상 불분명하므로 법률개정을 통하여 명
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처분요구 등의 법적 성
질은 특히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겠는가의 문제, 즉 항고소송의 대상적격
의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다. 현행 감사원법에서는 변상판정 등 처분요구 등
이 있은 후 이해관계자가 재심의를 청구하여 이에 대해 판정이 내려진 경우
에는 당해 판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법 제
40조 제2항). 재심의판정을 특별행정심판의 일종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는데,
이러한 견해에서는 감사원의 변상판정 등 처분요구는 원처분의 성질을 지닌
다고 설명하게 된다.2)
더 나아가 재심의판정에 대하여 제기하는 행정소송이 과연 국민의 권익구
제를 위한 항고소송으로서의 성질을 지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
2)

정하중, 행정법개론, 법문사, 2017, 10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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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리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은 원고적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률상 이
익이 존재하여야 하므로, 국민의 권익구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주관소송이
라고 보는 견해가 현재로서는 다수의 견해이다. 그런데 감사원이 내린 재심
의판정에 대해서는, 회계관계직원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소속기관
장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처럼 소속기관의 장이 행정소송을 제기
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송은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보기
는 어려우며 오히려 올바른 감사결과의 처리를 요구하는 객관적 소송으로서
의 성질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다.

2. 유형별 고찰

(1) 변상판정

가. 개념

변상판정이란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변상책임 유무를 결정하는 감사원의 행
위를 말한다(원법 제31조 제1항). 공무원의 의무위반 행위로 말미암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부담하는 재산상 책임을 변상
책임이라 한다. 국가회계법, 물품관리법, 군수품관리법에서는 각각 회계관계
직원의 책임, 물품관리공무원과 물품사용직원의 책임 등에 관하여 따로 법률
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들 규정에 토대하여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회책법)이 제정되었다. 회책법에서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변상
책임의 유형 및 배상액 판정과 그 행사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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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책법 제7조에서는 “중앙관서의 장 등은 변상책임이 있는 손해가 발생하
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기획재정부장관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회책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 등은 감
사원 판정 전이라도 회계관계직원 등에게 변상을 명할 수 있다”. 이처럼 중
앙관서의 장이 변상명령을 내리고 이에 대해 감사원의 판정이 다시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공무원의 변상책임은 변상명령에 의해 확정되지만 만약 감사
원이 다시 판정을 하면 그 판정에 의하여 비로소 변상책임이 확정된다. 중앙
관서의 장이 내리는 변상명령은 사법상의 채무이행명령에 해당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는 반면, 변상명령은 책임자에게

공무원법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3) 만일 소속 장관 등이 감사원의 변상판정서를
첨부하여 변상명령을 하였다면

당해 변상명령은 단순한 변상판정을 표시하

는 행위인 것으로는 볼 수 없으며 그 자체 독립성 있는 처분으로 보아야 한
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4)

다. 법적 성질

1) 학설

감사원 변상판정이 행정쟁송법상 처분에 해당하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
다. 그 처분성을 인정하는 입장에서는 변상판정이 불분명하였던 공법상 권리
의무관계를 명확하게 선언하는 확인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며,5) 변상판정 이전
에 있었던 소속기관장의 변상명령에 대해 이의가 있는 회계관계직원이 감사
원에 변상판정을 청구하고, 이에 따라 감사원이 변상판정을 하는 경우, 이는
일종의 분쟁해결기제로 작동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감사원

법에서는 변상판정에 대하여 이의 있는 당사자들이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
3)
4)
5)

정하중, 행정법개론, 2017, 1076쪽.
대판 1994. 12. 2, 93누623.
박균성, 행정법강의, 2016, 108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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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규정하고 있는데(법 제36조 제1항) 이 때의 재심의판정에 대하여 감사
원법이 행정소송을 허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변상판정의 처분성을 긍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6) 반면 변상판정의 처분성을 부인하는 견해에서는 변상
책임은 회책법상 구성요건이 충족하는 경우에 법률상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즉, 변상판정은 이미 발생한 변상책임을 선언적으로 확인할 따름이며 회계관
계직원의 권리의무에 직접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변상판정
은 처분이 아니라고 본다.

2) 판례

대법원은 감사원 변상판정도 행정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처분의 개념에
포섭할 수는 있으나, 입법자가 재결주의를 취한 결과, 변상판정이 행정소송
의 대상이 되지 못할 따름이라고 보고 있다.7) 감사원 변상판정의 위법과는
별도로 소속장관의 변상명령 자체에도 위법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변상명령의
처분성을 긍정하여야 한다는 견해의 논거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감사원의 변

…’라고 설시하여 감사원 변상판정으로써

상판정에 의해 성립한 기존의 의무

회계관계직원의 권리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또 다른 대법원 판
결도 감사원 변상판정의 처분성을 긍정하는 견해로 볼 수 있을 것이다.8) 한
정하중, 행정법개론, 2016, 1118쪽.
대결 1964.12.26., 64두6. “감사원법 제36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원의 변상
판정에 대하여 재심의청구를 할 수 있고 재심의판결에 대하여서만 감사원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일반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 구조와 판이한 특별규정을 두었으므로 재심의판정이 있기 전에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다고 해석되고 따라서 감사원의 재심의판정이 있기 전에는 구 행
정소송법(51.8.24. 법률 제213호) 제2조 제1항 단행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 대판
1984.4.10, 84누91 [변상판정처분취소] “감사원의 변상판정처분에 대하여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재결에 해당하는 재심의 판정에 대하여서만 감사원을 피고로 하여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8) 대판 1994.12.2, 93누623. “감사원의 변상판정의 위법과는 별개로 소속장관 등의 변상명
령 자체에 위법사유가 있을 수 있어 변상명령을 별도로 행정소송 대상으로 인정할 필요
성도 있고 회계관계직원 등의 변상책임에 관하여 감사원은 추상적인 변상의무의 유무
및 범위 등을 확정할 뿐이고 그 변상판정의 내용에 따른 구체적인 변상금 납부의무는 소
속장관 등이 감사원의 변상판정서를 첨부한 변상명령처분을 함으로써 비로소 발생한다
할 것이어서, 변상명령은 감사원의 변상판정에 의해 성립한 기존의 의무 이상으로 새로
6)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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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하급심판결들 가운데에서도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을 규율하는 데 있
어서 감사원이 변상판정처분의 주체이며 소속기관장은 다만 표시역할만이
부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판결9),

감사원법 이 재결주의를 취하고 있는 관

계로 처분성이 인정되는 변상판정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고
재심의판정에 대해서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라고 보는 판결10)을
발견할 수 있다.

․문책요구

(2) 징계

가. 개념

공무원 등에 대한 감사결과 처리방안으로서 감사원법에서는 징계요구와 문
책요구를 규정하고 있다. 즉 감사원은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
된 징계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원법에 따른 감사를 거부하거
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 소속 장관 또는 임용권자에
운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아닐지라도 변상책임자의 권리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한 변상판정의 한 단계로서의 표시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고
그 자체 독립한 행정행위의 하나로 보아야 할 것이다”
9) 서울고법 1992.12.2, 92구10137(대판 1994. 12. 2, 93누623 판결의 원심) “변상책임자의 책
임유무, 변상액, 변상의 이유 및 변상기한 등에 대한 판단과 그에 따른 변상판정서 작성
등은 모두 감사원에 그 권한을 부여하였고, 소속장관 등에게는 다만 변상책임자의 변상
책임 이행의 전제로서 필요한 변상판정서의 변상책임자에의 교부 또는 송달권한만을 부
여하였을 뿐인 것으로 보여지고, 한편 변상규칙 제2조 제1항, 제4조 제1항에는 소속장관
등이 감사원으로부터 송부받은 변상판정서를 변상책임자에게 송달함에 있어서 그와 함께
소정의 양식에 의한 변상명령서도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역시 감사원의 변상판
정에 따른 금액을 감사원이 정한 기한 내에 변상함을 명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결국
이 사건과 같은 소속장관 등의 변상명령은 감사원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변상처분의 결
과인 변상판정서의 교부 또는 송달 및 감사원이 정한 변상기한의 통지행위로서 변상판정
처분이라는 행정행위의 한단계인 표시행위에 불과하고 ” ; 대판 1994.12.13., 93누98. “감
사원의 변상판정은 그 요건이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 등에 명백히 규정
되어 있고, 이는 처분청의 재량을 허용하지 않는 기속행위라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판정에 대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문제는 생길 여지가 없다. 원심은 원고 1의 변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면서 그와 같이 변상책임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의 변상 또는 재심의판정에
재량권 일탈 등의 위법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 이유에 있
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지만 동 원고의 재량권 일탈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결국 옳고...”
10) 서울고등법원 2014. 2. 19. 선고 2013누301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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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원법 제32조 제1항)”. 또한 “법령에서 정하는 징계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법령 또는 소속 단체 등이 정한
문책 사유에 해당한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에 따른 감사를 거부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사람에 대하여 그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원법 제32조 제8항)”. 징계란 공무원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관계의 질서를 유지할
목적으로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 과하는 제재다.11) 즉, 징계책임은 일반 사회
에서의 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인 형벌과는 달리, 공무원 내부관계에서
의 질서유지가 그 목적이다. 또한 형벌이 고의 또는 과실이라는 주관적 요건
을 필요로 하는 것과는 달리 징계책임은 공무원법상 의무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한 것으로서 주관적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처럼 징계벌과
형벌은 그 성질을 달리 하기 때문에 양자를 병과하더라도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12)

나. 징계사유

공무원관계법령에서는 징계사유와 징계종류 및 절차와 징계처분에 대한 불
복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징계관련 법규정은 원칙적으로 경력직 공무
원에 적용되나, 시보임용중인 공무원이나 별정직 공무원도 경력직 공무원에
준하여 징계관련 법규정이 적용된다. 정무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관련 법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특정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경찰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서 징계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상의 징계사유로는 “

① 공무원법 및 공무원법에 의한 명령위반, ②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 포함)에 위반하
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11)
12)

③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정하중, 행정법개론, 2017, 1067쪽.
대판 1986. 11. 11, 86누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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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가 규정되어 있다(국공법 제78조 제1항, 지방공무원
법 제69조 제1항).

다. 법적 성질

징계는 징계의결기관의 의결을 거쳐 행하게 되는데, 국가공무원의 경우 징
계의결기관으로는 국무총리 소속하의 중앙징계위원회와 5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행정기관에 두는 보통징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공무원징계령 제2
조 제1항).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인사위원회
가 징계의결기관이 된다. 징계의결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는자를 징
계의결요구권자라고 하는데, 국가공무원의 경우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소속장관이, 6급 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
속상급기관의 장이 징계요구권자이다(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4항). 지방공무
원의 경우에는 임용권자가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지방공
무원법 제72조 제1항).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의 징계요구는 소속 장관 또
는 임용권자에 대한 것으로서, 감사원 징계요구를 받은 소속 장관 또는 임용
권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징계위원회등에 그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는 점(원법 제32조 제1항, 제2항)에서 징계요구권자에 대한
요구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감사원이 행한 징계요구가 어떠한 법적 성질을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감사원 재심의가
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견해에서는 변상판정 뿐 아니라 징계요구
도 처분성을 가지지만 감사원법이 채택하고 있는 재결주의 때문에 대상적격
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또한 감사원의 징계 · 시정 · 개선요구의 쟁송법적 성격에 관하여 언급하
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아직 발견하기 어려운 반면, 하급심 차원에서는 징계
요구가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한 판결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
한 하급심판결에서는 징계요구의 처분성을 부인하는 논거를 다음과 같이 들

- 17 -

고 있다. 첫째, 감사원의 징계요구가 있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징계대상자에
게 직접적인 법률적 효과가 미치는 것은 아니고 감사원 징계요구를 받은 행
정청이 실제로 징계처분을 하여야 비로소 징계대상자의 이익이 침해된다는
것이다.13) 둘째, 징계대상자는 자신에 대한 징계처분을 다투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감사원 징계요구에 대해서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지 못한
다 하더라도 징계대상자의 권익구제기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셋째, 감사원이 징계요구를 하더라도 요구를 받은 기관장이 요구를 따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징계요구불응에 대하여 기관이나 기관장에게 불이
익이 부과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즉, 감사원의 징계요구는 징계대상자나
해당기관장에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불이익을 부과하는 행위가 아니며, 행
정기관 상호간의 내부적이고 중간적인 의사결정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이
다.14)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감사원으로부터 징계요구 또는 문책요구나 해
임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감사원이 정한 날까지 해당 절차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감사원법

제32조 제11항의 규정은 당해 기

관의 장이 징계요구를 받은 대상자를 징계위원회나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야 한다는 것에 그칠 뿐, 더 나아가 반드시 징계를 하여야 한다거나 감사원
이 요구한 징계의 종류에 한정하여 징계를 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만약 이와 달리 해당 기관의 장이나 징계위원회 등이 감사원의
징계요구의 내용에 반드시 기속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에 반하여 비위사실
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징계를 하지 아니하거나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
의 종류를 감경하는 것은 감사원의 징계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점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위법한 것이 된다는 매우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감사원법
13)
14)

제32조 제2항에서는 감사원으로부터 징

대법원 1970. 9. 22. 선고 70누82 판결 등.
서울행정법원 2012. 12. 20, 2012구합11621 징계요구취소 ; 서울행정법원 2012. 3. 23,
2012구합2849 [감사지적사항무효등확인] -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여금
소속 직원을 징계하도록 하라는 취지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수신인으로 하는 감사원
의 징계요구는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가져올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
으며 그것이 처분이라 한들 원고는 이미 퇴직한 상태로서, 원고에게 그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고 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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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요구 중 파면 요구를 받은 소속 장관 또는 임용권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징계위원회 등에 그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의결 결과를 의결이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감사원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
으며, 제3항에서는 감사원은 파면 요구한 사항이 파면 의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징계위원회 등이 설치
된 기관의 바로 위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 등에 직접 그 심의 또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해당 기관의
장이나 징계위원회 등이 감사원의 징계요구의 내용에 반드시 기속되는 것으
로 해석할 수는 없으며, 그 외에 감사원의 징계요구에 어떠한 다른 법적 효
과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찾아볼 수도 없다는 것도 처분성 부정의
논거이다.
더 나아가 서울행정법원의 2012구합11621 판결과 그 항소심 판결15)에서는
감사원의 징계요구도 처분에 해당하지 않지만, 당해 사안에서 감사원의 재심
의기각결정도 마찬가지로 처분이 아니라고 보았다. 항소심에서 원고 서울시
장은,

감사원법

제40조 제2항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당해 사안에서의 재심

의기각 결정은 처분에 해당하며 자신은 이를 다툴 원고적격이 있다고 주장
하였다. 그러나 항소심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데, 그 논거
로서 동조항의 취지는 재심의청구대상이 처분에 해당할 때 그 원처분에 대
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재결에 해당하는 재심의판정에 대해서만 감
사원을 상대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보았다.즉, 감사원
변상처분은 그 자체가 처분성은 갖추고 있으나 재결주의 때문에 변상처분을
다투지는 못하고 재결에 해당하는 재심의판정에 대해서만 다툴 수 있게 하
였다는 것이다. 항소심법원이 취한 이와 같은 견해에 따르면 처분성을 갖추
고 있는 변상판정에 대한 재심의결정에 대해서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
으나 그렇지 못한 징계요구에 대한 재심의결정에 대해서는 항고소송을 제기
할 수 없다.
15)

서울고등법원 2014. 2. 19. 선고 2013누30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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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변상판정과 징계요구는 감사원, 기관장, 공무원의 3면 관계를 전제
로 하는 감사결과처리방법으로서 특정 공무원의 변상책임, 징계책임을 전제
로 하는 주관적·

인적인 감사결과처리방법인 반면 이하에서 살펴보는 시정·

개선·권고 등은 특정인의 책임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는 객관적·

기관적 감

사결과처리방법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주의요구

(3) 시정

가. 개념

“감사원은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에는
소속 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주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구가 있으면 소속 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
의 장은 감사원이 정한 날까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감사원법 제33조 제1
항, 제2항)”. 즉, 시정·주의요구는 위법·부당한 행태를 교정하기 위한 것으로
서 원상회복적이고 소극적인 감사결과처리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나. 법적 성질

시정요구 내지 시정명령 등은 수많은 법령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주로 사인
의 법위반행태를 교정하여 적법한 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활용
된다. 이처럼 사인에 대한 관계에서 발급되는 시정요구 내지 시정명령은 처
분성이 인정되지만 감사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기관 간에 이루
어지는 시정

․주의 요구는 쟁송법적 관점에서는 법적 규율성이 없으므로 처

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원칙이다. 다만, 이하 제2장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우리 판례상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선거관리위원회에 행한
조치요구의 처분성을 예외적으로 인정한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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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선요구

가. 개념

감사원은 “감사 결과 법령상·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무총리, 소속 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법령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위한 조치나 제
도상 또는 행정상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감사원법 제34조 제1항).” 개선요
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조치 또는 개선의 결과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감사원법 제34조 제2항). 개선요구는 반드시 관련 공무원 등의 변상책임
이나 징계책임을 전제로 하지 않고 더 나아가 피감기관 등의 위법 또는 부
당한 행태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이면서도 객관적인
수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며 국정운영에 관한 미래지향적인 조언자로서의
감사원의 역할수행에 보다 적절한 감사결과처리방법으로 볼 수 있다.

나. 법적 성질

개선요구 역시 쟁송법적 관점에서는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개선요구
를 받은 기관의 장은 감사원의 개선요구에 법적으로 기속된다고는 볼 수 없
으며 행정쟁송을 통해 다툴 수도 없을 것이다. 다만, 감사원법은 개선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에게 통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절차적 측면에서는 이하
의 권고 등에 비하여 심리적 구속성이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다.

(5) 권고 등

가.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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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감사 결과

① 징계요구, 시정요구 및 개선요구를 하는 것이 부적

절하거나,

② 관계 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정운영 등의 경제성·효율성 및 공정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③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통보할 수 있다(감사원법 제34조의2 제1
항). 이상의 권고 또는 통보를 받은 소속 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
관의 장은 그 처리 결과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감사원법 제34조의2 제
2항). 이처럼 감사원의 권고 등은 앞서 살펴본 징계요구, 시정요구 및 개선요
구가 적절치 않은 사안이나 자율성의 보장 측면에서 필요한 경우에 활용되
는 부수적인 감사결과 처리방법이라는 특징을 가지는데, 문제는 권고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사유들이 ‘부적절’, ‘자율적’, ‘경제성·효율성 및 공정성’ 등의
전형적인 불확정법개념으로 정하여져 있어서 그 해석과 적용에 어려움이 야
기된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나. 법적 성질

권고는 징계요구, 시정요구 및 개선요구가 적절치 않거나 자율성 보장 측
면에서 필요한 경우에 활용되는 보충적, 부수적인 감사처리방법으로서 쟁송
법상의 처분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자율성 보장이 필요한 감사대상기관
들, 예컨대 지방자치단체, 대학 등에 대하여서 적극 활용될 수 있는 여지를
감사원법이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권고에는 실무상의 중요한 기능수행의
여지가 남아 있다.

3. 소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감사원법의 해석론상으로는 변상판정은
처분성을 가지나, 재결주의로 인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은 되지 못하며 변상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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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대한 재심의결정만을 소송을 통하여 다툴 수 있을 따름이다. 반면 징계

․주의요구, 개선요구, 권고․통보 등은 처분성을 인정할 수 없으

요구, 시정

므로 행정쟁송을 통한 다툼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더 나아가 징계요구 등에
대한 재심의결정 역시 처분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감사원의 처
분 요구 등에 대한 이행률이 저조한 원인을 법적 구속력의 미비에 있다고
진단하여 감사원법에 처분 요구 등이 법적 구속력 있음을 선언한다든지, 아
니면 일선 행정청들에게 부여되어 있는 바와 유사한 시정명령 또는 시정조
치 권한을 새로이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부작용을 수반하므로 신
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실효성 확보 방안의 쟁점은 이하에서 검토하기로 한
다.

Ⅳ. 현행 처분요구권한의 법적 쟁점

1. 현대 행정의 변화와 감사원의 임무

(1) 국가재정의 악화와 국가의 임무수행의 변화

현대국가는 노령화 사회 등 사회구조의 변화와 함께 사회국가 내지 복지국
가와 관련된 다양한 국가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막대한 재정지출이 상
시화되고 있다. 더불어 경제성장의 한계, 영유아 복지 등 복지수요의 증대,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법인세 등 세수의 감소, 국방지출의 유지 내지 확대
등 만성화된 재정적자의 요인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과거에 국
가에서 직접 수행하던 공공복리의 임무를 사인과의 협력하에서 공동으로 수
행하는 것이 시대적인 요구가 되고 있다. 가령, 국영산업의 민영화와 민관협
력, 민간투자의 활성화, 민간위탁, 민간전문가의 참여와 활용 등의 다양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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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들이 행정이 상시적으로 추진하는 임무수행방식이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법적인 틀을 마련하여 공익목적의 추구를 담보는 것이 행정법과 공
법의 중요한 임무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감사원의 임무도 과거와 같이 공무원 개개인의 법령위반
의 적발과 회계증빙자료의 점검과 같은 전통적인 감사기능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비용과 성과의 분석을 통하여 소위 행정이 추진하는 사업
전반의 경제성을 검사해야 한다는 새로운 목표가 부과되어야 한다는 관점이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관심이 되고 있는 것이다. 즉, 감사원의 역할이
단순한 행정의 활동에 대한 사후점검이 아니라 전문성을 가지고 행정의 개
혁과정에 동반하면서 전문가적인 조언을 할 수 있는 역할이 기대되고 있
다.16) 가령, 사대강사업이나 자원외교와 같은 막대한 재정지출이 소요되고,
사업이 진행된 이후에 그 비경제성이 드러나면 이를 회복하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감사원이 만시지탄이 되지 않도록 더욱 적극적이고, 사전적인 관여
를 할 것이 기대되는 것이다. 군수품 조달과 같이 대규모의 조달사업에 대한
감사에 있어서는 단순히 조달의 절차가 관련법을 위반하였는지 보다는 그
조달 자체가 경제성의 측면에서 적절한지가 감사의 관심이 될 수밖에 없다.

(2) 기술발달과 혁신

최근에는 빅데이터, 모바일, 클라우딩 컴퓨팅과 같은 ICT 기술의 발달과
함께 이른바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사회변화의 경향을 국가에서 혁
신적으로 기반을 마련하여 증진시켜야 한다는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즉, 사
회전반적인 혁신의 과정을 국가가 증진시키고, 적절한 틀을 만들면서, 더 나
아가 발생가능한 부작용과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규제기관은 물론 국가
기관 전반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시대적인 과제가 논의되고 있다.
16)

Sabine Dahm, Das Neue Steuerungsmodell auf Bundes- und Länderebene sowie die
Neuordnung der öffentlichen Finanzkontrolle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2004, S.266f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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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기존 감사원의 기능에 있어서도 단순한 사후적인
법령의 준수 여부를 따지는 것에서 국가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국가
주도의 R&D 예산의 집행과정을 적절히 설계하고, 미래역량이 집중될 수 있
는 창조적인 과제에 한정된 자원이 적극적으로 투자될 수 있는 기반을 점검
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기존의 공무원과 회계전문가 중심의 인력에서 각 학
문분야의 전문가로 감사 전문인력을 확대하여 행정부와 기업의 전문성에 버
금갈 수 있는 인적·조직적인 구성으로 변경되어야 할 것이다.

(3) 민간과의 협력

국가 전반의 실정법적인 차원에서 과거의 공무원 중심의 위계적 조직에서
민간의 참여와 협력을 전제로 한 조직 및 작용형식이 매우 일반화되고 있다.
국가조직에 민간 전문가의 참여라는 한정적인 형식에서부터 금융감독원과
같이 고권적인 국가행정기능을 기능적으로 담당하는 민간인으로 구성된 행
정조직이 활동하고 있다. 선박, 자동차 등의 검사와 같이 기술적인 검사기능
을 대행하는 민간에 대한 위탁형식은 우리 행정현실에서 매우 빈번한 현상
이다. 더 나아가 민간에 의한 기간시설의 설치와 운영은 실질적으로 국가가
수행해야 하는 기능을 대체한다는 점에서 국가의 공익적인 감시와 개입이
필요한 분야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온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민간과의 협력 현상이 벌어지는 곳에서 특히 구조적인 부패의
개연성이 증가하는 현상을 목도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국가의 후퇴와 새로운 임무수행방식으로 보장책임과 변화된
현대국가의 국가상을 지칭하는 보장국가론의 관점에서 접근될 수 있다. 현대
국가에서 사인이 공공복리의 수행에 있어서 주도적인 혹은 협력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국가가 일정한 구조적인 틀을 설정하면서, 공공복리의 이행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보장한다는 측면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그에 따라 감
사원의 역할도 사인과의 협력과정에서 공익을 저해하는 사정이 없는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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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가령, 최근 금융감독원에 대한 감사결과에
서 보는 바와 같이 공무원의 신분을 갖추지 못한 조직에서 주변 이해관계자
에 의한 포획이나 부패의 가능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으므로, 철저한 직무감
찰이 필요할 수 있다.
또한 민자유치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을 설치할 경우 일단 민간자본의 유치
를 받아 운영을 민간에게 맡기고 나면, 불가피하게 공공요금의 인상이나 공
공성의 후퇴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사전에 이에 대한 적절한 공공성의
확보수단을 갖추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민간과의 협력이 이루어진 이
후에 민간파트너에 의하여 공익성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행정이 적정한 감독
수단이나 조정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인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으
며, 최종적으로는 다시 재국가화와 같은 회수조치를 강구할 필요성이 있는지
도 점검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개별 행정기관이 자신의 독자
적인 판단만으로 이루어지기에는 어려울 수 있으며, 오히려 적절한 시기에
감사라는 과정을 거쳐서 일종의 정책적인 조언 하에서 최종적인 방향설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과정이 될 수 있다.

(4) 재량권에 대한 통제와 적극행정 면책

변화되는 국가의 임무와 역할에 비추어보면, 기존의 감사의 방식과 기법은
직무감찰을 위주로 하여 개개인의 비위사실에 대한 적발에 치중된 모습이라
는 인상이 있다. 물론 실제로 감사원에서 발간하는 감사연보 2016의 내용에
따르면 2016년도 감사결과 처리내역상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은 기관의 장에 대한 주의 및 통보 조치임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

•문책(223건, 409명), 시정요구(183건,

면, 변상판정(14건, 5억 9,900만원), 징계

•추급금액 1,962억 5,200만원), 주의(1,075건), 개선요구(2
건), 권고(12건), 통보(1,139건, 51명), 고발•수사요청(27건, 53명)으로서. 개개
추징, 회수, 보전, 환

인의 비리행위에 대한 징계, 문책, 고발, 수사요청 건을 모두 합치면 25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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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명으로서, 전체 감사결과처리건수 2,675건의 10% 가량을 차지한다. 이처
럼 공무원에 대한 직무감찰이 감사원의 주된 역할인 것으로 보는 외부의 시
각과 실제 감사원의 활동 내역이 불일치하는 것은, 국민들이 정보를 얻게 경
로인 주요 언론매체에서는 주로 개개인의 비위와 관련된 감사결과에 대하여
보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도 생각해볼 수 있다.
어쨌거나 공무원의 직무상 재량행사에 관하여 오로지 개인의 비위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어찌보면 재량의 핵심기능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 즉, 행정이
법률의 추상화된 요건을 구체화하고,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여 적절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과 수준의 재량이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다.
행정은 경우에 따라 입법을 주도하고, 규제를 위한 기준을 설정하며, 법의
추상화된 요건을 구체화하여, 집행의 대상과 목적을 구별하는 등 광범위한
범위에서 재량권을 가지고 있고,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나친 재량
의 행사는 자칫 자의적인 권한의 행사로 이어져서 부패의 가능성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국민이 행정에 가지는 신뢰를 무너뜨릴 우려가 있는 것이다. 이
러한 우려에서 우리 제도는 다양한 방식으로 재량권을 사전적 혹은 절차적
으로 통제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이러한 제도는 다시 재량권이 갖고
있는 핵심적인 기능, 즉 적절한 임무수행을 방해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17)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감사의 구체적인 수행방식에 있어서도 직무감찰을
기조로 한 합법성에 대한 통제보다는 이른바 성과감사, 시스템 감사 등을 통
한 경제성에 대한 점검이 보다 강조될 필요가 있다. 감사원법 제34조의3은
제31조 내지 제34조까지의 처분요구권한에 이어서 이른바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신설은 변화된 국가의 역할과
감사원의 임무변화를 반영하는 대표적인 현상이라고 할 것이다.

2. 처분요구권한에 대한 작용법적 검토
17)

박재윤, 부패방지를 위한 행정법 제도의 쟁점, 행정법연구 제46호, 2016. 8, 264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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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요구권한의 유형과 성질

․과실

처분요구권한 중 제31조 변상책임의 판정은 회계관계직원 등이 고의

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 당해 직원 등에게 발
생하는 재산상의 책임유무를 감사원이 판정하는 절차이다. 일반적으로 구체
적인 감사결과를 통하여 피감기관의 개별 공무원에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권한은 제32조의 징계 요구이다. 징계권자는 감사원의 징계요구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원이 정한 날까지 해당 절차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하며
(제32조 제11항)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감
사원이 해당기관의 장에게 시정 등을 요구(제33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감사원이 정한 날까지 시정요구를 이행하여야 한다(제33조 제2항). 이처럼 법
문상으로는 해당 기관의 장은 감사원이 정한 날까지 해당 절차에 따라 처분
을 하거나 시정요구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서 수감기관의 재량
의 여지가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제32조 제11항, 제33조 제2항 참조).
감사원은 개별적인 공무원이 아닌 피감기관의 활동이나 제도 등에 대한 시
정이나 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4조의 개선 등의 요구 또는 제34조의
2 권고 등을 통하여 감사결과를 반영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원 처분요구
의 구체성이나 구속력은 점차 감소하지만, 전반적인 성과나 경제성 등의 평
가, 제도개선에 대한 조언과 같이 국가행정 전반에 대한 파급력은 더욱 강조
될 수 있다. 현대 행정의 변화에 따른 임무변화에 상응하는 것은 이와 같이
제34조, 제34조의2의 요구 내지 권고권한이 될 것이다. 따라서 징계요구권(제
32조) 및 시정요구권(제33조)을 일종의 구체적 요구권한으로 하고 개선요구
권(제34조)과 권고권(제34조의2)를 추상적 요구권한으로 구별하여 그 기능과
한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처분요구대상 및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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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권한은 감사결과에 따라 행사되는 것이므로 감사원법상의 회계검
사의 범위 및 직무감찰의 범위에 따라 일정한 한계가 있다. 문제가 되는 것
은 제23조에 따라 회계검사의 범위에 속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등을 제공한 자, 즉 사인의 회계나 직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나 대학, 공영
방송사, 정당 등과 같이 자치권 내지 일정한 자율적 기능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한 감사이다.
감사원 감사의 대상으로서 그 범위와 한계가 가장 문제되는 영역은 지방자
치단체에 대한 감사이다. 기존 학설상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자치권을 존중하
는 차원에서 자치사무에 대하여 합법성감사 등으로 제한되어야 하는지에 관
한 논란이 있어 왔다.18) 헌재는 이와 관련하여 강남구청 등과 감사원 간의
권한쟁의 사건(2005헌라3)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합목적성 감
사의 근거가 되는 감사원법 제24조 제1항 제2호 등 관련규정 자체가 청구인
들의 지방자치권의 본질을 침해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다.19)
다만, 여기에는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위임사무는 그 본질이 국가사
무이므로 감사원은 당연히 합법성 감사는 물론, 합목적성 감사도 할 수 있다
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자치권 보장은 지
방자치권의 최소한의 본질적 요구이므로 그에 대하여 감사원은 합법성의 감
사, 즉 법령의 위반 여부에 대하여만 감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합목적성
에 대하여는 감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
이다”는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김종대의 반대의견이 있었다.
헌재는 그 후 2009. 5. 28. 2006헌라6 결정을 거치면서, “국가감독권 행사로
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원의 사전적·포괄적 합목적성 감사
가 인정되므로 국가의 중복감사의 필요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중
앙행정기관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구 지방자치법 제158조 단서
규정의 감사권은 사전적·일반적인 포괄감사권이 아니라 그 대상과 범위가 한
기존 논의에 대하여는 홍종현, 감사원에 대한 법적 연구의 현황 및 주요 쟁점, 감사연구
원 연구보고서 2016-004, 2016. 1, 99-100면 참조.
19) 헌재 2008. 5. 29. 2005헌라3 결정.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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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인 제한된 감사권이라 해석함이 마땅하다”라고 판시하였고, 현재는 이러
한 입장이 교과서 차원에서 반영되어 있다.20)
이러한 논란은 헌법상 유사한 기능을 하는 정당, 대학, 방송국 등에 대한
감사의 문제로 연결되고 있다.21) 가령, 일부 견해는 대학의 경우 헌법상 자
치권이 보장되어 있으며, 대학은 지방자치단체와는 달리 국가행정의 일부가
아니며, 대학에서는 국가의 위임에 의한 사무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지방자
치단체에 대한 감사의 범위와 기준이 대학의 경우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고
한다. 그에 따라 국고보조금에 대한 회계검사를 명목으로 대학 전체의 회계
가 검사의 대상이 될 수는 없으며, 대학의 자치권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기본
적으로 위법 여부를 기준으로 회계검사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22) 이러한
견해는 일단 사립대학의 경우를 상정한 것으로 보이지만, 국립대학의 경우에
도 헌법상 대학의 자치권이 인정되는 것은 동일하며, 회계에 있어서도 일반
행정기관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유사한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에서는 감사원의 헌법상 지위가 행정통제를 위한 임무
의 무흠결성(Lückenlosigkeit des Auftrags zur Verwaltungskontrolle)의 특징을 갖
는다고 설명되고 있다.23) 특히 이러한 무흠결성의 원리가 지방자치단체
(Gemeinde), 대학 및 연구기관, 상공회의소, 법률상의 건강보험 혹은 연금운
영자, 방송국, 공기업 등 자율적 기능을 가진 단체에 대하여 그대로 통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즉, 이러한 기구들의 기본권 내지 자치권에 의하여
감사 없는 영역으로 남아있게 되는지가 문제되는 것이다.24)
그러나 독일에서도 이러한 감사 없는 영역 자체를 인정하지는 않는 견해가
일반적이다.25) 다만, 원칙적으로 위와 같은 단체들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감
박균성, 행정법강의, 2016, 1037-1038면 참조.
홍종현, 앞의 글, 102-109면 참조.
22) 전광석, 감사원의 대학 감사에 있어서의 쟁점
헌법 및 법체계적 접근-, 헌법학연구 제
18권 제1호, 2012. 3, 259-260면 참조.
23) Helmuth Schulze-Fielitz, Kontrolle der Verwaltung durch Rechnungshöfe, in VVDStRL 55,
Berlin/New York 1996, S.237, 241f. 참조.
24) 이하 독일 견해의 소개는 박재윤, 지방자치단체 자치감사의 범위와 한계, 행정판례연구
17-1, 2012. 6, 360-362면을 일부 수정하여 인용한 것임.
25) 상공회의소와 같이 주에 직접 소속되는 공법상 법인에 대한 주감사원의 감사는, 연방법
20)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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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권한이 미치지만, 피감사기관의 행위의 성질에 따라서는 감사원이 이를 존
중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견해가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26) 독일의 역사
적 예를 살펴보면, 과거 지방자치제도의 자치행정원리가 나치스 체제하에서
손상된 것을 반성하면서 자체감사를 강조하는 견해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
나,27) 2차대전 이후의 각 주는 대부분 초지역적(광역적) 감사제도(überörtliche
Finanzkontrolle)28)를 가지게 되었다는 점이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할 것이
다.29)
다만, 감사원 감사에 있어서 이러한 한계 영역에 대한 감사가 가능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정도나 방법이 비례원칙 등의 헌법상 원칙을 준수하였는
지가 그 적절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가령, 독일에서 위임
사무나 기관위임(Organleihe)에서 인정되는 전문성 감독에 있어서 지시의 특
정성과 명확성이 지켜져야 하고, 자치사무에 대한 부담이라는 관점에서 비례
원칙이 준수되어야 하며, 재량권행사의 한계가 준수되어야 한다는 점 등이
유력하게 주장되고 있다.30) 이러한 주장의 맥락에서 살펴보면, 설사 감사원
상에 설립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자치권에 대한 침해라고 보는 일부 견해도 있으나, 결
국 기본법 제109조 제3항 및 제114조 제2항 제1문의 체계적 해석에 의하여 입법자가 감
사원의 재정통제권한을 이러한 영역에 관여시킬 수 있다는 견해로는 Franz Knöpfle,
Kontrolle autonomer Einrichtungen (Universitäten, Rundfunkanstalten, Fraktionen, Kommunen),
in: Hans Hervoert von Arnim(Hg.), Finanzkontrolle im Wandel, Berlin 1989, S.262f.; 한편, 공
법상의 방송국에 대하여도 민주적 통제의 원리상 독립적인 감사가 요구된다는 견해로는
Görg Haverkate, Prüfungsfreie Räume. Welche Türen in der öffentlichen Verwaltung bleiben
dem Rechnungshof verschlossen?, in: Heinz Günter Zvelberg(Hg.), Die Kontrolle der
Staatsfinanzen, Berlin 1989, S.217 참조.
26) 피감기관의 행위가 재정적으로는 적절하지 않지만 다른 정당한 목표에 의하여 주장할만
하거나, 단지 형식적인 예산법규정의 위반이 재정적으로 중요하지 않을 때에는 교육적인
지시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견해로는 Knöpfle, a.a.O., S.277; 반면, 재정통제가 완전히 배제
되지는 않지만 특수한 헌법적인 보호를 받는 재정행위의 권한과 관련하여 제한될 수 있
다면서, 행정결정의 개별적인 권한이나 복잡한 과정의 요소를 분석하는 견해로는
Sauer/Blasius, Universalität der Finanzkontrolle?, DÖV 1986, S.554ff. 참조.
27) Joachim Wieland, Staatliche Finanzkontrolle im Bereich kommunaler Selbstverwaltung, DVBL,
1999, S.1476 참조.
28) 특정한 지역에 한정되지 않는
29) 1993. 12. 22. 제정된 ‘헤센주 지방자치단체의 초지역적 감사에 관한 법률 참조. 헤센주
감사원장인 Udo Müller는 독립적인 초지역적 감사기구를 도입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점
을 주장한 바 있다. Udo Müller, Zur Frage der Notwendigkeit der überörtlichen Finanzkontrolle in Hessen, NVwZ 1993, 334 참조.
30) Hans Vietmeier, Die staatlichen Aufgaben der Kommunen und ihrer Organe, 1992. S.237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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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가 사전적·포괄적으로 허용된다고 할지라도 지방자치단체나 대학과 같이
자치권이 인정되는 단체에 있어서는 비례원칙 등이 준수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론적인 논의에도 불구하고 감사실무의 차원에서 살펴보면, 감사원
법 제23조에 의하여 이른바 선택적 검사사항으로서 제2호의 “국가 또는 지
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및 출연금 등을 교
부(교부)하거나 대부금 등 재정 원조를 제공한 자의 회계”에 대한 검사를 거
의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즉, 사인이나 단체에 대한 회계검사가
문제될 경우에는 실제로는 주무 행정기관이 이를 감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감사원은 사후적으로 주무 행정기관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행이 사인에 대한 국가의 관여를 최소화
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주무 행정기관과의 유
착관계가 의심되는 상황과 같이 직접적인 회계검사가 필요한 경우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3) 감사 및 처분요구의 기준

감사 및 처분요구의 기준이나 방식과 관련하여 합법성 감사와 합목적성 감
사의 구별은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론적으로는 합법성 감사는 수감기
관이나 공무원의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었는지를 검사하는 것이고, 합목
적성 감사는 그 사무처리가 근거법령에 대하여 목적합리성이 있는지를 검사
하는 것이 될 것이다. 감사원 규칙인

공공감사기준 은 합법성감사를 “법규

등의 준수 여부에 대한 검토와 평가를 위주로 수행하는 감사를 말한다”고
하고, 성과감사를 “경제성·능률성·효과성에 대한 검토와 평가를 위주로 특정
사업이나 정책에 대하여 수행하는 감사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제2조).
이론적인 관점에서는 경제성(Wirtschaftlichkeit)라는 것이 어떤 개념인지가
278f.; 박재윤, 지방자치단체 자치감사의 범위와 한계, 24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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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명확한 상태로 남아 있다. 독일의 논의에 의하면, 경제성이란 추상적으로
는 어떤 행위와 이로 인하여 야기된 효과 사이의 원인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평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한다. 어떤 행위는, 유리하거나 불리한 효과
가 어떤 최적의 관계에 있을 때, 즉 효용 내지 목적이 비용 내지 수단과 최
적화된 관계에 있을 때 경제적이 된다. 경제성원칙(Wirtschaftlichkeitsprinzip)이
란, 일반적으로 최소원칙(Minimalprinzip)과 최대원칙(Maximalprinzip)으로 표현
되는데, 주어진 목적을 위하여 가능한 한 적은 수단을 사용하라는 명령, 혹
은 주어진 수단을 투입하여 가능한 큰 목적을 달성을 하라는 명령을 의미한
다. 이는 경우에 따라서 효용(Nutzen)과 부담(Lasten) 사이의 차이를 극대화하
라는 차이공식(Diffenzansantz) 등으로 표현되기도 한다는 것이다.31)
한편, 직무감찰규칙은 직무감찰을 “법 제20조,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
기관 등의 사무와 공무원 등의 직무 및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 조사·평
가 등의 방법으로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나 문제점을 적출하
여 이를 시정, 개선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찰과 공무원 등의 위법·부당행위를
적발하여 이를 바로잡기 위한 대인감찰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른바 성과감사라는 감사방식과 관련하여 감사원법 제34조의2 제3호는
“행정운영 등의 경제성·효율성 및 공정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실정법상으로
는 경제성, 효율성, 공정성이라는 기준이 감사원의 권고 등의 기준으로만 규
정되어 있는 것이다. 이 규정이 일종의 보충적인 권한으로서 다른 처분요구
로서 처리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 보충적인 기준이 되는 것으로 파악할
수도 있을 것이나, 동법 제33조의 시정 등의 요구에도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라는 합목적적인 재량판단을 전제로 하고, 제34조의 개선 등
의 요구도 “감사 결과 법령상·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

31)

Walter Krebs, Rechtmäßigkeit und Wirtschaftlichkeit als Kontrollmaßstäbe des Rechnungshofs,
in: Finanzkontrolle im Wandel, S.66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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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라는 추상적인 불확정개념을 전제로 하고 있
다는 점에서, 징계요구와 같은 위법성 여부를 중심으로 하는 처분요구를 제
외하고는, 경제성, 효율성, 공정성이라는 개념이 일종의 지도적인 감사원의
행위기준이 된다고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이러한 개념요소를 기초로
판단하여 그 정도에 따라 시정요구나 개선요구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본다. 참
고로 우리 판례는 새만금사업과 관련한 판례에서 공공사업의 경제성에 대한
평가방법에 대하여 판시한 바 있다.32) 더 나아가 판례는 방산물자 지정 및
취소에 있어서 경제성, 효율성 추구를 공익의 요소로서 판단한 것이 재량권
의 일탈·남용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33) 입법론으로는 감사의 원칙 내지
기준으로서 합법률성 이외에 경제성, 효율성, 공정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합법성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도 행정법상의 법의 일반원칙과 같은
헌법적인 효력을 갖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것인지에 있다. 가령, 징계요구
에 있어서도 비례원칙에 의한 제한을 고려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감사원
법 제32조 제11항은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나 해임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감사원이 정한 날까지 해당 절차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고, 동조 제10항은 감사원이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를 할 때에는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공공사업의 경제성 내지 사업성의
결여로 인하여 행정처분이 무효로 되기 위하여는 공공사업을 시행함으로 인하여 얻는 이
익에 비하여 공공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 훨씬 커서 이익과 비용이 현저하게 균형을 잃
음으로써 사회통념에 비추어 행정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사업 목적을 실질적으로 실
현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정도로 과다한 비용과 희생이 요구되는 등 그 하자
가 중대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라야 한다.(중략)
간척지의 매립사업과 같이 어떠한 항목을 편익이나 비용항목에 넣을 수 있는지 여부와
그러한 항목에 대한 평가방법이나 기법에 관하여 확립된 원칙이나 정설이 존재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경제성 내지 사업성 평가 당시의 공공사업의 투자분석이론이나 재정학 또
는 경제학 이론 등에 따라 그 분야의 전문가들에 의하여 가능한 한 가장 객관적이고 공
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편익과 비용을 분석한 후 공공사업에 경제성 내지 사업성이 있는
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3)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9413 판결. “이 사건 처분 당시 방위사업청은 원고뿐 아
니라 두산중공업으로부터도 추진기의 조달이 용이하고, 그 품질을 보증할 수 있다고 봄
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 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인정에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국가의 안전보장과 직결된 방위력 개선과 방위산업육성에 있어서 경제
성, 효율성 추구를 위한 공익상 필요에 따라 방산물자 지정을 취소한 이 사건 처분에 비
례·평등의 원칙 위배 등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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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종류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11항에서 “제1항·제8항 또는 제
9항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나 해임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감
사원이 정한 날까지 해당 절차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또한 감사원법 제36조 제2항은 “감사원으로부터 제32조, 제33조 및 제34
조에 따른 처분을 요구받은 소속 장관,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 감독기관
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은 그 요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
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
다”고 하여 절차적인 이의권을 보장하고 있다. 재심의 결정에 대하여는 감사
원법 제40조 제2항은 감사원을 당사자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판례는 변상판정에 대한 것을 제외하고는 당초 처분이 될
수 없었던 징계요구 등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
다.34)
그런데 감사원의 징계요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징계권자에게는 재량이 있
는지가 문제되는바, 우리 판례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더라도 징계
권자에게 징계처분을 할 것인지 및 징계의 종류에 대하여 재량이 있다고 보
고 있다.35) 즉, 판례는 교육부장관이 교육감에 대하여 행한 징계의결요구는
국가위임사무로서 직무이행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는 있으나36) 감사원이
수감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감독권한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수감기관이 이러
한 징계요구에 따르지 않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판례도
징계요구를 받은 수감기관장이나 그 대상인 공무원의 입장에서 마찬가지로
처분으로 보지 않고 있다.37) 따라서 감사원의 징계요구에도 불구하고 징계권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두5637 판결 참조. “그런데 감사원법 제40조 제2항 규정
은, 감사원법 제31조에 따른 변상판정, 제32조, 제33조, 제34조에 따른 처분요구에 대한
재심의 결과에 대하여, 일반적인 소송요건이 갖추어지는 것을 전제로 재심의의 대상이
되었던 변상판정 등에 대하여는 변상판정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재심의 판결’에 대하여 ‘감사원’을 당사자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이
라고 볼 것이지, 위 규정만으로 당사자능력, 소의 이익, 항고소송에서의 대상적격 등 일
반적인 소송요건과 무관하게 무조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
35)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7704 판결 등 참조.
36)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09추206 판결.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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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여전히 재량권을 적절히 행사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한다면, 감사원이 감사결과 징계요구를 함에 있어서 법
령의 위반여부만을 형식적으로 파악하여 비례원칙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게
되면, 결과적으로 징계처분의 위법으로 이어지게 되고, 감사원 처분요구의
실효성과 정당성도 약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와 유사한 논의는 사회보장급부나 보조금의 반환과 같은 이른바 직권취
소 내지 철회의 제한사유와 관련이 있다. 가령, 사회보장급여의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지급되거나, 보조금의 수급자가 보조금의 지급목적에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국가재정법 제97조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는 것이 의무로 될 수 있다. 이 경
우 감사원도 해당 사항을 지적하여 시정요구로서 계약의 해지, 보조금의 반
환 등의 조치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수익적 처분의 취
소제한 법리에 따라 신뢰보호원칙에 의하여 그 징수에 제한이 따를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감사원이 신뢰보호원칙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추가
적인 분쟁을 야기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38)
다른 한편으로, 합법성 감사에 있어서는 행정기관 내부의 행정규칙의 준수
나 상급기관 내지 상사의 적법한 명령의 준수여부도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행정규칙이 상위법령과의 모순이 되는 경우도 있
을 것이고, 행정규칙의 의미 자체가 엄격한 구속력을 인정한 것이라기 보다
는 1차적인 기준으로서 2차적으로는 개별적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37)
38)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두5637 판결.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두31697 판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
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보험급여의 수급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
사유가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을 쉽게 원상회복할 수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의 구체
적 내용과 처분으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내용 및 정도와 같은 여러 사
정을 두루 살펴,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해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의 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
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
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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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해야 할 것이다.39) 또한 상사의 명령에 있어서는 위법한 명령에 대한 복
종의무라는 문제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40)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공공감사기준에서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더라
도 합법성감사의 의미는 단순한 법규정의 준수 여부를 넘어서서 법의 원칙
까지 준수할 것을 검토하고 평가하는 작용을 포괄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입법론으로는 공공감사기준에 합법성감사를 “법규등의 준수 여부에 대한 검
토와 평가를 위주로 수행하는 감사를 말한다”고 한 정의에 추가하여, “이 경
우 헌법상의 기본원칙과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3. 처분요구권한의 실효성 문제

(1) 개관

처분요구권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는 구체적인 요구권한과 추상적인 요구권
한을 분리해서 그 원인과 대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요구권한에 있어서는 최근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치권의 확대와 함
께 중앙정부와의 견해차이에서 비롯되는 마찰이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
가령, 진보교육감과 교육부장관 사이의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기재를 둘러
싼 마찰이 있다.41) 이 경우 지나친 공무원법적인 접근보다는 사안의 배경을
정확히 파악하여 실질적인 문제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추상적 요구권한에 있어서는 부처 자체의 권한을 둘러싼 이기주의, 사후적
감사에서 오는 한계, 감사기관의 전문성, 대중의 여론, 재량권에 대한 상호
이해부족 등을 원인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도적인 측면에 있
박재윤, 재량을 구속하는 행정입법의 성질과 처분의 하자, 행정법연구 제50호, 2017. 8,
41면, 47면 참조.
40) 박균성, 앞의 책, 1077-1078면 참조.
41)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추517 판결 등 참조.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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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을 한편으로 고려해 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
로 감사기관과 피감기관 사이의 적절한 대화과정 등을 통하여 감사결과의
수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즉, 감사결과가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것보다는
의회와 대중, 피감기관에 설득적 기능을 발휘해야 하는 것이다.

(2) 전문성의 부족

감사원의 회계검사의 대상이 광범위하고 그 지출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상
당한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측면에서 형식적인 규정을 기반으로 해당 영역의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는 감사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가령, 대학
에 연구비를 지급하는 사항에 대한 감사에 있어서는 학문의 자유의 침해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즉, 비용지출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해
당 기관의 판단을 우선시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실
질적인 부패의 개념에 집중하여 감사를 하지 않고, 형식적인 규정위반만을
문제삼는 것은 오히려 적극행정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본다.

(3) 조사권한의 한계

감사원에게 직무감찰에 있어서 이른바 금융계좌에 대한 추적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과 같이 감사원의 조사권한을 강화하려는 논의는 오랫동안 계속
되어 왔다(감사원법 제27조 참조). 그러나 금융정보는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그 정보의 요구에는 한계가 있어야 할 것이며, 직무감찰은 부패라는 범죄행
위 자체를 대상으로 하기 보다는 공직자의 직무의무 위반을 중심으로 수행
되어야 할 것이다.42)
감사원의 감사방법은 제24조 이하에서 규정되어 있다. 실무상으로는 조사

42)

박재윤, 부패방지를 위한 행정법 제도의 쟁점, 행정법연구 제46호, 2016. 8, 25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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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한 증거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높아진 권리의식 속에서 점차 조
사의 한도가 증가하고 있어서 이러한 권한이 적절하면서도 충실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문화적으로 뒷받침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
한 권한은 일정한 권력적 행정조사작용임에는 분명하지만 현행법상으로 수
사기관의 권한에 준하는 강제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는 한계가 있다. 이
는 감사가 범죄혐의를 전제로 하지 않는 예방적인 성격이고 소속상 행정부
에 속한다는 측면에서 헌법적인 한계의 성격도 갖는다. 그에 따라 감사원의
감사는 우리가 편의적으로 상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숨겨진 부패나 비리를
적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보다는 적
정한 법의 집행과 함께 경제성의 관점에서 행정임무의 수행의 방향을 제시
하는 역할에 강조점이 주어질 필요성이 있다. 다음 장에서 다른 기관의 권한
행사에서의 실효성 확보 방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4) 처분요구권의 강화문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감사결과에 의한 감사원의 징계요구(제32조), 시정
요구(제33조)에 대하여 감사대상기관은 재심의절차를 통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들 처분요구는 감사대상기관을 구속하지 않는다. 이처럼
처분요구를 강제할 법적 기제가 미흡하기 때문에 처분요구의 이행률이 저조
하다고 보는 견해에서는 처분요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강제성을 강
화하는 장치를 마련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감사원이 대통령에
소속되면서도 행정기관에 대한 감독기관은 아니라는 점에서 직접적인 제재
수단을 마련하는 것에는 행정조직의 계통상 한계가 따른다고 보인다. 실무적
으로는 이러한 수감기관이 구체적인 처분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감사
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강제력을 가질 수 있기는 하나, 재감사실시 결
정이 소송법상 처분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감사원의 활동이 상시적
인 법원의 통제에 놓이게 될 우려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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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다음 장에서 살펴보는 다른 기관의 권한과 비교한다면, 감사원의
권한행사 및 그 절차를 규율하고 있는 여러 규정들에서는 감사대상기관과의
의견교환, 대심구조를 통한 의견제출권, 감사권익보호관을 통한 법률적 쟁점
에 대한 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 재심의를 통한 이의제기 가능성 등 절차적
권리나 소통에 필요한 사전적, 사후적 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감사결과의
엄격한 이행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법률 차원의 절차적 규
율은 미흡하며 대부분 법률보다 하위의 규범들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또한 시정요구(제33조)에 있어서는 감사원의 요
구가 실제로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없으며, 개선요구나 권
고 등에 있어서도 전반적인 이행실태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두고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즉, 감사원법은 처분요구 등에 대한 적절한 사후
관리 규정을 완비하는 데 있어서는 미흡함이 있다고 할 것이다.

4. 행정절차적 관점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5호는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행하
는 사항을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감사원법 제12
조 제1항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결정사안에 속하는 처분요구권한은 행정절차
법의 규율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다. 더욱이 전통적인 처분개념에 따
르면 처분요구는 그 상대방이 국민이 아닌 행정기관 내지 공무원에 해당하
므로 이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다만, 행정절차를 광의로 파악
하여 행정기관이 행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거쳐야 할 모든 절차를 의미한다
고 파악한다면,43) 감사도 일종의 행정의 적절한 결정을 보장하는 통제장치로
서 그 의미를 파악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헌법상 적법절차의 관점에서 보면, 감사원의 결과가 피감기관이 행하는 처
분이나 활동, 개별 공무원의 법적인 지위에 사실상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미
43)

김철용, 행정법, 2015, 286면 참조.

- 40 -

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성은 부인할 수
없다. 가령, 지금까지의 감사관행이 무리한 감사기간의 확대나 무리한 증빙
자료의 요구, 확인서 등을 통한 사실상의 강요가 있지 않는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 행정절차의 기능으로서 행정결정의 수용성을 증대시킨다는 점에 주목
한다면,44) 더 나아가 행정절차의 기능으로서 행정작용의 적정화와 커뮤니케
이션 장치로서의 기능을 고려한다면,45) 이러한 적법절차원리에서 파생되는
절차적 보장을 감사원의 감사나 처분요구 절차에서 인정할 필요성도 상정되
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법 제36조 이하는 재심의 청구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감사원 내부의 자기통제 장치이며 실질적으로 행정심판을 대체하는 작
용을 함에도 변상판정에 대한 재심의결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처분성이 인
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감사원이 현재 실무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사전적인 의사소통과 의견청취절차를 제도적으로 확립시키고, 강제 보
다는 수감기관의 합의나 조정에 의한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46)
처분의 상대방이 되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처분의 실질적인 동기가 될 경우 이를 이유제시의 관점에서 어
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추상적인 요구권한은 물론 구체적인
요구권한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판례가 처분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행
정청이 이유제시에 있어서는 자신이 완결적으로 관련 이익상황을 형량하여
자신의 책임하에 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
정한 범위에서 감사원의 처분은 처분사유로서 원용될 수 있으며, 그 과정에
서 이유제시를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측면도 있다고 본다. 이는 행정구제법적

Ⅰ

Wolff/Bachof/Stober/Kluth, Verwaltungsrecht , 12.Aufl., 2007, S.746 참조.
김철용, 앞의 책, 287-288면 참조.
46) 감사원은 혁신담당관실을 주축으로 하여 T/F를 구성하여 내부직원들에 대한 교육용 교재
인 감사절차법을 발간 배포하여 감사사무 수행의 절차적 정당성, 사무수행절차별 준수사
항 등을 매뉴얼로 만들어 교육하고 적법절차원리에 입각한 감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44)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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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관점에서는 이유제시의 하자와 재량의 불행사라는 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근거는 처분의 사실상 근거와
법적 근거를 모두 포함하고, 이유는 조사에서 시작하여 일정한 과정을 거쳐
행정청이 도달한 최종적 판단을 정당화하는 논리적 뒷받침을 의미한다고 한
다.47) 동법 시행령 제14조의2는 “행정청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
의 이유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행정청이 의견청취를 거쳐 처분을 행하는 경우에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이 사전통지를 행할 때 제시되었던 사실과
내용과 달라졌다면 그 달라진 사실과 내용도 함께 명시하여야 한다는 의미
라고 한다. 더 나아가 처분이유에는 행정청이 최종적인 판단에 이르게 된 논
리의 과정을 알 수 있도록 적시되어야 하고, 처분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에는 처분기준의 어느 부분에 근거하여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는지를 밝혀야
하며, 특히 재량처분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재량고려과정을 알 수 있어야 한
다는 것이다.48)
우리 판례는 행정절차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허가의 취소처분에는 그 근
거가 되는 법령이나 취소권유보의 부관 등을 명시하여야 함은 물론 처분을
받은 자가 어떠한 위반사실에 대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의 사실의 적시를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소처분의 근거와
위반사실의 적시를 빠뜨린 하자는 피처분자가 처분 당시 그 취지를 알고 있
었다거나 그 후 알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로써 치유될 수는 없다”고 보아 비
교적 엄격하게 이유제시의무를 부여하고 그 치유도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49)
김철용, 앞의 책, 311면.
김철용, 앞의 책, 311면 참조. 김철용 교수는 처분 상대방이 의견청취에서 자기에게 유리
한 주장이나 증거서류를 제시하여 반론한 때에는 처분이유에는 그 점에 관한 처분청의
판단도 제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9)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누788 판결.
47)
48)

- 42 -

반면, 행정절차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은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근거규정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는 인·허
가 등을 거부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근거 및 이유를 구체적 조항
및 내용까지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이 된
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다소 그 정도를 완화하는 판시를 하고 있다.50)
최근에는 이러한 법리를 구체화하여 “행정청은 처분을 하는 때에는 원칙적
으로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제23조 제1
항). 당사자가 신청하는 허가 등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면서 당사자가 그 근
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
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는 없다. 이때 ‘이유를 제시한 경우’는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
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고 판시하고 있다.51)
이러한 판례의 완화된 경향에 대하여 우리 행정절차법이 불이익처분의 이
유제시와 이익처분의 이유제시를 구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부처분의 이
유제시와 거부처분 이외의 불이익처분인 적극처분 이유제시 간에 그 기본이
념과 구체적 기본자세 간에 차이가 없다는 비판적 견해가 있으나,52) 쟁송의
단계에서는 다른 기능보다 이유제시의 권리구제기능에 초점을 맞추어서 당
사자의 방어권 보장과 같은 측면에서 이유제시의 정도를 살펴보는 것은 당
연하므로, 근거법령만 기재되었더라도 당해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관계까지도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0두8912 판결.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두44186 판결.
52) 김철용, 39.처분의 근거·이유제시의 정도, 행정판례평선(한국행정판례연구회), 2011, 372면
참조.
50)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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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알 수 있는 경우, 처분서면 등에 기재된 처분사유가 다소 추상적이거
나 함축적인 용어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 또
는 처분의 전체 과정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어 불복 여부
를 결정하고 불복 대상을 확정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위법하
다고 할 수 없고, 더 나아가 대법원 판례와 같이 당해 처분이 이루어진 과정
에서 이미 구체적인 처분사유와 그 근거가 제시되고,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
나 알 수 있는 경우 근거법령이나 사실관계가 부실하게 기재되어 있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견해도 있다.53)
감사원의 징계요구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징계처분과 영업허가취소·영업정
지 등 제재처분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처분사유’가 처분의 근거법규의 요건
사실인 징계사유(비위사실) 또는 제재사유(위반행위)만을 의미하고, 그 효과
부분의 재량(효과재량·선택재량)에 관한 재량고려사유인 정상참작사실은 제
외된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그에 따라 이유제시에 있어서도 징계사유만 제시
하면 되지 재량고려사유는 제시할 필요가 없으며, 그 징계양정에 관한 재량
고려사유들은 아무런 제한없이 소송에서 추가·변경이 허용된다고 한다.54) 국
가공무원법 제75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1항은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처분등을 할 때나 강임·휴직·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을 할 때에는 그 처분권
자 또는 처분제청권자는 처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교부)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판례는 이 규정에서의 처분사유에 대하여도 “지방
공무원법 제67조 제1항의 규정은 징계처분이 정당한 이유에 의하여 한 것이
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또 피처분자로 하여금 불복이 있는 경우에 출소의
기회를 부여하는 데 그 법의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처분사유설명서의 교
부를 처분의 효력발생요건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직권에 의한 면직
처분을 한 경우 그 인사발령통지서에 처분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적시 없이
단순히 당해 처분의 법적 근거를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한 데 그친 것이더라

–

하명호, 이유제시의무와 이유제시의 정도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안암법학, 2007,
354-355면 참조.
54) 박정훈, 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2006, 483-484면; 박균성, 행정법강의, 2016, 427면 참조.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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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그러한 기재는 위 법조 소정의 처분사유 설명서로 볼 수 있다”고 완화된
해석을 하고 있다.55)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감사원의 징계요구사실은 행정청이 처분에 이르게
된 중요한 사실적 근거에 해당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징계처분의 처분사유를
제한적으로 파악하는 견해에 의하면 일종의 재량고려사유에 불과하여 굳이
이를 적시할 필요는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만일 행정청이 처분을 하면
서 그 법률적 근거나 사실적 근거를 독자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감사원의 징
계요구사실만을 적시한다면, 이는 이유제시의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행
정청이 자신의 처분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재량권을 적절히 행사하지 않았
다는 재량의 하자가 인정될 여지도 있게 된다. 가령, 감사원의 징계요구가
있었던 사안에서, 처분권자가 당사자의 구체적인 사정에도 불구하고 징계에
대한 재량이 없거나 감경이 불가능하다 보았다면 이는 전형적인 재량의 불
행사 내지 재량의 해태가 될 것이다. 판례도 이와 같은 입장이다.56)
다만, 처분의 이유에서 감사원의 징계요구의 내용을 적시함으로써 사실상
당사자가 행정청의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판례의 취지
와 같이 이유제시의무를 완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5. 행정구제법적인 관점

(1) 공법상 쟁송가능성

감사원의 처분요구에 대하여 행정구제 내지 국가배상, 헌법재판 등에 의한
다양한 구제방안을 모색하게 될 경우 그 당사자를 확정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감사원법 제43조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감사원에 그 심사의 청구를
55)
56)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누1007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두15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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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도록 하여 일종의 행정심판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제46조).
감사결과 처분요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주로 징계요구(제32조) 내지 시
정요구(제33조)와 같은 구체적 처분요구만이 행정구제의 관점에서 문제될 것
이다. 감사원법 제34조상의 개선 등의 요구나 제34조의2에 따른 권고 등과
같은 추상적 처분요구의 경우에는 그 문언 자체에서 구체적인 구속력을 상
정하고 있지 않아서, 해당 기관의 장이 이를 따르지 않아도 무방한 것이어서
처분성이 인정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징계요구와 같은 구체적인 처분요구에 있어서는 이에 대한 이해관계자를
다양하게 상정해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징계요구에 의하여 징계를 받게

① 징계가

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대상 공무원으로

서는 징계처분의 효력을 다투면 충분하고,

②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라면, 징계 절차에 회부되어 징계위원회 등에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기간에
는 그 대상 공무원이 승진임용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효력이 발생하나,
이는 징계 절차 회부에 따른 효력이지 징계 요구 자체만으로 발생하는 효력
이 아닐 뿐만 아니라, 징계 절차 회부에 따른 일시적이거나 잠정적인 효과에
불과하여, 징계 요구 그 자체만으로 대상 공무원인 원고 1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2014두5637 판결
의 판시내용처럼, 굳이 이를 처분으로 보아 다툴 실익은 적다고 할 것이다.
수감기관의 장의 경우 개인적인 자격에서는 원칙적으로 제재 등의 불이익
이 없으므로 원고적격이 인정될 여지가 없을 것이다. 다만 수감기관을 대표
하여 수감기관 자체의 입장에서는 징계요구나 감사결정, 감사행위 자체가 일
종의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공권력의 행사로서 다투어 볼 가능성이 있을 것
이다. 그러나 대법원 2014두5637 판결은 이 경우에도 “

③ 징계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이 요구받은 내용대로의 징계를 하지 아니하거나 징계 절차에 나
아가지 않아도, 그러한 기관의 장에게 과태료나 형사처벌 등 제재나 불이익
을 부과하는 규정이 없는 점,

④

감사원법 제31조에 따른 변상처분과는 달

리, 징계 요구를 받은 임용권자 등이 해당 절차에 따라 처분을 하지 않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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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징계 요구 자체만으로 어떠한 법률상 효력이 발생하는 규정이 없는 점,

⑤ 감사원 스스로도 징계 요구를 받은 임용권자 등은 감사원의 징계 요구에
따를 의무가 없고, 그에 따르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등을 이유로 행정청 사이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의 경로로서, ‘징계
요구, 징계절차 회부, 징계’로 이어지는 과정에서의 중간처분에 불과하여, 항
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판단은 감사원 스스로 소송에서 징계요구에 따를 의무가 없
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만일 감사원이 사후관리를 강화
하여 이러한 징계요구에 따르지 않은 것이 별도의 감사사유로 본다는 사정
이 부각된다면 대법원 판례의 변경가능성도 전혀 도외시할 수는 없을 것이
다. 최근 특정 국가기관(국가인권위원회)이 헌법이 아닌 법률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이므로 당해 국가기관과 다른 국가기관(대통령)간 분쟁은 헌법재판
으로서의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57) 에 토대하여
법률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국민권익위원회)과 다른 국가기관(경기도선거
관리위원회) 간의 분쟁에 있어서는 항고소송만이 분쟁을 해결할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는 이유로 국가기관의 항고소송상 원고적격, 즉 법률상 이익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나온 바 있다.58) 물론 감사원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으로서, 감사원과 다른 국가기관 또는 감사원과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은 권한쟁의심판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므로 감사원과 기타 기관간의 분
쟁을 항고소송으로써 해결할 필요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하겠다. 한편, 권한
쟁의심판 이외에도 감사결정 내지 감사행위로 인한 수감기관의 불이익은 공
57)
58)

헌재 2010. 10. 28. 2009헌라6 결정.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1214 판결. “국가기관 일방의 조치요구에 불응한 상대방
국가기관에 국민권익위원회법상의 제재규정과 같은 중대한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규정한
다른 법령의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그럼에도 을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치요구를
다툴 별다른 방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분성이 인정되는 위 조치요구에 불복
하고자 하는 을로서는 조치요구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므로 비록 을이 국가기관이더라도 당사자능력 및 원고적격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을이 위 조치요구 후 갑을 파면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치요구가 곧바로 실효된
다고 할 수 없고 을은 여전히 조치요구를 따라야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을에게는 위 조
치요구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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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의 행사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최
근 헌재는 국립 강원대학교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모집정지처분에 대하여 헌
법소원을 인정한 바 있다.59)

(2) 감사실시를 구하는 민원에 대한 거부

한편, 감사를 실시해 달라고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한 자의 경우에 그 민원
을 거부한 것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판
례는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
정되어야 거부처분으로서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 경우 단지 민원의 거
부 내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이의신청의 기각에 대하여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60) 다만, 권익위법 제72
조 제1항은 “19세 이상의 국민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
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이 규정이 일종의 법규상 신청권으로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실체법상의
권리를 인정한 것이 아닌지가 문제된다. 이 문제에 대하여 설시한 대법원 판
례는 아직 발견할 수 없으나 헌재는 법률에 근거한 국민감사청구에 대하여
“국민감사청구제도는 부패방지법 제40조(감사청구권)의 표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국민들이 감사청구를 한 경우에 감사원장으로 하
여금 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감사
헌재 2015. 12. 23. 2014헌마1149 결정. “청구인은 이 사건 모집정지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 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보충성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
부가 문제되지만, 법인화되지 않은 국립대학은 영조물에 불과하고, 그 총장은 국립대학의
대표자일 뿐이어서 행정소송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확립된 판
례이므로(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두23129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두
6935 판결 등 참조), 설사 청구인이 이 사건 모집정지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할지라도 부적법 각하될 가능성이 많아 행정소송에 의하여 권리 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고, 따라서 보충성의 예외를 인정함이 상당하다.”
60) 대법원 1999. 8. 24. 선고 97누7004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676 판결 등
참조.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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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에게 통보하도록 의무를 지운 것이므로(동법 제42조, 제43조), 지방자
치법(제13조의4)상의 주민감사청구권과 같은 유형의 권리를 창설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국민감사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은 공권력의
주체인 감사원의 고권적 처분이라는 점에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공권력행사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61) 반면, 최근 헌법
재판소는 2016. 12. 27. 2016헌마1027 정정불가처분 취소 사건(피청구인 감사
원장) 사건을 통하여 감사원의 심사청구 각하결정에 대하여 “그 자체에 고유

•위법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

한 위헌

할 수 있음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한 것이므로 이는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고 판시하였다. 국민감사청구제도와 심사청구제도는 그 근거법령은 상이하지
만 실제 기능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국민감사청구에 대한 감사원의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성에 관하여 논란이 있
지만 심사청구에 대한 감사원의 각하결정은 심사청구가 감사원법상 일종의
행정심판청구의 위상을 가지는만큼, 행정심판청구 각하재결에 해당하고 재결
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재결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
으므로(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 헌법소원의 보충성원칙의 관점에서 다른 판
단이 나온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반면, 감사원 훈령인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

에 근거한 공익감사청구에 대하여는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
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행정청
에 대하여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하는데, 헌법이나 법률 어디에도 감사원장에 대하여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달리 조리상 이러한 권
리를 인정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감사청구 거부결정
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61)

헌재 2006. 2. 23. 2004헌마414 결정(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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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고 있다.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 등의 요구로 계약의 해지나 수익적 처분의 취소 등,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징계요구에서 본 바와 같이 이러한 시정요구 자체를
처분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나, 위법한 시정요구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 경우에
는 감사원의 시정요구 이후 행정기관의 후속조치가 있게 되므로 인과관계가
인정될 것인지가 문제되는데, 법문상으로는 시정요구의 이행이 의무사항인
것으로 보이나, 판례는 시정요구가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이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제재가 따르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인과관계를 부정될 가능성이 있다.62)

(3) 본안

본안의 판단에 있어서 감사원의 처분결과가 처분의 근거 내지 재량권의 일
탈·남용을 판단하는 요소가 될 수 있는지 문제가 될 수 있다.
처분결과 자체가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는 4.항 부분에서 살펴본 바
와 같이 독자적인 근거가 될 수 없지만, 이유제시를 실질적으로 감경하는 사
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감사원의 처분요구를 받았음
을 이유로 형량을 위한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재량의 해태의
관점에서 문제될 수 있다.

(4) 제3자에 대한 효과 문제

만약, 감사결과에 따라 처분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도록 요구한 경우
제3자에 대한 효과가 문제될 수 있다. 처분의 취소의 경우에는 처분 자체의
62)

행정지도와 손해의 인과관계에 관한 논의를 참고할 수 있다. 박균성, 앞의 책, 363면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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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권한의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계약의 해지의 경우에는 명시적
으로 감사원의 감사를 해지사유로 인정한 규정이 없을 경우 사정변경 등으
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될 것이다.
가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는 국가계약에 있
어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접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
을 주거나 받지 아니할 것을 약정하게 하고 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의 청렴계
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에 따라 동법 제5조의3은 청렴계약을
위반한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도
록 규정한다. 따라서 감사원의 처분요구가 이러한 청렴계약의 위반을 지적하
여 계약의 해지를 요구한 것이라면,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할 것이
다.
감사원의 처분요구에서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지적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계
약해지의 법리에 따라 판단될 것이다.
제3자의 입장에서는 감사원의 처분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약해지를 수행한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수익적 처분을 취소하고 보조금 등
의 반환을 명한 행정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을 것이다.
해당 소송의 성패는 감사원의 처분요구 자체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계약해지
내지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 비례원칙
내지 신뢰보호원칙이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된다는 점은 이미 살펴본 바와
같다.

6. 소결

(1) 행정결정의 복잡성과 가치다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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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행정결정은 다양한 이해관계와 가치다양성에 직면해 있다. 21세기
의 급격한 사회현실의 변화와 함께 국가기능과 법에 대한 이해도 빠르게 변
화되고 있다. 이러한 사화에서 행정은 다차원적인 이해관계에서 공익과 사익
을 충분히 형량한 후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적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더 나아가 합법률성은 물론 경제성, 효율성, 공정성이라는 불확정적인 기준
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검토하여 가장 적절한 결정을 내리는 의무를 부담한
다고 할 것이다. 오늘날 행정법학이 단순한 재판규범을 중심으로 한 적법성
의 판단기준에서 다원주의적인 조종학으로서 변화되어야 한다는 논의는 이
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63)

(2) 제1법관으로서의 행정공무원의 역할과 기능 보장

행정법학이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사회환경의 변화에 맞는 새
로운 학문방향과 연결되는 최선의 방법은 행정을 ‘제1입법자’ 내지 ‘제1법관’
으로 인정하는 데 있다는 견해를 경청할 필요가 있다.64) 행정은 단순히 법률
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입법 내지 사법작용을 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행정의 결정은 단순히 형식적인 법규정에 위반되었는지에
한정되지 않고, 입법자가 추구하는 바와 같이 합목적인 관점에서 경제성과
효율성 더 나아가 공정성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법관이 행
정결정에 있어서의 이익형량의 과정을 재량통제를 통하여 심사하듯이 행정
의 결정단계에서도 당연히 이러한 고려가 합법률성의 요청하에서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이러한 행정의 고차원적이면서도 당위적인 결정과정을 구체적
처분요구권(징계요구 내지 시정요구)를 통하여 통제하고, 그 결정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추상적 처분요구권(개선요구 내지 권고)을 통하여 조언하는 것이
이원우, 21세기 행정환경의 변화와 행정법학방법론의 과제, 행정법연구 제48호, 2017. 2,
96면 이하 참조.
64) 박정훈, 한국 행정법학 방법론의 형성·전개·발전, 공법연구 제44집 제2호, 2015. 12, 178면
참조.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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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감사원 감사와 처분요구의 진정한 역할이 되어야 할 것이다.

(3) 새로운 현실변화와 국가의 대응방향 제시

감사원의 역할은 단순한 사후통제자에 그쳐서는 안되고 새로운 현실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향제시의 역할을 추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는 과거회귀적인 구체적 처분요구권 보다는 미래지향적인 추상적 처분요구
권의 행사방법과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감사원의 전문
성을 축적하고 감사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다른 기관과의 비교연구는
이러한 관점이 단서가 될 수 있다.

(4) 감사기관의 엄정성과 행정기관의 책임성

지금까지 살펴본 감사원 처분요구의 권한에 대한 작용법적, 절차법적, 구제
법적 관점은 감사기관으로서의 엄정성과 행정기관의 독자적인 책임성 사이
에서의 긴장관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지금까지 외부적인 시선은 일방적
으로 감사원의 위상과 독립성을 강화하여 그 처분요구권한의 구속력을 높이
는 방향이 부패방지나 행정의 적법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보았다
면, 이는 반대로 현행 법제에서 처분요구의 처분성을 인정하지 않고, 절차법
적인 보장도 미흡하다는 측면에서 모순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반대로
판례가 나타내는 감사원에 대한 사실상의 심사배제의 경향은, 행정현실에서
나타나는 감사원의 위상과 실효성에 비추어 보면, 현실과 규범의 괴리로 평
가될 수 있다. 감사원의 처분요구권한이 실무적으로 매우 강력한 구속력이
인정된다고 인식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질화하기 위한 사후관리수단의 부
재는 사대강사업이나 국방조달과 같은 이른바 핵심 국책사업에 있어서, 행정
부의 무책임성을 야기하는 또 다른 계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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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감사원 처분요구권한의 설계는 감사기관의 엄정성과 감사의 실효성
을 확보하면서도, 행정기관의 독자적인 책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조화로운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에 성패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Ⅴ. 타 기관과의 비교 분석

1. 국가인권위원회

(1) 법적 지위와 위상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현재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어디에도 소
속되지 않는 독립적 국가기관이라는 지위를 갖고 있다. 인권위의 설치는 UN
에서의 1992년 3월 3일 국제연합 인권위원회 결의에 따른 국내 인권기구 설
치에 대한 권고, 유엔 인권센터에서 제정한 1992년 파리원칙, 1993년 6월 비
엔나 세계인권회의에 참가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의 요구, 1995년 국가
인권기구의 설치와 강화를 위한 교본 등을 배경으로, 1998년 김대중 정부의
출범과 함께 논의가 시작되었다. 1998년 법무부의 ‘인권법’ 시안이 발표된 후
수 차례 개정되어 1999년 3월 30일 인권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그
후에도 특히 인권위의 법적 형태와 조사권 등의 권한 문제에 대한 비판의견
이 제기되었다. 결국 인권위를 국가기구로 하자는 시민사회의 의견을 여당이
수용하면서 2001년 5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인권위법’)이 법률 제
6481호로 제정·공포되었다.65)
인권위는 포괄적으로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는 기구이나 성문헌법국가에 의

65)

–

이관희, 국가인권위원회의 현황과 발전방향
특히 경찰권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2003,
공법연구 제31집 제3호, 242-244면; 정영선, 국가인권위원회 10년, 독립성 평가와 과제, 전
북대학교 법학연구 제34집, 2011. 12, 1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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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기본권 목록이 정비되어 있고, 기본권의 보장과 실현의 과정이 복잡하
므로 기본권 보장은 어느 하나의 국가기관에 의하여 완수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인권위가 이러한 복잡다기한 국가활동을 대체할 수도 없으므로, 인
권위는 기존의 국법상 인권보장체계에 보충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66) 그 밖에 ‘준사법기구’로서 인권옹호자의 역할, 국제 인
권규범의 국내적 실행을 담당하는 ‘준국제기구’의 역할, ‘종합적 인권전담 국
가기구’의 역할 등을 담당한다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67)
인권위의 독립성과 지위에 대한 본격적인 관심은 인권위와 대통령 간의 권
한쟁의에 대한 헌재 2010. 10. 28. 2009헌라6 결정을 통하여 촉발되었는데,68)
인권위의 당사자적격을 부인하고 권한쟁의심판청구를 각하한 이 결정에 대
하여는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송두환의 반대의견이 있었
다.69)
학계에서는 이 반대의견을 지지하면서,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다는 의미는
‘헌법적 근거가 있는’ 정도로 해석할 수 있고, 인권위는 무소속 독립기구이므
로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인권위에 대해서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어서
인권위와 행정기관 간에 권한 다툼이 있는 경우 조정가능성이 없으며, 권한
쟁의심판 이외의 사법적 방법에 의한 권한충돌 해결가능성도 없다는 등의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70)
이관희, 위의 글, 246면 참조.
정영선, 앞의 글, 11-12면 참조.
68) 헌재 2010. 10. 28. 2009헌라6 결정 “헌법상 국가에게 부여된 임무 또는 의무를 수행하고
그 독립성이 보장된 국가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오로지 법률에 설치근거를 둔 국가기관이
라면 국회의 입법행위에 의하여 존폐 및 권한범위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국가기
관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기
관’이라고 할 수 없다. 즉, 청구인이 수행하는 업무의 헌법적 중요성, 기관의 독립성 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국회가 제정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하여 비로소 설립된 청구인
은 국회의 위 법률 개정행위에 의하여 존폐 및 권한범위 등이 좌우되므로,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69) “법률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이라고 할지라도 그 권한 및 존립의 근거가 헌법에서 유래
하여 헌법적 위상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 독립적 국가기관으로서 달리 권한침해를 다툴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의한 권한쟁의심판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바로 이 경우에 해당하므로, 권한쟁의 심판청구의 당사자 능력이 마땅히 인정
되어야 한다.”
70) 박찬운,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결정(2009헌라6)에 관한 비판적 고찰,
66)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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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계기로 인권위의 독립성에 관한 논란은 심화되었다. 즉, 인권위
는 소속이 없는 국가기관이지만 독립적인 예산권이나 조직구성권한이 없으
므로 독립성이 침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권위를 헌법기관으로 해야 한
다는 논의도 이러한 배경에서 나타나는 것이다.71) 결국 인권위는 우리 법제
상 헌법상 그 독자성이 보장된 최고기구(국회, 행정부, 법원)나 독립기구인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비해서는 독립성이 약하지만 정부조직법
상의 행정위원회에 비하면 독립성이 강한 기구로 평가된다.72)

(2) 권한의 종류와 성격

인권위법 제19조는 위원회의 업무로 다음과 같은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1.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제도·정책·관
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2.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3.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4.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
5.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인권침해의 유형, 판단 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
7.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한양대학교 법학논총, 2011. 3, 107면 이하 참조.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헌법기관화 필요성, 한국헌법학회 2017년 학술대회 발표집, 2017,
118면; 한국사회와 국가인권위원회, 공법연구 제35집 제2호, 2006. 12, 24면; 정영선, 앞의
글, 15-16면 참조.
72) 박찬운, 앞의 글, 106면 참조.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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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9. 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 인권기구와의 교류·협력
10. 그 밖에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중 감사원의 처분요구권한에 비견할 만한 것은 제1, 2, 3, 6, 7호 정도라
고 할 수 있다. 즉, 제1호, 제6호, 제7호 등은 추상적인 조사와 권고 및 의견
표명의 권한을 열거한 것이고, 제2호, 제3호는 구체적인 인권침해행위 및 차
별행위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인권보장이라는 기본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다.
인권위의 연간보고서에서도 그 권한과 활동을 크게 ‘인권 관련 법령·제도·정
책·관행의 개선’과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와 구제’로 대별하고 있는 실
정이다.73)
이러한 임무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하여 동법에는 자료제출 및 사실조회(제
22조), 청문회(제23조), 시설의 방문조서(제24조) 등 일반적인 조사 권한이 마
련되어 있다. 먼저 기본적인 조사권한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권위는 관계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이나 사실조회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업무를 수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거나 전문적 지식 또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그 진술을 들을 수 있다(제22조).
더 나아가 인권위는 관계기관등의 대표자, 이해관계인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등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사실 또는 의견진술을 듣는 청문회도 할
수 있다(제23조). 인권위는 구금·보호시설에서의 조사를 위하여 위원회의 의
결로써 구금·보호시설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제24조). 이 경우 방문조사
를 하는 위원은 소속 직원 및 전문가를 동반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을
지정하여 소속 직원 및 전문가에게 조사를 위임할 수도 있다(동조 제2항). 이
는 시설수용자의 진정권 보장(제31조)과 함께 인권위 조사의 접근성과 신속
성을 높이는 기능을 한다.74) 이로 인하여 군대나 수용시설과 같이 접근성이
73)
74)

국가인권위원회, 2016 연간보고서, 목차 참조.
홍성수,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구제기능에 대한 평가와 과제
출법 이후 10년간의 통계
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법학연구 통권 제34집, 2011. 12, 82면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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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된 장소에서의 인권보호의 기능이 강화될 수 있다.
인권위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등에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제25조
제1항). 이러한 인권위의 개선 또는 시정 권고는 감사원의 추상적 처분요구
권한에 비견할 만한 것이다.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제2항), 권고를 이행하기로 하는
경우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인권위에
통지하여야 하며(제3항), 반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
에 통지하여야 한다(제4항). 인권위는 권고와 의견표명 및 권고를 받은 관계
기관등의 장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유의 통지내용을 공표할 수 있으
나(제5항), 그 이상의 강제적인 실효성 확보수단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인권위는 사법부에 대한 의견제시권을 갖고 있는바, 인권위법 제28조 제1
항은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이 계속(계속) 중인
경우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원의 담당 재판부 또는 헌법재판소에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 나아가 제4장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조
사와 구제에 따라

“위원회가 조사하거나 처리한 내용에 관하여 재판이 계

속 중인 경우 위원회는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의 담당 재판부 또는 헌법재판소에 사실상 및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권한은 인권위
가 사법부의 재판에 관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내법적인 기본권의 관점
을 넘어서 인권의 관점에서 국제인권규범이 국내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사
법부를 견인하는 기능을 담당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75)
그밖에 인권위는 인권교육과 홍보(제26조), 인권상황 및 개선대책에 관한
연간보고서의 작성 및 대통령과 국회에의 보고업무(제29조)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조사와 구제권한을 보장하기 위하여 동법은
75)

홍성수, 앞의 글, 103-104면 참조.

- 58 -

제4장 제30조 이하에서 인권위에 대한 진정 및 인권위의 조사, 진정의 처리
절차, 조사의 방법, 구체적인 조사권한, 진정의 처리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
고 있다. 이는 감사원의 구체적 처분요구권한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
다. 먼저 동조 제30조 제1항은 조사대상으로서,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치된 각급 학교,

고등교육법

공직자윤리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
한다)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2. 법인, 단체 또는 사인(사인)으
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에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하 “피
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인권위에 그 내용
을 진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조 제2항은 조사의 단서로서 진정 이
외에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
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
나아가 제31조는 시설수용자가 위원회에 진정하려고 하면 그 시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그 사람에게 즉시 진정서 작성에 필요한 시간과 장소
및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제1항), 시설수용자가 위원 또는 위원회 소속 직
원 앞에서 진정하기를 원하는 경우 그 절차 등을 마련하고 있다(제2항, 제4
항).
진정이 각하되거나 이송되지 않고 접수되면, 인권위는 1. 진정인·피해자·피
진정인(이하 “당사자”라 한다)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
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3. 조사 사항과 관련
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 4.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
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의 방법으로 진정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제
36조 제1항). 또한 조사에 필요한 자료 등이 있는 곳 또는 관계인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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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려면 그 내용을 알고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게
질문하거나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서류
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제37조).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위는 이를 기각하거나(제39조), 합의를 권고하거나
(제40조), 조정위원회의 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제42조).
반면, 인권위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
단할 때에는 피진정인, 그 소속 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이하 “소속기관등”
이라 한다)의 장에게 1.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2.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3. 동일하거나 유사한 인권침해 또는 차
별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같은 구제조치의 이행이

나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러한 권고는
제25조의 개선 또는 시정권고와 동일하게 권고적인 효력을 가질 뿐이지만,
구체적인 조사를 통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한 확인을 거쳐서 이루어진
다는 점에서 그 실효성은 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찰총장이나 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장관에
게 고발하고,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징계를 권고할 수 있다(제45조). 더 나아
가 정에 관한 위원회의 조사, 증거의 확보 또는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해자를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그 밖의
기관에 법률구조를 요청할 수 있다(제47조).
소송상의 가구제에 준하여 인권위는 진정을 접수한 후 조사대상 인권침해
나 차별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
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진정에 대한 결정
이전에 진정인이나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피진정인, 그 소
속기관등의 장에게 1. 의료, 급식, 의복 등의 제공, 2. 장소, 시설,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및 감정 또는 다른 기관이 하는 검증 및 감정에 대한 참여,
3. 시설수용자의 구금 또는 수용 장소의 변경, 4.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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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5.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공무원 등을 그 직무에
서 배제하는 조치, 6. 그 밖에 피해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긴급구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제48조 제1항). 또한 필요하
다고 인정하면 당사자 또는 관계인 등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명예의 보호,
증거의 확보 또는 증거 인멸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인
및 그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그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제2항).

(3) 성과 및 한계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에 의하면, 2012년도부터 2016년까지 인
권 관련 법령·정책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등 현황은 2012년 42건에서
2016년 72건으로 점차 증가되어 왔다. 특히 사법부에 대한 의견제출현황도
2012년, 2013년에는 0건이었으나, 2014년, 2015년에는 1건, 2016년에는 2건을
기록하고 있다.76) 인권위의 최근 5년간 진정사건 접수건수는 2012년 9,582건,
2013년 10,056건, 2014년 10,923건으로 증가하였으나, 2015년에는 10,695건,
2016년에는 10,636건으로 하락하거나 정체되어 있다.77) 최근 5년간 진정사건
처리현황에서 인용건수는 2012년 264건, 2013년 369건, 2014년 329건, 2015년
418건, 2016년 330건으로, 300여건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78) 이러한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 인권위가 이미 우리 사회에 안정화단계에 접어들었다
는 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지만, 반대로 지난번 인권위 위원장과 위원 구
성에서의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대통령은 국가기관의 인권
위원회 권고 수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기관 및 기관장 평가항목
에 ‘인권위 권고 수용지수’를 도입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79) 이는 인권위 권고의 실효성에 대한 한계를 드러내는 것일 수도 있
76)
77)
78)
79)

국가인권위원회, 2016 연간보고서, 24면.
국가인권위원회, 위의 글, 95면.
국가인권위원회, 위의 글, 98면.
한겨레, 문 대통령 “국가인권위 권고 수용률 높여라”, 2017.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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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최근의 일련의 인권위의 위상하락을 반영한 대책의 측면도 있다고 할 것
이다.80)
인권위는 강제적인 처분권이 없으며 단지 개선 또는 시정 등의 권고권한을
갖는다. 그러나 인권위가 갖고 있는 조사·구제기능을 통하여 실질적인 인권
보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인권위의 조사·구제
기능은 접근성과 신속성, 독립성, 인권의 관점, 설득적·협력적 구제, 근본적
문제해결이라는 특징이 있다는 점이 그 의의로서 제시되고 있다.81) 즉, 헌법
체계에서 일반적인 권리구제방식으로 상정하고 있는 사법기관에 비하여 인
권이라는 보다 넓고 다양한 각도에서의 권리구제와 문제제기가 필요하다는
것, 독립적이면서도 유연한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 등에서 인권위의 존재의의
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조사, 구제권한이 인권침해의 억제요인으로 작용하
면서 특히 직권에 의한 조사권은 아동, 여성, 빈곤층, 장애인 등 인권침해에
취약한 집단에게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82) 반면,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인권위의 문제점과 한계가 드러나기도 한다. 가령, 실
질적인 접근성의 관점에서 보면 군대 내에서의 인권침해 진정 건수가 적은
것은 군대 내에서 내부신고제도가 거의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신속성
의 관점에서는 인권위의 소극적인 초기 대응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한다.83)
인권의 관점에서 보면, 인권위가 국제인권기준을 그 근거규범으로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국내법에 의존한 법률주의적으로 편향성을 보인다는 비판
이 있다.84) 더 나아가 인권의 관점에서 사법기관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음
에도 사법부에 대한 의견제시에 소극적이라는 비판도 있다.85) 더 나아가 수
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각하하거나 이송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있다.86)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796174.html> (2017. 12. 13. 최종방문)
80) 이명박 정부시절부터 인권위의 침체기로 평가하는 견해로는 정영선, 앞의 글, 24면 이하
참조.
81) 홍성수, 위의 글, 85-86면 참조.
82) 조재현, 인권보장제도로서의 국가인권위원회제도의 의의와 한계, 헌법학연구 제14권 제2
호, 2008. 6, 88면 참조.
83) 홍성수, 앞의 글, 100-101면 참조.
84) 홍성수, 앞의 글, 103-104면 참조.
85) 홍성수, 앞의 글, 10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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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의 경우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의 조사와 구제에 권한이 집중되
어 있으므로, 기본권에 따라서는 가령 사회적 기본권에 있어서는 그 기능적
인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가령, 대부분의 사회적 기본권 관련
사건이 정책이나 입법의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진정사건이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기본권에 해당하는 개별적 권리가 헌법상 보
장되는 인격권이나 행복추구권 또는 평등권에 해당하는 경우 진정을 할 수
있고, 동법 제30조 제3항에 의하면 인권침해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
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87)
한편, 인권위의 권한으로 시정명령권과 같은 강제적 권한을 두자는 견해가
있다.88) 이에 대하여는 그 권고적 효력을 유지하더라도 실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반론도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인권위가 민주적 의사형성과정에 직
접 참여하는 방법으로 인권보장이라는 목적에 더 충실하게 접근할 수 있고,
인권위처럼 다른 국가기관의 권한 행사를 간섭하는 업무를 행하는 기관은
초기에 지나치게 권한을 강화하면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존립 자체를 위협
받는 정치적 공격의 대상이 되기 쉽다는 것이다.89) 대법원은 인권위의 남녀
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희롱 결정 및 시정조치 권고를 행
정처분으로 보아 통제한 바 있고,90) 헌법재판소 역시 인권위의 진정에 대한
각하 또는 기각결정의 취소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고 있는
데91), 더 나아가 인권위에게 강제적인 시정명령권을 부여한다면 결국 인권위
로서는 처분성을 매개로 하여 법원의 적법성 통제를 받게 되는

결과가 되

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92) 인권위의 효율적인 인권보호 활동을
홍성수, 앞의 글, 105면; 조재현, 앞의 글, 89면 참조.
권건보, 사회경제적 인권 보장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한국헌법학회 2017년 학술대회
발표집, 2017, 99면 및 이에 대한 이발래의 토론문 참조.
88) 차별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구속력 있는 시정명령권을 부여하자는 견해
로 신옥주,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과 개선방안 연구, 헌법학연구
제18권 제4호, 2012. 12, 15면 참조.
89) 임지봉, 한국사회와 국가인권위원회, 공법연구 제35집 제2호, 2006. 12, 16면 참조.
90)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두487 판결.
91) 헌재 2015. 3. 26. 2013헌마214 등.
86)
87)

- 63 -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아직 그 구성에 있
어서 민주적 정당성이나 인적·물적 독립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으므
로, 수사기관이나 여론의 지원을 받아 활동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견
해도 있다.93)
인권위의 조사·구제권한과 관련하여 강제조사권을 인정할 것인가의 논의도
제기되고 있으나, 강제조사권은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배될 수 있으며, 국가
인권위원회법 제35조에서 규정한 내용에 상치되므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
도 있다.94)
인권위의 권고결정에는 강제적인 실행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그 실효성을
관철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즉, 인권위가 권고
결정 이후에도 그에 대한 이행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하
여 기자회견, 언론홍보, 해당기관 방문 및 면담, 토론회, 공청회, 국회 로비
등 인권위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95) 결국, 인권
위가 개별사건의 구제에 한정되지 않고, 구조적인 원인을 규명하여 재발방지
를 위한 예방적 조치를 포함하는 근본적 문제해결의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96)

2. 국민권익위원회

(1) 법적 지위와 위상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조재현,
이관희,
94) 조재현,
95) 홍성수,
96) 홍성수,
인 간의
면 이하
92)
9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앞의 글, 87면 참조.
앞의 글, 256면 참조.
앞의 글, 92면 참조.
앞의 글, 108면 참조.
앞의 글, 109-11면 참조. 그밖에 인권위의 업무량과 물적 자원, 높은 각하율, 사
인권침해 문제, 조사결과의 비공개 문제 등을 지적하고 있다. 동인, 앞의 글, 1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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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권익위법’) 제11조에 따라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합의제 행
정기관이다.97)
국무총리 소속하에 행정부에 속한다는 점에서 3권의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
는 인권위와 다르고,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다는 점에서 감사원과 구별된다.
그러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제16조)이 법률로서 보장된다는 점과 그 기
능에 있어서 다른 두 기관과 비견할만하다.
권익위는 이명박 정부시절 과거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국
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합하여 창설된 기구이다. 따라서 그 존재의의와
정체성을 어떻게 확립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98) 선행연구에
의하면 권익위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권익보호기능, 국민에 대한 봉사기능,
국가작용의 적법성 통제, 효율성 통제의 기능, 정책적 구제기구, 총괄적 구제
기구, 행정제도의 개혁기응, 소통과 협치를 위한 기구,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기능, 국격의 향상 기능을 수행한다고 한다. 또한 권익위에는 사법부의
권리보장기능에 비하여 비사법적 기본권 보장기능을 수행하고, 사전예방적
보장기능을 포함한 확장적 보장기능이 있다는 것이다.99)

(2) 임무와 권한

부패방지, 고충민원, 행정심판은 권익위의 연원에서 알 수 있듯이 권익위의
기본적인 임무가 되고 있으며, 이는 세 명의 부위원장을 통하여 조지적으로
도 분리되어 반영되고 있다(제13조 제1항). 다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업무
정부조직법 제5조(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98) 정재황/김종철/이현수,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 정립을 위한 법적 연구, 국민권익위원회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한국공법학회, 2009. 4, 1면 이하 참조
99) 정재황/김종철/이현수, 위의 글, 5-11면 참조.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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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별도로 구별되고 이는 일종의 준사법적인 행정쟁송제
도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는다.
권익위법 제12조에 규정된 권익위의 기능 혹은 업무는 아래와 같다.

1. 국민의 권리보호·권익구제 및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
와 평가
5.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의 수립·권고와 이를
위한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6.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평가
7. 부패방지 및 권익구제 교육·홍보 계획의 수립·시행
8. 비영리 민간단체의 부패방지활동 지원 등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
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협력
10. 부패행위 신고 안내·상담 및 접수 등
11. 신고자의 보호 및 보상
12. 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13. 부패방지 및 권익구제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관리 및 분석
14. 공직자 행동강령의 시행·운영 및 그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처리
및 신고자의 보호
1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상담 및 민원사항 처리실태 확인·지도
16.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영과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설치·운영
17.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협력·지원 및 교육
18. 다수인 관련 갈등 사항에 대한 중재·조정 및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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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고충민원의 조사·처리
19.

행정심판법 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0.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21. 그 밖에 국민권익 향상을 위하여 국무총리가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권익위의 업무 중 감사원의 처분요구에 준하는 것은 제2호, 제3호, 제5호에
의한 권고 내지 의견표명 정도라고 보인다. 더 나아가 제10호의 부패행위 신
고 안내·상담 및 접수나 제15호의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상담 및 민원사항
처리실태 확인·지도의 업무를 통하여 부패행위 신고나 민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안을 처리할 수 있으나, 이를 통하여 다시 행정기관에 처분요구를 하도록
상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특징적인 것은 제18호의 다수인 관
련 갈등 사항에 대한 중재·조정 및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기업고충민원의 조
사·처리를 권익위의 업무로서 특별히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하여
권익위는 중재·조정을 통한 문제해결과 기업고충민원의 처리를 중요한 임무
로 삼고 있다. 참고로 행정심판법 제59조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
를 심리·재결할 때에 처분 또는 부작위의 근거가 되는 명령 등이 법령에 근
거가 없거나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크게
불합리하면 관계 행정기관에 그 명령 등의 개정·폐지 등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패방지업무와 관련하여 우선 권익위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패방지를 위
한 제도개선을 권고할 수 있고,(제27조 제1항)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
기관의 장은 이를 제도개선에 반영하여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에 대한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제27조 제2항).
권익위는 공공기관 부패를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제27조의2 제1항), 이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공공기관의 부패에 관하여 조사·
평가하여 이를 공표하고(제2항), 컨설팅 등 지원을 할 수 있다(제3항). 권익위
는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그 위임에 따른 훈령·예규·고시·공고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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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규칙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하여 그 법령 등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제28조 법령 등에 대한 부
패유발요인 검토). 권익위는 부패방지업무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
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제29조).
권익위는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업무 이외에 구체적인 부패행위의 신
고를 접수받아 이를 처리할 수 있다(제59조 제1항).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
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
관에 이첩하고(제59조 제3항), 신고가 접수된 당해 부패행위의 혐의대상자가
고위공직자로서 부패혐의의 내용이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 및 공소제기의 필
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명의로 검찰에 고발하여야 한다(제4항). 또한
권익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하 ‘청탁금지법’)

에 의한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청탁금지법 제12조). 그에 따라 청탁금지법 위
반행위에 대하여도 누구든지 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다(청탁금지법 제13조).
권익위법 제4장은 고충민원의 처리업무와 관련하여 고충민원의 신청 및 접
수(제39조), 이첩 등(제40조)의 처리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
면, 누구든지(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권익위나 시민고충처리위
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바,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
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신청
의 취지·이유와 고충민원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 3. 그 밖에 관계 행정기
관의 명칭 등을 기재하여 문서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권익위는 고충민
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각하나 이송사유에 해당하는 사항,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 그 밖에 고충민원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권익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아닌 한 지체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제41조). 권익
위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충민원을 각하하거나 관계
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제4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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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2.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지방의회에 관한 사항
3. 수사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관장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
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4.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5.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6.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7.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8. 행정기관등의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이처럼 고충민원은 국가기밀이나 사법적인 처리에 적합한 경우 혹은 사인
간의 문제나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기
관이 수행하는 모든 업무처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를 거쳐 권익위는 합의를 권고하거나(제44조), 다수인
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고충민원의 경우 조정을
할 수 있다(제45조). 권익위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부
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
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제46조 제1항),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제46조 제2항). 더 나아가 고충민원의 조사·처리과정에서 제
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제도개
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을 할 수 있다(제47조).
한편, 권익위법상 다양한 분야에 마련된 제도개선의 권고에 있어서는 그
구속력의 정도에 차이가 있다. 즉, 고충민원에 대한 시정권고 내지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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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에 있어서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이 이를 존중하여야 하고, 그 권고 또
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권익위원회에 통보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제50조). 이 경우 권익위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시정
또는 제도개선의 권고를 하기 전에 그 행정기관등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
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제48조 제1항).
반면,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권고의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제도개
선에 반영하여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권익위가 이에 대
한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는 권한까지 마련하고 있다(제27조 제2항).
다만,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
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이를 재심의 하여야 한다(제27조 제3항).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권고의 경우 이행실태의 확인·점검이라는 사후관
리까지 규정되어 있고, 상대방의 사전적인 의견제출 대신 사후적인 재심의만
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고충민원에 대한 권고의 경우보다 강화된 구속력을
보장하고 있다.100) 이러한 차이는 실효적인 처분요구권한의 설계에 있어서
시사점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성과 및 한계

권익위가 당초 세 개의 기관으로 나누어져 있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하였
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가령, 국무총
리 소속 하에 세 가지 기능을 통합함으로써 대통령제 하에서의 헌법원리적
차원, 행정기능과 행정문화적 차원, 정치 및 시민문화적 차원, 반부패정책총
권익위의 제도개선에 대한 권한 중 행정심판법에 의한 시정조치 요청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르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속력이 가장 강하고 부패방지에 대
한 권고는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있으며, 고충민원에 대한 권고제도는 재심의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가장 약한 구속력을 갖는다는 분석으로는 김대인, 규제관련 법제개
선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과 과제, 경제규제와 법 제5권 제2호, 2012. 11, 100면
참조.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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괄기관으로서의 위상, 업무중복 및 효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101) 또한 위원회의 구성 측면에서도 세 개의 기능의 통합과 관련된 체
계정합성이나 효율성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102) 반면, 제도개선기능의 측면
에서는 세 가지 기능이 결합된 것이 기능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한 장점으로
서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103)
2016년 국민권익백서에 따르면, 권익위에 접수된 고충민원은 2015년 31,308
건에서 2016년 30,252건으로 3.4% 감소하였고, 처리건도 2015년 23,573건에서
2016년 21,080건으로 10.6% 감소하였으나, 2016년에 처리한 21,080건의 처리
결과 중 인용건은 총 3,031건(시정권고 212건, 의견표명 252건, 조정 합의해
결 2,567건)으로 고충민원 인용률 27.0%를 달성하여 전년도 23.9% 대비
3.1%p 향상되었다. 이는 국민권익위 출범 이래 가장 높은 수치로 인용률이
점차 낮아지는 추세임을 감안하면, 보다 적극적으로 고충민원을 해결해나간
결과라고 한다.104)
권익위는 고충민원에 대한 시정권고에 대하여 그 이행현황을 파악하고 있
는데, 이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304건을 시정권고 하여 피신청기관은 이 중
1,182건(90.6%)을 수용하였고, 불수용한 경우는 99건(7.6%)에 이른다. 기관유
형별

수용률은

중앙행정기관(91.5%),

공직유관단체(91.1%),

지방자치단체

(89.5%) 순이고, 시정권고 수용률이 높은 분야는 국방 보훈(97.9%), 경찰
(97.5%),

교통 도로(97.2%)이고,

수용률이

낮은

분야는

산업 농림 환경

(78.1%), 재정 세무(86.7%), 복지 노동(88.0%) 분야 등이라고 한다. 권익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용률이 중앙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집행 업무 수행에 있어 관련 지침이나 규정에 대해 경직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의 실효
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권익위는‘고충민원 관계기관 협의회’ 등을 통해 피신

101)
102)
103)
104)

정재황/김종철/이현수, 앞의 글, 49면 이하 참조.
정재황/김종철/이현수, 앞의 글, 63-64면 참조.
김대인, 앞의 글, 95면 참조.
국민권익위원회, 2016 국민권익백서, 2017. 2, 113-11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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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기관과의 소통과 협력을 제고하고, 차관회의 보고, 언론공표, 실무급 이행
독려 등과 결합하여 기관별 맞춤형 사후관리를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
다.105) 이처럼 고충민원에 대한 시정권고의 수용률이 높은 것은 권익위의 분
석처럼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것에 기인한 측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고
충민원의 처리에 있어서 합의권고나 조정 등의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원인인 것으로 파악된다. 가령, 권익위가 발간한 기업고충민원 해결 우
수사례집에 따르면, 상당수의 고충민원이 합의에 의한 해결이나 조정에 의한
해결로 종결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경우 해결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인
피신청인이 권익위의 합의권고 내용을 수용하겠다고 회신하거나 조정에 응
하게 됨으로써 민원이 근원적으로 해결되고, 추가적인 분쟁이 사라지는 효과
가 있게 되는 것이다.106)

ㆍ대통
령령ㆍ총리령ㆍ부령 및 그 위임에 따른 훈령ㆍ예규ㆍ고시ㆍ공고와 조례ㆍ규
권익위는 권익위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근거하여 법률

칙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 및 검토를 하는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권익위는 2016년 총 1,843개의 제 개정 법령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그 중 109개의 법령에 내재하는 397건의 부패유발요인을 발굴, 소
관기관에 개선을 권고하였고, 개선 권고한 법령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환경
보건 분야가 34개 법령에서 132건을 개선 권고하여 가장 많았고, 일반 행정
(15개 법령, 개선 80건) 분야, 산업 개발(22개 법령, 개선 71건)분야 순으로
개선의견이 많았다고 한다. 권익위의 분석에 의하면, 2016년도 현행 법령 부
패영향평가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위탁 대행 분야 법령에
내재한 부패유발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국민 실생활
및 기업경영에 직결되는 사규 등의 부패취약요인을 발굴 개선하여 공공분야
의 청렴성을 강화시키시 위해 6개 공직유관단체와 업무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규에 대한 선제적 정비를 추진하였다는 것이다.107)
105)
106)
107)

국민권익위원회, 2016 국민권익백서, 118-119면 참조.
국민권익위원회, 기업고충민원 해결 우수사례집, 2016. 12. 참조.
국민권익위원회, 2016 국민권익백서, 272-27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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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자체의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부패방지업무와 관련하여서는 권
익위에 부패사건에 대한 조사권이 없다는 점이 한계로서 지적되고 있다.108)
더 나아가 현행 부패방지 업무가 공공기관에 대하여 권고할 수 있는 권한에
그치고 공공부문 부패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를 강제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109) 그러나 현행 법령상의 부패방지제도는 부패행위 자체를 대
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패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지만, 실효
적인 집행가능성의 문제되면서 동시에 제도의 실질에 있어서도 적극행정과
의 충돌, 재량권의 필수적인 인정필요성, 절차적 효율성의 저해, 지나친 형사
법에 따른 문제가 내재되어 있으므로,

이라는 이념 하에서 다른 충돌

하는 공익적 가치 및 행정법적 원리와 조화되어야 한다는 비판적 입장도 있
다.110) 이런 관점에서는 권익위에 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다른 기관의 권한
과의 중복 및 비효율의 측면, 수사와의 관계에서 적법절차의 준수이 측면 등
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더 나아가 부패영향평가는 재량권에 대한 지나친
제약이라는 문제도 있다.111)
권익위는 권고라는 비강제적 권한을 기본으로 하는 권한의 한계를 일종의
환류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권익위법 제12조도 자신의 업무처리결과에 대한 실태조사 내지 평
가를 임무로서 규정하고 있다.112) 더 나아가 동법 제27조 제2항은 부패방지
를 위한 제도개선의 권고에 대한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권한을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으며, 제52조는 고충민원의 처리로 인한 시정권고 내지 제도개선

정재황/김종철/이현수, 앞의 글, 81-84면 참조.
최진욱, 부패와 국민의 권익 그리고 제도적 대응: 국민권익위원회를 중심으로, 한국부패
학회보 제17권 제3호, 2012, 14-15면 참조.
110) 박재윤, 부패방지를 위한 행정법 제도의 쟁점, 행정법연구 제46호, 2016. 8, 268-270면 참
조.
111) 박재윤, 위의 글, 258면 참조.
112)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4.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의 수립·권고와 이를 위한 공공
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6.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평가
108)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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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제도개선이라는 것이 결국 적절한 사후관리를 통하여서만 지속적으로 달성
될 수 있다는 본질을 반영한 것이라고 하겠다. 더 나아가 권익위에게 공공기
관에 대한 평가기능까지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행정부 내부에 소속된 권
익위에게 일종의 행정통제적인 우월적 기능까지 부여한 것으로 볼 수도 있
을 것이다.
특징적인 것은 권익위가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통하여 환류시스템의 일환으
로 성과목표별로 성과지표의 달성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계량화된 측정산
식을 구성하고 이를 2017년도의 목표치로 설정하여 성과관리를 수행하도록
계획하고 있는 점이다. 본 연구가 사용하는 법학적인 관점에서 행정학 등의
방법을 활용한 이러한 방식에 대하여 실질적인 장단점을 평가하기는 어렵지
만, 계량화된 성과지표를 통하여 기관장은 물론 국회나 대통령에게 권익위의
성과를 매우 이해하기 쉽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효용성을 인정할 수 있다
고 하겠다. 참고로 해당 보고서에서 사용된 성과지표의 현황을 예시하면 아
래와 같다.113)

<표 2>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현황
측정방법
성과목표

’17년

성과지표

지표 종류

정량화
(또는 측정산식)
목표치
Ⅰ. 반부패 청렴시스템의 질적 고도화로 부패관행을 근절한다.
부패인식도 조사 항목 중
‘부패척결을 위한 정부 대응
1. 범국가적 부패 반 부 패 · 청 렴
의 효과성’에 대한 일반국민
방지 시스템 정책 효과성에
들의 긍정적 응답률 (대체로 16.5%
정성
구축
대한 국민인식
효과있음 + 매우
도
효과있음 응답률)
2. 공익신고체계
부패 공익신고자 보호 인용률
신고자
보호
강화와 예산
= 인용건수/(기각
70.2%
정량
인용률
낭비 근절
건수+인용건수)
전문조사기관에 용역 의뢰 하
여 일반국민 대상 부패 방지
3. 사회전반에 청 부 패 방 지 정 책
주요정책(3분야) 인지도
31.8%
정성
렴문화 확산 인지도
조사 실시 후 평균 산출

113)

국민권익위원회, 2017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수정), 2017. 8, 1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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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비고

결과

산출

결과

3. 소결

인권위의 권고적 결정에 대한 논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결정의 실효성
을 높이는 방안은, 양날의 칼로 작용할 수 있다. 즉, 시정명령권한과 같은 강
제적인 권한을 부여하면, 그
자체로 실효성을 높이는 데에는 효과가 있을지라도, 다시 법원의 통제를
받게 되어 독립성이나 유연한 접근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인권위가
그 권고적 결정을 통하여 한국 사회의 인권의식 자체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주장과 같이,114) 그 결정의 정당성과 공개를 통한 투명성, 책임성의 강화를
통하여 상대방은 물론 우리 사회 전체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실질적이
고 근본적인 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인권위의 실태를 분석하
여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인권위를 헌법기구로서의 위상을 갖추
게 하고, 전문성과 다양성을 높이는 방법을 강구하며, 인권위의 업무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등의 방안을 제시하는 견해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권한의
실효성에 주목하고 있다.115)
권익위의 경우에도 행정심판과 같은 사법적 기능으로는 법원의 권리구제에
대한 보충적 기능정도밖에 가질 수 없으므로, 고충민원제도 등을 통한 실질
적이고 역동적인 제도변화와 기관의 존재의의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권익위
의 제도개선권고 및 의견표명권한에 있어서는 그 구속력과 실효성을 담보하
기 위한 다양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권고
를 받은 기관이 그 권고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다른 기관과 유
사하지만 그 실질적인 구속력에 있어서는 규정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선행 연구의 분석내용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116)

114)
115)
116)

조재현, 앞의 글, 87면 참조.
정영선, 앞의 글, 30-33면 참조.
김대인, 앞의 글, 101-1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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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이행의무부과의 방식과 부과정도
관련법률

이행의무의 부과방식

남녀고용 평등법,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행정심판법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행의무의
부과정도
가장 강력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권
권익위법
(부패방지)

고대로 조치하기 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강력

이를 재심의 하여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이 권고 내용을 이행하지
국민권익위법
(고충민원)
중기제품 구매법

아니할 경우 그 이 유를 위원회에 문서로 설명하여야

보통

한다.
공공기관은 그 요구에 따라 이들 제품의 우선구매 등
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약함

이 연구에 의하면 시정권고 등의 관계기관에 대한 구속력은 중기제품구매

→국가인권위원회법→남녀고용평등법의 순으로 점차 강해지는바, 권익위법

법

상 부패방지관련 제도개선은 인권위법보다 강하지만 남녀고용평등법보다는
약하고, 권익위법상 고충민원관련 제도개선은 국가인권위원회와 비슷한 정도
라고 한다. 그에 따라 이 연구는 고충민원의 경우에도 시정의 필요성이 큰
경우가 있으므로 재심의제도를 도입하여 의무이행의 정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행정심판법처럼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라는 정도로 의무이행의 정도를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타기관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
요하다고 보고 있다.117)
다만, 권익위법 제27조가 재심의제도를 두고 있으나 그 결과가 여전히 당
초 개선권고와 동일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해석론에
맡겨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재심의제도를 마련한 것 자체가 구
속력이 강화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권고’라는 제도의 취지상 남녀고용평
등법과 유사한 정도의 구속력 정도만이 인정되지만(즉, 예외적으로 권고에

117)

김대인, 앞의 글, 10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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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사후적인 절차적
권리를 보장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118) 어떤 해석을 취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이 제도는 권익위가 사후적으로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
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실효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감사원법상의 구체적 처분요구권한에 대하여는 감사원이 정하는 날까지 그
처분을 하거나 시정요구를 이행하도록 규정하면서, 재심의 제도를 두고 있다
는 점에서 형식적으로는 위 귄익위법상 부패방지관련 제도개선과 구속력의
정도가 유사하다고 보인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시 재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구속력의 정도는 다른
기관보다 훨씬 강력하다고 할 수 있다.
인권위와 권익위에 대한 제도를 비교한 결과 얻어지는 시사점으로는, 다른
행정기관의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권한의 실효성은 그 권한 자체의
강제성 보다는 공표를 통한 투명성의 제고, 여론과 사회의식의 변화, 관계
행정기관의 절차적 권리보장을 통한 수용성 강화, 환류시스템 확보 및 철저
한 사후관리 등의 다양한 요소에 달려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은 인권위
가 3권에 소속되지 않은 기관이라는 점, 권익위는 오히려 행정을 통할하는
국무총리에 소속된 기관이라는 점에 기인한 것일 수 있다. 즉, 일부 요소는
감사원의 처분요구권한에 반영하기에 적절할 수도 있지만, 일부 요소는 직접
적인 준용보다는 제도의 취지 정도를 참고할 수 있을 따름인 것이다. 이러한
요소를 구분하여 이 연구에서는 적절한 제도개선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권익위법에는 제27조에 따른 권고를 따르지 않은 경우 추가적인 제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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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이행률 현황

1. 권고 및 통보 이행 현황

․통보는 관계기관이 자율적으로 문제를 개선하도록 하는 특성상 이행

권고

강제에 한계가 있고, 제도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 기관 간 협의 등에 따라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도 다수 있게 된다. 최근 5년간('11~'15년) 권고

․ 통보

이행 현황 ('16. 12월 말 기준)(단위: 건)은 이하의 표와 같다.

시행연도
합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합계

7,608

1,837

1,482

1,540

1,237

1,512

이행완료

6,554

1,780

1,407

1,396

1,014

957

이행중

1,054
86.1

57
96.9

75
94.9

144
90.6

223
82

555
63.3

소계

26

10

2

7

-

7

이행완료

19

10

2

5

-

3

이행중

7

-

-

2

-

4

이행률(%)

73.1

100

100

71.4

-

42.9

소계

7,582

1,827

1,480

1,533

1,237

1,505

이행완료

6,534

1,770

1,405

1,391

1,014

954

이행중

1,048

57

75

142

223

551

이행률(%)

86.2

96.9

94.9

90.7

82.0

63.4

총합계

이행률(%)

권고

통보

2. 처분요구 등의 유형별 분석

(1) 권고

가.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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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번
1
2
3
4

처분
종류 시행일
자 소관기관

처분요구제목

감사직무규정
제ㆍ개정 권한의
집행기관 위임 불합리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
금 산정기준 불합리
예우법에 따른
보상금과
공무원연금법상
장해급여의 공제규정
불합리
경제자유구역 안
사업장폐기물 처리제도
부적정

권고 2008.8.6. 한국방송공사
권고 2009.12.2
9. 국토해양부
권고 2010.1.4. 국가보훈처
권고 2010.1.7. 경제자유구역
기획단

미이행사유
(처리방향)

장기(8년)미이행으
로 이행불가(종결
예정)
국토부의 미이행
의견 제출(국토부
의견 검토 후 처리)
관계기관 이견으로
제도개선
지연(지속관리)
개정안 마련 등
정상 이행
중(지속관리)

나. 대표 사례

국가보훈처와 행정안전부는 각각 예우법과
과 장해급여 지급하는데,
공제규정이 미비하다.
)상태가 된 때

예우법상

공무원연금법 에 따라 보상금

공무원연금법 에 따른 장해급여 상당액

ㆍ소방공무원 등이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폐질(

경찰

공무원연금법 에 따라 장해급여119)를 받을 수 있을 뿐 아

니라, 예우법에 따라 공상 국가유공자(공상군경)로 등록되어 보상금120) 수령
할 수 있지만,

공무원연금법 에는 장해급여 지급 시 같은 사유로 예우법에

근거하여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이 있을 경우 이를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
으나 예우법에는 공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 또한 장해급여의 공제는
지급방법과 지급시기에 따라 공제되는 보상금이 다르게 된다. 그 결과 장해
급여의 지급 방식(장해보상금 또는 장해연금)과 지급 시점(공상군경 국가유
장해급여는
14급에 걸쳐
로 지급되는
120) 장해급여가
12조에 따른
119)

～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되는 장해연금[폐질등급 1
보수월액의 100분의 80에서 100분의 15를 지급(등급간 5% 감)]과 일시금으
장해보상금 중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음
일시금인 장해보상금과 연금인 장해연금을 선택할 수 있는 반면, 예우법 제
보상금은 연금형태로만 지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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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로 등록했는지 여부)에 따라 보상금의 공제 여부와 공제금액이 서로 다
르게 적용되었다.121) 이에 따라 2010. 01. 04 자 국가보훈처에 대하여, “국가
보훈처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경찰·소방공무원 등이 동일한 사유로
장해급여와 보상금을 중복 수령하거나 지급 시기에 따라 다르게 공제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상금 지급 시 공
무원연금법에 따른 장해급여 등을 공제하도록 하거나 급여수령인이 두 급여
중 유리한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
람”이라는 권고가 행해졌다.

(2)

통보

가. 완결요건

제도 개선 권고

․통보사항은

법령상 개선요구사항을 반영한 법령안이 국

무회의에서 의결되거나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된 사실을 통보받은 때, 행정
상 및 제도상 개선요구사항은 해당 규정이 제

․개정되었을 때, 예산이 필요

한 사항은 예산이 확보되거나 해당기관의 장 등 이행권한이 있는 자의 이행
계획이 수립되었을 때,

통보(인사자료)사항은 고발 또는 수사요청, 징계(문

책) 결정여부를 위한 인사위원회 개최, 경고 또는 주의, 현직에서 전보, 인사
권자의 결정에 따라 불문 등을 통보받은 때에 행해진다.

￭

장해급여 지급 방식 등에 따른 보상금 공제 사례
사례1) 2003. 4. 17. 공무원연금법 에 따라 공무상 장해급여를 일시금인 장해보상금으로
수령(1억 855만 원)한 후 같은 해 5. 3. 공상군경 국가유공자로 등록한
경찰서
의 경우
이미 지급받은 장해급여를 전혀 공제하지 아니한 채 매월 158만여 원(2009년 지급기
준, 2009년 4월말 현재까지 누계 9,346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음
사례2) 2001. 3. 13. 예우법에 따라 공상군경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후 같은 해 10. 17.
공무원연금법 에 따른 장해급여 승인을 받은
소방서
(2000. 8. 14. 퇴
직)의 경우
장해연금 70만여 원(2009년 지급 기준액) 중 보훈 보상금 상당액인 29만여 원을 매월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받고 있음

121)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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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판매중지, 업무정지, 영업정지, 부실벌점 부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
한, 고발 등을 제제 조치한 사실이 확인된 때 법령을 위반한 개인, 업체에게
판매 중지, 업무정지, 영업정지, 고발 등 행정처분하도록 통보된 사항에 대하
여 업체 및 개인들에 대해 행정처분한 사실이 확인된 때 이행이 완료되며,
“이행완료” 회보시에는 행정처분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법령을 위반한 업체에게 부실벌점 부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
한 등 조치하도록 통보된 사항등에 대하여는 부실벌점을 부과하는 등 제제
조치한 사실이 확인된 때를 의미한다.

당초 시정적 통보 내용대로 이행될

수 없는 경우에는 이행한 내용과 사정변경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
단하며, 현재까지 이행한 내용이 시정적 통보 취지에 상응하다고 사정변경
사유가 타당하고 판단될 때 완결 가능하다.

나. 통계

순
번

처분요구제목

처분
종류 시행
일자

소관기관

미이행사유
(처리방향)

관할청에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허가
관련자 협의 지연
1 등을 소홀히 하여
통보 2007.3.6. 교육인적자원
부
(이행독려)
법인에 손실을 끼치는
등 문제 발생
내부통제가 취약,
교직원이
경상북도교육 하반기 감사 후
2 사립학교
교비를 횡령ㆍ유용하는 통보 2007.3.6.
청
처리예정
등 부당 집행
관할청,
해당 체육시설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한 도시계획시설
학교시설공사 불법
결정을 취소할
시행을
방관하거나
경우
철거에 따른
3 용역업체에서 조작한 통보 2007.3.6. 이천시
경제적 손실
질의회신을 근거로
초래로
도시계획시설 부당
이행불가(종결
결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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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번

처분요구제목

처분
시행
종류 일자

4 특별(대체연월차)휴가
통보
운용 부적정
수도권교통조합 업무에
5 대한 사무위임근거
통보
미마련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6 에 대한 지도·감독
통보
부적정
운영
7 생활연수원
통보
부적정
연차휴가보상금 및
8 시간외근무수당 산정 통보
부적정
해남 화원관광단지
9 골프장 등 조성업무 통보
추진 부적정
조별
10 교대근무자
근무방식 채택 부적정 통보
조달청
11 국가종합전자조달
통보
시스템을 통한
부당행위
지방 위험도로 구조
12 개선사업 추진체계
통보
부적정
한방산업지원센터
13 사업선정 및 사후관리 통보
부적정
예우법에 따른
보상금과
14 공무원연금법상
통보
장해급여의 공제규정
불합리

소관기관

미이행사유
(처리방향)

2007.11.2. 서울메트로 노사협의사항(지속
관리)
국토부ㆍ서울ㆍ경
기도와
2008.1.3. 인천광역시
협의
지연(지속관리)
국세청과의 협의
지연,
2008.8.22. 금융위원회
이행촉구(지속관리)
노사협의사항(지속
2008.8.29. 한국전력거래
소
관리)
2009.6.25. 한국은행 노사협의사항(지속
관리)
공사와 전남이
2009.6.26. 한국관광공사 재원분담 협의
중(지속관리)
2009.7.31. 한국철도공사 노사협의사항(지속
관리)
처분대로
이행되었으므로
증빙서류
2009.10.7. 공정거래위원
회
처리보완 후
(완결 예정)
처분대로
이행되었으므로
2009.11.1 행정안전부 증빙서류 보완 후
0
처리
(완결 예정)
등 정상
2009.12.4. 지식경제부 협약체결
이행중(지속관리)
관계기관 이견으로
제도개선
2010.1.4. 행정안전부
지연(지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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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번

처분요구제목

처분
시행
종류 일자

소관기관

미이행사유
(처리방향)

가격결정발전계획 수립
관계기관과 협의
15 시 열공급 발전기 제외 통보 2010.2.12. 한국전력거래
소
진행
중(지속관리)
부적정
규칙개정 추진 등
지역별용량가격계수
한국전력거래
정상 이행
16 산정 부적정
통보 2010.2.12. 소
중(지속관리)
다수기관(192개
취득 및 관리 통보 2010.5.10. 서울특별시 기관) 관련사항으로
17 공유재산
일부기관
부적정
미이행(지속관리)
처분대로
이행되었으므로
보상용지에 대한
증빙서류
보완 후
18 소유권이전 조치 등 통보 2010.5.10. 인천광역시옹
진군
처리
업무처리 부적정
(완결 예정)
방송문화진흥회의
노사협의사항(지속
19 문화방송 경영에 관한 통보 2010.7.7. 방송문화진흥
회
관리)
관리.감독 부적정
손배청구 승소
메릴린치 투자를 위한
가능성이 낮아
20 자산위탁 및 투자위험 통보 2010.8.24. 한국투자공사 사실상
이행 불가
검토 부적정
(종결 예정)
연구용역 실시 등
대정부
여신
수신
2010.10.2
정상 이행
21 금리산정방법 불합리 통보 2.
한국은행
중(지속관리)
처분대로
이행하였으므로
여신 수신
2010.10.2 기획재정부 증빙서류 보완 후
22 대정부
통보
금리산정방법 불합리
2.
처리
(완결 예정)
7급 공무원
일부 미이행의
경우
장기 이행
23 공개경쟁채용시험
통보
2010.12.6.
행정안전부
교양과목(영어,한국사)
계획 (지속관리)
시험방법 불합리
일부 미이행의
신용협동조합 보완자본
경우 관련법 개정
24 관련 건전성 감독 규정 통보 2010.12.2
금융감독원
추진
1.
불합리
예정(지속관리)
- 83 -

순
번

처분요구제목

처분
시행
종류 일자

소관기관

미이행사유
(처리방향)

개발사업 정산
아파트
개발사업
투자
2010.12.3
한국문화예술
등 정상 추진
25 부적정
통보 0.
위원회 진행중(지속관리)
처분과 다르게
LNG 저장탱크 기초
사항으로
26 강관말뚝 부식방지
통보 2011.2.18. 한국가스공사 이행된
추가
검토
후
공법 설계 부적정
처리(지속관리)
처분대로
이행하였으므로
근거자료 등 통보 2011.6.3. 기획재정부 증빙서류 보완 후
27 경영평가
관리 부적정
처리
(완결 예정)
이행내용 검토 후
하도급
관리
체계
서울특별시
처리
28 부적정
통보 2011.6.7. 한강사업본부 예정(감사자료
활용)
이행내용 검토 후
하도급
관리
체계
경기도건설본
처리
예정(감사자료
29 부적정
통보 2011.6.7.
부
활용)
서울특별시 직권 재심의 요청
무자격
업체와
하도급
도시기반시설
중 (결과에 따라
30 계약 부적정
통보 2011.6.7.
본부
처리 예정)
폐기물처리시설
어려움
징수․관리 통보 2011.9.16. 인천광역시 예산확보의
등
이행
31 설치비용
업무 위탁 및 사용
지연(지속관리)
부적정
평택.당진항
부담금 재산정
항만배후단지
32 원인자부담금 산정
통보 2011.9.16. 평택시 협의 등 정상 이행
중(지속관리)
부적정
전문매장 운영자의
이행계획 수립 등
정상 이행
33 매출액 수납 및
통보 2011.9.19. 코레일유통
관리체계 불합리
중(지속관리)
현업부서의
노사협의사항(지속
34 교대근무형태 운용
통보 2011.11.1
서울메트로
6.
관리)
부적정
현업부서의
노사협의사항(지속
35 교대근무형태 운용
통보 2011.11.1
부산교통공사
6.
관리)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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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번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처분요구제목

교대.교번제 근무자의
비번일 휴무 인정
부적정
교대.교번제 근무자의
비번일 휴무 인정
부적정
교대.교번제 근무자의
비번일 휴무 인정
부적정
교대.교번제 근무자의
비번일 휴무 인정
부적정
특별유급휴가 폐지
처분요구 미이행
특별유급휴가 폐지
처분요구 미이행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군 협의 기준 불합리
구매자금대출 보증
취급 및 대위변제
부적정
구매자금대출 보증
취급 및 대위변제
부적정
가축매몰지 관측정
설치기준 부적정
한국정책금융공사
간접대출 (On-lending)
설계 부적정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연ㆍ월차수당 기본급
산입 및 보수삭감
부적정

처분
시행
종류 일자

소관기관

미이행사유
(처리방향)

노사협의사항(지속
통보 2011.11.1
6. 서울메트로
관리)
서울특별시 노사협의사항(지속
통보 2011.11.1
6. 도시철도공사
관리)
노사협의사항(지속
통보 2011.11.1
6. 부산교통공사
관리)
노사협의사항(지속
통보 2011.11.1
6. 인천메트로
관리)
노사협의사항(지속
통보 2011.11.1
서울메트로
6.
관리)
서울특별시 노사협의사항(지속
통보 2011.11.1
6. 도시철도공사
관리)
이행계획 수립 등
2011.11.2
정상 이행
통보 1.
국방부
중(지속관리)
시스템 도입 등
2011.12
통보 .2. 신용보증기금 정상 추진
중(지속관리)
시스템 도입 등
2011.12
통보 .2. 기술보증기금 정상 추진
중(지속관리)
2017. 6월 관련
2011.12
농림수산식품
규칙 개정
통보 .6.
부
예정(완결 예정)
일부 미이행에
2011.6.
대해
통보 8.
금융위원회
이행촉구(지속관리)
노사협의사항(지
통보 2011.6.
한국산업은행
8.
속관리)
노사협의사항(지
통보 2011.6.
8. 한국산업은행 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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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번

처분요구제목

처분
시행
종류 일자

노동조합 지원
49 부적정

통보 2011.6.
8.

부단체장 직급 운영
50 및 승진임용 절차
부적정

통보 2011.7.
4.

지방자치단체의
51 직무대리제도 운영
통보 2011.7.
4.
부적정
합동지휘통제체계(KJ
각 군 C4I체계 통보 2011.7.
52 CCS)와
간 연동자료 관리
8.
부적정
관리지역 세분화
53 업무
처리 부적정

미이행사유
(처리방향)

소관기관

통보 2011.12
.29.

처분대로
이행하였으므로
한국산업은행 증빙서류
처리보완 후
(완결 예정)
부단체장 직급
신중한 접근
행정안전부 조정은
필요 (검토 후종결
예정)
처분대로
이행하였으므로
행정안전부 증빙서류
처리보완 후
(완결 예정)
처분대로
이행하였으므로
합동참모본부 증빙서류
처리보완 후
(완결 예정)
공장 등
현지여건상 일부
불가, 나머지
거제시 이행
부분 연내 이행
예정(내용의 적정성
검토 후 처리)

다. 대표 사례

2010. 5. 10. 자 서울특별시에 대한 통보는 공유재산 취득

및 관리부적정

을 이유로 행하여졌다. 서울특별시 등 21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물품관리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제7조 등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토지를

취득하여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르면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되기 전에는 공유재산
으로 취득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 시 전국 246개 지

㎢)를

방자치단체에서 보유 중인 913,763필지(면적: 2,286

- 86 -

대상으로 공유재산

취득실태를 조사한 결과, 서울특별시 등 210개 관서에서 3,307필지(면적

㎡)에 3,756억여 원 상당의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데도 이를 말소하지

1,665천

아니한 채 1,339억여 원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하여 취득하였다. 게다가 가평
군 등 190개 관서에서는 2,261필지(면적 1,073천

㎡, 취득금액 873억 원 상당)

에 대하여는 2009년 11월 현재까지 사권을 말소하지 않고 있었다.
이와 같이 공유재산 취득 및 사후관리를 소홀히 한 결과, 밀양시 등 13개
관서에서는 [별표 6] “공유재산 임의경매 후 소유권이전 현황”과 같이 23필
지 7,313

㎡의 토지(취득금액 88백만 원)가 근저당권자 등의 경매 신청에 따라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도 이를 그대로 두는 등 지방재정에 손실
을 초래하였다. 그리하여 “서울특별시장 등 192개 지방자치단체장은 사권이

㎡)에

설정된 2,261필지(면적: 1,073천

대하여는 말소 조치하고, 경매로 제3자

㎡)에

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23필지(면적: 7,313

대하여는 보상금 수령자로부

터 부당이득을 회수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통보)”가 행해졌
다.

(3) 법령상 개선

가. 완결 요건

ㆍ대통령령ㆍ시행규칙ㆍ조례 등의 제ㆍ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행해지며, 권고ㆍ통보 내용에 상응하는 사항을 반영한 해당 법령안
등이 제ㆍ개정된 사실이 확인된 때 완결이 가능하다. 정책ㆍ사업 변경이 필
요하거나 예산 확보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권고ㆍ통보 내용에 상응하
는 사항을 반영하여 정책ㆍ사업이 변경된 사실 또는 관련 예산이 확보ㆍ집
법령상 개선은 법률

행된 사실이 확인된 때 완결 가능하다.
만약

당초 권고

ㆍ통보 내용대로 이행될 수 없는 경우라면, 이행한 내용과

사정변경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현재까지 이행한 내용이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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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통보

고

ㆍ통보

취지에 상응하다고 권고

이후 법률 개정 등 사정변경 사유

가 타당하고 판단될 때 완결 가능하다.

나. 대표 사례

순
번

처분요구제목

처분
시행일
종류 자 소관기관

화약류(화공품)에 대한 법령상
1 안정도 시험 기준과 개선 2008.4.1.
방법 미규정

경찰청은
칙

ㆍ도검ㆍ화약류

총포

경찰청

미이행사유
(처리방향)

관련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중 (지속관리)

등 단속법(이하 “총단법”이라 한다) 시행규

제44조 제1항 [별표11의2](이하 “[별표 11의2]”라 한다)에 “화공품의 안정

도시험 기준 및 방법”을 규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화공품은 화약과 폭약을
내장하여 제조되기 때문에 폭발 등으로부터 화공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
하여 [별표 11의2] “화공품의 안정도 시험 기준 및 방법”에서는 총단법 제2
조 제3항 제3호의 각 목(사목에서 포괄적으로 정한 ‘그 밖의 화약이나 폭약
을 사용한 화공품’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열거한 화공품을 대상으로 안
정도 시험 기준 및 방법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총단법 제2조 제3항 제3호의
각목에서 구체적으로 명칭이 정해져 열거된 품목은 모두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의 [별표11의2] “안정도시험 기준 및 방법”에서 포함시켜 안정
도시험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총단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새
로운 화공품은 총단법 제2조 제3항 제3호에 추가하고 [별표11의2]에 안정도
시험 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총단법 제2조 제3항 제3호의 각목에서 열거하고 있는 도폭선, 총용
뇌관, 미진동파쇄기는 [별표11의2]에 안정도시험 기준 및 방법을 정하지 아니
하고 있고, 또한 화공품 중 국내에 사용량이 많은 전자뇌관과 비전기뇌관,
그리고 비전기뇌관의 제조에 사용되는 시그널튜브도 위 총단법 제2조 제3항
제3호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고, 이에 따라 동 품목들의 안정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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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도 [별표11의2]에 정하지 아니하였다. 그 결과 주식
회사

△△화약이

2005년부터 경남지방경찰청의 수입허가를 받고 수입하고

있는 시그널튜브는 습기에 취약해 내수시험 등이 필요한데도 안정도시험 없
이 연간 3,000만 m가 비전기뇌관의 제조에 사용되고 있는 등 공공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었다.

① 화공품 중 도폭선, 총용뇌관, 미
진동파쇄기에 대한 안정도시험 기준과 방법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
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별표 11의2]에 정하고② 전자뇌관, 비전기뇌관과
비전기뇌관의 제조에 사용되는 시그널튜브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이에 따라 2009. 4. 1. 자 “경찰청장은

제2조 제3항 제3호에 구체적 명칭으로 추가하고, 동 품목들의 안정도시험 기
준과 방법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별표 11의2]에 정하시기 바랍
니다.”는 법령상 개선 처분이 행해졌다.

(4) 변상판정

가. 완결요건

변상판정은

판정금액을 환수한 사실이 확인된 때, 변상판정대상자로부터

판정금액 전액을 환수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 완결이 되며, 변상판정대상자별
판정금액 전액 환수하여 수입 조치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
야 한다. 변상판정 이행기간(3개월)까지 판정금액이 환수되지 않은 경우는 감사
원법

제31조 제5항에 따라 관계세무서장에 강제집행 위탁하여 그 집행 결

과 판정금액이 환수된 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판정대
상자의 무재산 등으로 재산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없어 소멸시효(5년)가
완성된 때는 현재까지의 판정대상자에 대한 정기적인 재산 조회를 통한 무
재산 등으로 강제집행이 불가함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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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통계

순
번

처분요구제목

처분
시행일
종류 자 소관기관

미이행사유
(처리방향)

1명 무재산
변상판
지정(완결
1
정 2009.5.22. 서울메트로 특수관리예정)
변상판 2009.6.15. 서울고등검찰 변상대상자 재산
2
정
청
압류 (지속관리)
변상판 2009.6.26. 해남군 변상대상자 재산
3
정
압류 (지속관리)
변상판 2009.10.8. 대구광역시동 변상대상자 무재산
4
정
구
(지속관리)
변상대상자
논산시공공시 무재산으로
5 공사비 등 세출금 횡령 변상판
2010.5.10.
정
설 사업소 특수관리(완결
예정)
변상대상자 3명 중
기존무허가건물
변상판
서울특별시성
1명 무재산으로
6 보상업무 처리 태만
정 2011.7.15. 동구 미이행
(지속관리)
일부이행, 미이행의
카지노
칩스
판매대금
변상판
경우 변상대상자
7 절도
2011.7.29.
강원랜드
재산 압류
정
중(지속관리)
공사이행보증금 확보
태만
서울고등검찰청 추징금
등 횡령사건 관련
변상판정
생계주거비 횡령
생계.주거급여 등 횡령

다. 대표 사례

갑은 2005. 10. 1.부터 2009. 3. 16.까지, 을은 2007. 1. 1.부터 2009. 2. 8.까

▨▨과 분임경리관의 보조자로서, 병은 2007. 1. 1.부터 2009. 12.
4. 현재까지 위 관서 ▨▨과 분임경리관으로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1가
지 위 관서

산37 일대에 대한 “금호 1-7 지구 공원화 추진계획”(2006. 9. 25. 구청장 결
재)에 따라 해당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지구 안에 있는 무허가건물 등에 대
한 보상업무를 처리하였다. 위 사업지구는 서울특별시 시유지에 기존무허가
건물이 난립해 있던 지역으로 1973. 12. 1.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고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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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 재개발조합설립이 인가되었으나 수익성이 떨어져 사업추진이 원활하
지 않아 노후불량주택의 안전문제 등이 우려되자 2002. 6. 28. 서울특별시에
서 공원화 방침을 수립함에 따라 2007. 10. 4. 금호 제1-7구역 주택재개발구
역 지정이 해제되는 한편 주거환경개선정비구역으로 변경 지정고시 되고 같
은 해 12. 27. 사업실시계획이 고시된 지역이다. 갑은 부존재건물에 대하여
보상을 지급하였고, 무허가건물에 대한 보상금은 과다 지급하였으며, 을과
병은 보상금을 과다 지급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이에 따라 갑은 78,480,500
원, 을은 22,423,000원, 병은 11,211,500원을 각각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변상
판정처분이 행해졌는데, 갑과 을은 이행을 완료하였으나 병은 무재산으로 미
이행이 되었다.

(5) 시정요구

가. 완결요건

국세, 지방세 등과 관련한 사항은

해당 세무관서 등의 징수결정 사실을

통보받은 때에, 공사계약과 관련한 사항은 발주관청의 설계변경 사실이 확인

․감면․추징․회수와 관련

된 때, 부담금, 변상금, 사용료, 과태료 등의 부과
한 사항은

해당기관의 환수(또는 환급)결정 또는 타당한 절차에 따른 결손

처분이 행해진 때, 토지 등을 불법 전용하거나 건축법을 위반한 해당 행위자
등에게 원상복구를 요구한 사항은

증빙서류(관련 공문, 원상복구 또는 부담

금 부과서류 또는 고발서류 등)를 제출해야 완결이 된다.
당초 시정요구대로 이행될 수 없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금액이 당초 시정

요구 금액과 달라진 경우에는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 이행이 완결
되며, 처분요구대로 이행될 수 없는 사정변경으로 있는 경우

유사한 방법으

로 처분요구에 상응하는 내용이 이행된 사실을 통보받고, 그 내용이 타당하
다고 판단될 때 완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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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통계

순
번

처분요구제목

처분 시행일 소관기관
종류 자

명의신탁자에게 시정 2009.6.26. 서울특별시종
1 부동산
취득세 미부과
로구
결손자의
2 체납,
금융재산 조회 부적정 시정 2009.6.26. 서울특별시
환급금
3 부가가치세
정산업무 처리 부적정
설치
4 터널관리사무소
부적정
재활용 선별장 부지
5 도시계획시설 결정
누락
보상용지에 대한
6 소유권이전 조치 등
업무처리 부적정

시정 2009.11.3
울진군
0.
부산지방국토
시정 2009.12.3
0.
관리청
시정 2010.4.27. 광주광역시서
구
시정 2010.5.10. 인천광역시옹
진군

보상용지에 대한
7 소유권이전 조치 등 시정 2010.5.10. 신안군
업무처리 부적정
따른
8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부적정 시정 2010.5.10. 광주광역시
및 도비 보조금
9 국비
집행잔액 미반환

시정 2011.3.28.

당진시

한강 르네상스
서울특별시
10 플로팅아일랜드
시정 2011.6.7. 한강사업본부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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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행사유
(처리방향)

처분대로
이행되었으므로
증빙서류
처리보완 후
(완결 예정)
관련자 다수 및
장기간 경과
사유로 일부
미이행(이행독려)
대부분 이행완료,
일부 미이행의
경우 정상 환수
중(지속관리)
2017년 설계변경
예정(지속관리)
연구용역 추진 등
정상 이행
중(지속관리)
처분대로
이행되었으므로
증빙서류
처리보완 후
(완결 예정)
일부 이행,
미이행의 경우
재산조회 등 이행
중(지속관리)
처분대로 이행
여부 확인 후
처리(완결 예정)
처분대로
이행하였으므로
증빙서류
처리보완 후
(완결 예정)
일부 미이행으로
정상이행
중(지속관리)

순
번

처분요구제목

처분 시행일 소관기관
종류 자

미이행사유
(처리방향)

이행내용 검토 후
보도설치공사의
난간
11 시공 부적정
시정 2011.6.7. 동두천시 처리 예정(감사자료
활용)
이행내용 검토 후
보도설치공사의
난간
12 시공 부적정
시정 2011.6.7. 포천시 처리 예정(감사자료
활용)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서울특별시 설계변경 등 이행
13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시정 2011.6.7. 도시기반시설 중 (지속관리)
협의 및 설계 부적정
본부
다. 대표 사례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에서 2007. 7. 27. 한강시민공원 반포지구 잠수교
남단에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122)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플로팅
아일랜드(Floating Island)를 조성하는 “플로팅 아일랜드 추진계획”(시장 방침
제412호)을 수립하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이하 “민간투자법”

이라 한다)을 근거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장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사회기

․운영할

반시설을 확충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본부에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제4조 제3호에 따라 BOT 방식으

로 민간사업자와 실시협약 등을 체결하거나 이를 변경할 때에는 장래 서울
특별시 재정에 일방적인 부담을 주거나 업체에 부당한 이득을 주는 불공정
한 약정을 맺지 않아야 하고, 협약을 맺은 이후에도 민간사업자가 협약의 이
행사항을 성실히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본부에서는 2008. 6. 9. “플로팅아일랜드 조성 및 운영사업 협

도로, 항만, 철도 등 사회기반시설을 설치한 민간사업자가 일정기간 이를 운영해 투자비
를 회수한 뒤 발주기관에 넘겨주는 방식으로서 건설(Build)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여 운영
(Operate)한 후 발주기관에 귀속(Transfer)시키는 방식

122)

- 93 -

약”을 맺으면서 민간사업자의 책임으로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도 서울특별
시가 50%의 해지 시 지급금을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2009. 5. 15. 변경협약을
맺으면서도 위 사업의 사업성에 대한 검토 없이 민간사업자가 미디어아트
갤러리 추가투자비 15,644백만 원만 반영하고 무대 수입 36,542백만 원은 누
락한 채 부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한 사업성 검토123) 결과를 그대로 인정하여
무상 사용기간을 20년에서 25년으로 과다하게 늘려주는 등

2건의 협약 내

용을 불공정하게 맺었다. 또한 민간사업자가 협약 체결일부터 사업시설의 운
영개시일까지의 보증기간 동안에 총사업비의 10%이상을 사업이행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민간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당초 협약된 사업 운영개시 예정
일(2010. 3. 31.)까지 공사를 준공하지 못할 경우 지체상금을 납부하도록 약정
하고서도 와 같이 민간사업자가 2건의 협약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을
방치하고 있었다.124) 그 결과 불공정한 협약 내용으로 인하여 장래 서울특별
시 재정에 예상치 못한 지출이 우려되고, 민간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이행
보증금 8,200,500,000원을 2010. 10. 22. 현재까지 징수하지 않는 등 위 민간

․징수에 관한 사항과 관

사업자에게 부당 이 이에 더하여 하천 점용료 부과

련하여서는 “플로팅아일랜드 조성 및 운영사업 협약서” 제22조 제1항의 약정
에 따르면 민간사업자는 사업기간 동안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

한국외환은행에서 위 사업에 대한 대출 의사를 결정하기 위해 한국기업평가에 용역을
의뢰하여 제출받은 “플로팅 아일랜드 조성 및 운영사업 사업성검토 보고서”(2009. 5.)의
추정손익 분석 및 누적사업 수지분석을 수행한 내용임.

123)

124)

협약 또는
변경협약일

사항명

협약 내용 요약
▸민간사업자는 총사업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이행보증금(보증기간: 협약

제27조
2008. 6. 9.
(사업이행보증금)
(2009. 5. 15.)
(내용 변경없음)

체결일~사업시설 운영개시일)을 현금 등으로 납부하도록 약정되어 있는데도
2010. 3. 31. 위 사업의 이행보증금에 대한 보험기간이 만료된 이후인 같은 해
10. 22. 현재(공정 86%로 공사 진행 중)까지 사업이행보증금을 추가 확보하지
않고 방치
▸민간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사업운영개시 예정일(2010. 3. 31.)까지 준공․운영하지

〃

제37조(이행지체)
(내용 변경없음)

못할 경우 총사업비의 0.1%에 지체일수를 곱하여 현금으로 지체상금을 납부하도록
약정하고서도 공사기간을 연장하지도 않고 지체상금 징수에 대해서도 미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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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민간사업자는 사업 부지에 대한 하천점용
허가를 받고, 위 본부는

하천법

제3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징수하여야 한다.

제2조와 제3조에 따라 하천점용료를

부과

그런데 위 본부에서는 2008. 6. 13. “플로팅아일랜드 조성 및 운영사업”의
인공섬 조성을 위해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하여 같은 해 10. 23. 서울지방국토

㎡,

관리청으로부터 한강사업 하천점용허가(점용면적: 9,995
10. 23.

점용기간: 2008.

∼ 2013. 10. 22.)를 받은 후 같은 해 10. 27. 위 허가 사항에 대하여

하천점용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하천점용허가 및 준공인가 알림”(하천계획과
-제3731호) 통보를 받고서도 민간사업자가 공사 중일 때는 하천점용료를 부

⋅징수하지 않아도 된다고 잘못 판단하여 하천점용료를 부과 징수하지 않
고 있었다. 그 결과 “하천점용료 미부과⋅징수 현황”과 같이 “플로팅아일랜
과

드 조성 및 운영사업”에서 국토해양부로부터 하전점용 허가를 받은 3건의
하천점용료 328,059,740원에 대해 위 업체에 부당한 이득을 주었다.

①

이에 따라 2011. 6. 7.자 서울특별시장은 “

“플로팅아일랜드 조성 및 운

영사업”과 “한강 요트마리나 조성 및 운영사업”의 협약에서 민간사업자와 불
공정하게 맺은 해지 시 지급금 조항을 삭제하고 미디어아트 갤러리의 수익
을 반영하여 무상 사용기간을 재검토하는 등 협약 내용을 적정하게 조정하
는 한편, 공사가 지연되어 이행보증기간이 경과한 위 2개 사업의 이행보증금
8,200,500,000원과 1,567,000,000원을 납부받도록 하며, 지체상금을 산정하여
해당 금액을 납부받도록하고,

② “플로팅아일랜드 조성 및 운영사업”의 민간

사업자와 한강 요트마리나 조성 및 운영사업의 민간사업자로부터 미징수한

③ 앞으로 하천점

하천점용료 328,059,740원과 109,074,270원을 각각 징수하며,

용 허가 업무를 처리할 경우 민간사업자의 하천점용료를 징수하지 않는 일
이 없도록 하천점용료 부과 등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는 시정처분
을 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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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가감사체계 개편시 주요 법적 쟁점

Ⅰ. 서설
국가감사체계, 즉 감사원의 소속변경에 관한 논의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이미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감사원의 국회 이관이 논의된 바 있다.
다만 당시에는 감사원의 소속변경은 헌법 개정이라는 중대하고 힘든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이유로 논의의 진전이 더 이상 없었다. 헌법 개정의 논의가
다시 진행되면서 감사원의 소속 변경에 대한 문제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현재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되도록 되어 있으나 국회 소속, 독립기관형으로
의 변경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 현재의 감사조직
체계를 유지하면서 일정한 개선안을 제시하는 견해도 등장하고 있다. 이하에
서는 이점에 관하여 정리해 보기로 한다.
조직체계적 관점에서 논의의 쟁점은 말할 필요도 없이 감사원의 독립성 및
이에 기반한 감사활동의 객관성과 공정성의 확보에 있다. 독립기관화를 주장
하는 견해의 핵심도 여기에 있다. 또 이에 더하여 국회의 국정통제기능을 활
성화하자는 측면에서 감사원의 국회이관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견해이다.
감사원의 소속유형을 현재의 대통령소속형, 독립기관형, 국회소속형으로 나
눌 때 그 기능과 권한의 차이는 무엇이며, 논의의 쟁점인 감사원의 독립성
및 감사활동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가장 잘 확보할 수 있는 유형은 무엇일지
검토해 보기로 하자.

Ⅱ. 감사기관 소속형태별 감사제도 개관
각국의 국가감사체계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독립기관형 혹은 입법부소속형
으로 되어 있고 우리나라와 같이 행정부소속형인 경우는 매우 드물다.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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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소속형태와 관련된 몇 가지 논의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의 정부형태와 감사원 소속형태는 무관하다. 일부 견해에서는 국
가의 정부형태에 따라 감사원의 소속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는 논의도 있다.
그것은 감사조직의 존재의의는 재정에 관한 국가기관 상호간의 책임과 통제
를 확보하는 것에 있으며, 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와 같은 정부형태도 결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위해 국가기관의 상호간 책임과 통제를 확보
하기 위한 조직적 방법이므로, 양자는 구성원리상 서로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통령제인 미국이나 의원내각제인 영국이나 모두 의
회소속형 독임제 최고 회계검사기관을 두고 있는 점으로 볼 때 국가의 정부
형태와 감사원의 소속형태 관련성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최고회계감사기관의 발전은 내부통제형에서 외부통제형으로 발전하
는 바, 소속유형별 발전과정을 보면 행정부소속형에서 의회소속형으로 다시
독립기관형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현재 독립기관형으로 존재하는 나라가 가
장 많다.
셋째, 국가 재정의 생애(life cycle)를 보면

①예산편성 ②예산의 심의와 확

③예산집행 ④회계검사 ⑤결산확인 ⑥결산심사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
①예산편성과 ③예산집행은 행정부에서, ②예산의 심의와 확정과 ⑥결산심사
는 의회에서, ④회계검사 ⑤결산확인은 회계검사기관이 담당함으로써 재정에
정

관하여 국가기관 간 역할과 기능을 적절히 확보하면서 국가기관 상호 간 통
제와 책임을 담보하게 하는 조직체계를 갖추어야 하는데 여기서

④회계검사

⑤결산확인을 담당하는 최고회계검사기관은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출 것이
강하게 요구되고 최고회계감사기관의 조직형태는 이런 관점에서 도모되어야
한다. 이것은 곧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다만 조직의 독
립이 직무의 독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최고회계감사기관의 소속유형은
다 다르지만 대개의 국가 들은 최고회계감사기관의 직무상 독립을 헌법상
혹은 법률상 명시하고 있다. 다만 소속의 비독립이 갖는 한계는 부인하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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렵다. 즉 조직상 독립이 최고회계감사기관의 독립성을 파악하는 본질적 요인
은 아닐지라도, 조직상 비독립은 예산 및 인사상의 통제가능성이 있고 결국
독립성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이하는 주요국가의 감사제도
를 최고회계감사기관 소속형태별로 개관한 것이다.

1. 의회소속형

의회소속형은 최근 감사원의 소속체계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고
려되는 소속유형이다. 그것은 현대사회에서 의회가 갖는 정치적 영향력도 그
러하지만 의회의 국정통제기능도 어차피 감사기관이 갖는 감사기관과 다르
지 않다는 인식에서 비롯되는 것 같다.

가. 영국

영국은 대표적인 의원내각제 국가로 영국의 입헌주의는 의회주권주의
(parliamentary sovereignty)로 대표된다. 영국의 최고회계검사기관이 의회소속
형인 것도 이런 점에 연유한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영국의 경우도 애
초에는 행정부소속의 재무감사관(Audit of Exchequer)이 회계검사기관으로 기
능하였다. 그런데 1983년 국가감사법(National Audit Act)이 제정되면서 국가
감사원(National Audit Office)을 설치하였고 그 최고기관인 회계감사총감을
하원소속으로 함으로써 행정부로부터 독립한 의회소속형 감사기관이 되었다.

나. 미국

미국의 경우 회계검사는 애초에는 행정부 소속인 재무부에서 담당하였다.
1921년 예산회계법을 통하여 대통령의 예산에 관한 권한을 증대시키면서 행

- 98 -

정부의 예산 집행에 대한 통제가 필요해 졌고 이런 이유로 행정부와 독립된
회계검사기관이

성립되었는데

이것이

의회소속의

회계검사원(General

Accounting Office)이다. 회계검사원은 의회의 보조기관이었으나 독립규제위원
회의 한 유형으로 독립된 지위를 가진 연방기관의 하나로 분류된다. 이것은
2004년 인력개혁법에 의해 감사원(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으로 개명
되었다. 미국의 최고감사기관이 의회소속형으로 된 이유에 대해 현실정치면
에서 의회가 우위를 점하고 있었던 점, 예산의 확정권을 가진 의회가 행정부
의 예산집행을 통제, 감독하는 것이 시스템적으로 자연스럽다는 점 등이 제
시되고 있다.

2. 독립기관형

감사원의 소속형태로서 가장 많은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유형이다. 여기에
는 입법, 행정, 사법의 기관에도 소속되지 아니한 독립한 기관으로서 준사법
적 독립기관형과 형식상 행정부에 속해 있긴 하지만 통상적 행정구조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행정기관적 독립기관형이 있다. 전자에 해당하는 국가가 프랑
스, 독일 등이며, 후자에 속하는 나라로는 일본이 있다. 프랑스의 회계법원
(Cour des Comptes)이나 독일의 연방회계검사원(Bundesrechnungshof)은 법원 혹은 법
원을 의미하는 명칭이 들어 있으며 그 소속 구성원도 기본적으로 법관의 자
격을 요하지만 헌법체계상 사법기관이 아니며 독립성을 강조한다는 의미에
서 준사법적 독립기관형이라고 본다. 각 나라의 역사적 발전과정에 따라 감
사기관의 기능도 달리 하는 바, 프랑스의 회계법원은 행정재판의 전심적 성
격으로 분쟁해결적 기능을 가지고 있음에 비해 독일의 연방회계검사원은 분
쟁해결적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감사원의 소속형태가 유사하다고
해서 동일한 기능과 권한은 가지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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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프랑스

준사법적 독립기관 형태로 되어 있는 프랑스의 경우 왕실재정을 통제하기
위해 설립된 회계원(Chambre des Comptes)가 1807년 나폴레옹 1세 때 회계법
원으로 발전하였다. 나폴레옹 체제개혁이후 프랑스의 회계검사제도는 가장
선진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왜냐하면 설립 초기부터 재정집행에 관한 외부통
제시스템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폴레옹1세 때 설립된 회계법원은 행
정부로부터 독립한 기관으로 왕실재정을 통제하는 전통적 기능 이어 받아
초기에는 의회가 아닌 국가원수에게만 보고서가 제출되었다가 1834년 이후
부터는 의회에도 제출하여 행정부와 의회 모두로부터 독립한 전문회계검사
기관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한편 프랑스가 초기부터 행정부나 의회 어디에
도 소속되지 아니한 최고회계감사기관을 둔 것은 프랑스의 의회주의가 안정
적으로 작동하지 못하여 의회에 의한, 외부적 회계감사 기능이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못하였던 데에 원인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프랑스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가 절충된 의원내각제 정부형태를 취하고 있던 점을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나. 독일

독일은 프랑스와 함께 근대형성기에 합의제 독립기관으로서의 최고회계검
사기관을 두고 있다. 조직체계 뿐만 아니라 구성원도 법관 지위를 부여함으
로써 조직상, 신분상 독립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받는다. 독일의 근대적 감사
제도의 기원은 프로이센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빌
헬름1세는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자 했고 이를 위해서는 국부의 축적이
필요했으며 또 여기에는 부수적으로 재정감독의 강화가 요청되었기에 1714
년 일반회계관리청(General-Rechnen-Kammer)을 설립하게 되는데 이것이 행정부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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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독립된

최초의

합의제

감사기관이

된다.

이것은

1868년

최고회계관리청

(Preussischer Oberrechnungs- Kammer), 1871년 독일제국회계검사원(Rechnungshof des
deutschen Reichs)으로 발전하였으며, 2차 대전 후인 1950년
설치

및

직무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현재와

같은

연방회계검사원의
연방회계검사원

(Bundesrechnungshof)으로 발전하게 된다.

다. 일본

일본의 근대적 회계업무는 메이지 시대의 재무성의 전신인 회계관 소속의
1 부국에서 시작된다. 이것은 1947년 회계검사원법이 제정되면서 천황직속에
서 벗어난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회계검사원은 합의제 중
앙행정기관으로 의회와 사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일본에서는 회계검사원
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가 비교적 적었던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원
인은 오랜 동안 자민당의 1당 독주체계가 지속되어 정당 중심적 의회운영으
로 의회와 내각의 견제와 긴장 관계가 활발하지 않았던 점에 기인한다고 판
단된다.

3. 행정부소속형

전술한 바와 같이 최고감사기관의 소속유형은 행정부소속형에서 의회소속
형으로 다시 독립기관형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것은 최고회계감사기관의 통
제 방식이 내부적 통제에서 외부적 통제로 발전하는 경향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행정부 소속형 조직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조
직형태를 갖고 있는 나라는 매우 드물다. 비교적 최근까지 행정부소속형 감
사조직형태를 취하고 있던 스웨덴의 경우 2003년 개혁을 통해 의회조직형으
로 전환하였다. 유럽에서 유일하게 행정부소속형 조직형태를 가지고 있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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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스위스이다. 스위스는 흥미롭게도 감사조직체계가 의회소속형에서 행정
부소속형으로 변경된 나라이다. 스위스의 최고회계감사기관인 회계검사원은
애초에는 연방의회의 재무회계위원회에 소속되었으나 헌법 개정을 통하여
행정부의 재무부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다만 회계검사원의 직무수행은 헌법
과 법률에만 기속되며, 회계검사원의 직무수행에 대해 연방의회나 연방행정
부로부터 자유롭게 보장하고, 연방회계법상 회계검사원의 지위규정은 독일기
본법상 연방회계검사원의 지위규정과 대동소이하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는
독립기관형과 차이가 없다고 평가되고 있다.

Ⅲ. 감사기관의 소속유형에 따른 지위와 권한

1. 개관

감사기관의 소속유형은 행정부소속형, 의회소속형, 독립기관형의 3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어떤 유형이 절대적으로 우월한 제도라고 하기는 어렵다.
각 유형별로 나름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의회소속형의 경우 감
사기관의 의회의 정부에 대한 재정통제기능을 보조하는 측면에서는 매우 효
과적이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결과 감
사활동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한편 행정소속형의
경우 회계검사기능 외에 직무감찰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
다. 직무감찰은 행정부의 내부적 통제수단으로써 행정부 최고 권한자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아서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의회소속형이나 독립기관형의 경
우에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한편, 행정부에 소속되어 있는 결과 행정권
의 오남용을 통제하는데 적합한 신뢰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끝으로
행정부나 의회로부터 독립한 독립기관형의 경우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는 있으나

회계검사기능에 대해 행정부의 협조가 충실하지 않을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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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의 재정통제기능과 감사기관의 회계검사기능이 충돌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등 그 기능의 효율성을 담보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어떤 소속 유형
이 일방적으로 우월하다고 결론짓기 보다는 각 유형별 감사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확인해 봄으로써 우리나라의 실정과 우리나라 감사기관이 목표하고
있는 가치에 부합하는 제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감사기관에 의한 감사활동은 행정부 내부적 통제기능을 담당한다. 행
정부를 통제한다는 측면에서 의회에 의한 국정통제기능과 그 궤를 같이 한
다. 특히 최근에는 의회에 의한 국정통제기능은 입법기능과 유사한 수준의
중요한 기능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와 같이 감사기과의 감사기능과 의회의
국정통제기능이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감사기관의 소속유형별
발전경향이 행정부소속형에서 의회소속형으로 이것이 다시 독립기관형으로
발전하는 경향과도 무관하지 않다. 물론 법원 등 사법기관도 행정소송 등 재
판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국정통제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는 별반 다를
바 없으나, 재판이라는 특유의 절차를 활용하기 때문에 의회 소속형의 경우
와는 작용 메커니즘이 다르다. 왜냐하면 법원에 의한 국정통제방식의 결정체
인 판결, 특히 최종판결은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불가쟁력을 갖는 등 강력한
구속력을 갖기 때문이다. 사법부소속형을 찾아볼 수 없는 것도 이러한 이유
에서 그러하다.
이 연구는 감사결과 처리권한의 행정법적 쟁점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제
시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이하에서도 이러한 관점에서 최고감사기관의 기능
과 권한에 대해 비교 검토해 보고자 한다. 즉 최고감사기관의 소속유형별로
감사결과 처분요구권한의 집행을 위한 구속력 확보수단이 다양하게 존재할
터인데 이들 조치는 최고감사기관의 소속별 체계나 국정체계 속에서의 기능
내지 역할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최고 감사기관의 지위와 권한을 살펴봄으로써 최고감사기관의
처분요구권한 등이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고자 한다. 최고감사기
관의 지위를 살펴보는 것은 그것의 독립성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여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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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법적 독립’과 ‘인적 독립’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먼저 ‘법적 독
립’이란 최고감사기관이 법적 근거를 헌법에 두고 있는지, 개별 법률에 두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며, 이것은 적어도 최고감사기관의 형식적 독립성을
확인하는데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된다. 또한 ‘인적 독립’은 최고감사기관에 대
한 임명절차, 임기, 정년보장여부, 예산 및 인사에 대한 자율성 등이 판단의
근거가 되며, 실질적 중립성을 조성하는 기반이 된다. 다음으로 ‘권한’과 관
련해서는 실제로 그 소속유형에 따라 의회, 행정부, 사법부는 어떤 관계(긴장
혹은 협력의 정도)가 설정되며 감사기능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하는 점이다.
이들 세 영역의 독립성을 판단함으로써 결국 가장 실효적인 감사활동이 가
능한 모델은 무엇인가 하는 점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법적, 조직
적 독립성은 유지되더라도 감사대상기관이 감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감사결
과를 수용하지 않거나 따르지 않는다면 감사기관의 모델로서 적절한 것이라
고 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2. 의회소속형의 경우

전술한 바와 같이 의회소속형의 경우 회계검사기능만 갖고 직무감찰기능은
갖지 않는다. 다만 회계검사가 재정집행의 합법성을 검사하는데 그치지 아니
하고 성과감사까지도 포괄하는 것125)이 최근의 경향인 바, 결국은 회계검사
를 통하여 간접적이나마 직무감찰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1) 영국

가. 지위

김성준 정진수, “주요국 감사원의 감사성과 보고전략 및 시사점” 감사통권 제99호, 2008,
86-93쪽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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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적 근거와 임명 절차
영국의 최고감사기관은 국가감사원(National Audit Office: NAO)이며 그 수
장은 회계감사총감(Comptroller and Auditor General)이다. 따라서 영국의 최고
회계감사기관은 독임제로 운영된다. 국가감사원 및 회계감사총감은 헌법적
근거를 갖는 헌법기관은 아니며 영국 국가감사법(Natioanl Audit Act 1983)에
근거한 법률기관이다. 회계감사총감은 하원 소속 공무원으로 수상이 하원의
공공회계위원회(the Committee of Public Accounts)의 동의를 얻어 하원에 제
출하면, 국왕이 임명발의안을 내고 하원의 의결을 거쳐 국왕이 임명한다. 회
계감사총감은 임기나 정년이 없이 종신제이며, 직무수행상 문제가 없는 경고
상 하원의 결의가 없는 한 해임되지 않기 때문에126) 신분상 독립이 강하게
보장되어 있다.

② 인사상 및 예산 편성상 독립
또한 회계감사총감은 국가감사원의 직원에 대한 임명권 및 보수와 근무조
건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최고감사기구의 인가관리를 규정한 독립적 직
원법을 제정하여 두고 있다.127) 또한 예산편성의 독립성과 관련해서는 회계
감사총감이 공공회계위원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면 여기서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을 하원에 제출하여 확정함으로써 예산편성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

나. 권한

회계감사총감은 감사활동에 관하여 완전한 자율성을 보장받고 있다. 즉 회
계검사권을 가지며 직무감찰권은 가지지 않는다. 회계감사총감은 회계검사의
안경환 외, 감사환경변화에 대응한 감사원의 역할 등에 관한 연구, 2006, 부록 5쪽.
조형석 신민철, 주요국 최고감사기구의 지위 및 기능에 관한 비교연구, 감사연구원,
2012, 40쪽

126)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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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 여부 및 방법에 관하여 완전한 재량권을 갖는다. 다만 검사 실시 여부
를 결정함에 있어 하원의 공공회계위원회의 제안이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하
도록 하고 있다.128) 회계 검사에는 회계의 수입과 지출이 합법적인지를 심사
하는

재무감사(financial

자원사용의

audit)와

경제성(economy),

효율성

(efficiency), 효과성(effectiveness)을 검사하는 성과검사(performance audit)로 나
뉜다. 여기서 경제성은 재원지출에 있어서의 최소화를 달성했는지를 검사하
며, 효율성은 투입비용과 산출물간의 최적화를 이루고 있는가를 검사하고,
효과성은 계획과 결과간의 최적화를 달성했는지를 검사하는 것이다. 감사대
상기관은 성과검사의 경우 정부부서와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수입의 2분의
1 이상의 공적자금을 지원 받는 기관이나 단체를 포함한다.129) 회계감사총감
은 회계검사권의 수행에 있어 자료 및 정보요구권, 회계감사의 결과에 대해
수시로 하원에 보고할 권한과 의회에 피감기관에 대한 자문권을 갖는다.130)
또 행정부에서도 회계감사총감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는 있으나, 이에 응할
의무는 없다.131) 회계감사총감은 감사결과를 하원의 공공회계위원회에 보고
하면 여기서 회계감사총감의 감사보고를 실시하여 대상기관이 출석한 청문
과정을 거쳐 최종권고안을 채택한다.

다. 평가

회계감사총감을 종신제로 임명하고 있는 점, 회계검사 실시 여부 및 방법
의 결정에 있어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는 점, 국가감사원에 대한 예산 및 인
사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회계검사업무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립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28)
129)
130)
131)

영국
영국
영국
영국

국가감사법(Natioanl Audit Act 1983) 제1조 제3항
국가감사법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
국가감사법 제8조제1항, 제9조
국가감사법 제1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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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가. 지위

① 법적 근거 및 임명 절차
미국의 최고감사기관은 회계검사원(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GAO)
이며, 그 수장은 회계검사원장(Comptroller General of the United States)이다.
따라서 미국의 최고회계감사기관은 독임제로 운영된다. 회계검사원 및 회계
검사원장은 헌법적 근거를 갖는 헌법기관은 아니며 미연방법전(U.S. Code),
예산 및 회계절차법(Budget and Accounting Procedures Act of 1950) 등에 근거
한 법률기관이다.
미연방법전 제31권 제702조a에서는 “회계검사원은 행정 각부로부터 독립된
미국정부의 기구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행정부 소속기관인 것으로 오인할
수 있으나 이 기관이 의회소속임은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즉
Reorganization Act of 1945에서는 회계원장과 회계검사원을 입법부 소속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예산 및 회계절차법(Budget and Accounting Procedures Act
of 1950)에서는 회계원장을 의회의 예산검사대행기관으로 명시하고 있고, 회
계검사원의 예산을 입법부예산법에 의해 편성하도록 하고 있는데서 이점을
확인할 수 있다.
회계검사원장은 하원의장, 상원임시의장, 양원을 구성하는 각 정당의 원내
대표, 상원의 행정위원회 위원장 및 소수당 수석위원, 하원의 정부운영위원
회 위원장 및 소수당 수석위원 등으로 구성되는 추천위원회로부터 추천된 3
인의 후보 중에서 상원의 인준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132). 회계검사
원장의 임기는 15년 단임이며, 정년은 70세이다. 또 탄핵 혹은 양원으로부터
영구적인, 장애, 비능률, 직무태만, 불법행위, 중죄나 비윤리적 행위 등의 사
132)

미국 연방법전 제31권 제703조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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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없는 한 면직되지 않는다.133) 물론 여기에는 청문과정과 양하원 공동결
의 절차도 있다.

② 인사상 및 예산 편성상 독립
회계검사원장은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자율권을 가지며, 특히 인사관리를
위한 직원법을 제정하여 두고 있다.134) 또한, 예산편성의 독립성과 관련해서
는 회계검사원의 예산은 입법부의 예산으로 편성되며, 회계검사원장이 예산
요구안을 마련하고 하원과 상원의 의결을 거쳐 세출법률로 확정하도록 되어
있어 예산편성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

나. 권한

회계검사원의 직무는 연방정부의 예산사용을 검사함으로써 재정활동을 통
제하는 것이며, 회계검사는 재정지출의 합법성을 심사하는 재무감사를 넘어
서 효율성평가 및 정책평가를 포함하고 있다. 비중으로는 재무감사는 10%정
도에 불과한데 비해, 정책평가 즉 사업평가(program evaluation)는 80%를 넘고
있어서 정책평가가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의 감사
제도가 기본적으로는 영국의 그것을 많이 모방한 듯 하지만 세부적으로는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재무검사보다는 정책평가에 훨씬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점은 미국이 대통령중심제를 취하고 있는 점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즉 행정부의 집행활동에 대한 직무적 통제를 회계감사를 통하여 하
려는 의도가 보인다.
회계검사의 실시여부에 대해서는 영국과는 달리 회계검사원장의 자율적 판
단으로 하지 않고 상원 또는 하원이 지시한 경우나 소관위원회가 요청한 경
미국 연방법전 제31권 제703조c.
조형석 신민철, 주요국 최고감사기구의 지위 및 기능에 관한 비교연구, 감사연구원,
2012, 40쪽

133)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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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 실시하며, 그 결과에 대해 보고의무, 정보제공의무, 권고의무 등을 두고
있다. 또 실제로 회계검사업무의 80% 이상이 의회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으
며, 특히 다수당의 요청에 의한 것이 대다수라고 하는 점에서 볼 때 영국의
경우보다 의회에 대한 종속성이 강하고 특히 다수당의 지배적 위치에 의한
압력을 피할 수 없다는 점도 중대한 문제점이라고 판단된다.
회계검사원은 원활한 기능수행을 위해 각 기관에 대해 정보요구권과 정부
기록물검사권135), 일정한 경우 일반 국민에 대해서도 정보요구권136)을 가지
고 있다.
감사대상기관과 관련하여 영국의 경우 정부부서, 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
부터 일정한 공적자금을 지원 받는 기관이나 단체로 한정되나 미국의 경우
에는

특정조건

하에서

지방정부(주정부

및

지역정부)와

기초자치단체

(Municipalities)도 감사대상으로 하고 있다.
회계검사원장은 회계의 정확성과 회계에 대한 검사결과, 공공지출의 경제
성과 효율성 개선에 대한 권고사항, 정책평가결과 필요한 권고사항 등을 의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권고에 대해 해당 부서의 장은 상원의 행정위원
회, 하원의 정부운영위원회 및 양원의 세출위원회에 권고에 대해 취한 조치
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미국의 경우는 영국과는 달리 회계검사원이 포렌식 감사(forensic audit)를
수행한다. 미국의 회계검사원은 기존의 부정, 비리 조사업무를 수행하던 특
별수사대(Office of Special Investigation)에 특별기능을 보강하여 2005년부터
포렌식감사 및 특별수사대(Forensic Audit and Special Investigation Unit)를 설
치하여 운영 중이다. 여기서는 부정행위나 부패사건 등에 대한 과학수사를
담당하며 조사결과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 등 집행기관에 통보한
다.137)

135)
136)
137)

미국 연방법전 제31권 제716조a.
미국 연방법전 제31권 제716조c.
자세한 것은 회계검사원 홈페이지 참조(http://www.gao.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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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평가

회계검사원장의 임명 과정에서 다양한 정파와 의회의 다양한 조직으로 구
성된 위원회로부터 추천되므로 당파적 성격이 배제되고 행정부에 대해서도
독립성을 확고히 보장받게 된다는 점, 회계검사원장의 임기가 대통령의 중임
보다도 더 길게 보장되어 있어 행정부에 대해서 직무상 독립성을 강하게 보
장하고 있다는 점, 법관과 유사하게 탄핵 혹은 해임이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
지 않고는 면직되지 않도록 신분보장을 강하게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형식
적으로는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임명절차에서 다수당의 입김
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점 및 회계검사과정에서도 다수당에 의한 지배력
이 강하게 노출되는 점 등은 최고감사기관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미국의 회계검사원은 포렌식 감사를 하며 그 결과를 법
무부에 통보하는 등 부정과 비리활동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통제활동을 하
고 있는 점도 중요한 특색이다. 이것은 최고감사기관이 행정부의 재정활동에
대한 내부적 통제를 지원하는 역할로 이해된다.

3) 정리

영국과 미국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비교된다. 먼저, 최고감사기관의 신분
및 직무상 독립성에 대해 살펴보면, 영국과 미국 모두 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부(국왕,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는 동일하나 그 추천권을 행사함에 있
어 영국의 경우에는 국왕이 하고 미국의 경우에는 의회가 한다는 점이 다르
다. 따라서 의회종속성은 미국의 경우가 더 강하다. 특히 임명절차에서 다수
당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점도 지적해 둔다.
직무권한의 행사 면에서도 마찬가지의 현상을 엿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재무감사보다는 정책평가를 목적으로 하는 회계감사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
고 있고 회계검사의 대부분이 의회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지며 여기서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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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미국의 정치현실이 갖
는 특징을 반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의회에 지나치게 종속되어 있어 권한행
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엿보인다.
다만 전술한 바와 같이 의회소속형으로 최고감사기관의 권한이 회계감사에
있고 직무감찰권은 없으나, 영국의 경우는 정책의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을
검사하는 성과검사의 비중이 미국의 경우는 정책평가의 비중이 모두 높아지
고 있는 추세여서 양국 모두 의회에 의한 재정통제뿐만 아니라 행정부에 대
한 직무통제에 대한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독립기관형의 경우

독립기관형 감사기관의 경우 의회소속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는 회계감사권만 가지며 직무감찰권은 가지지 않는다. 직무감찰은 기본적으
로 행정부 내부적 감사기능이라는 점에서 독립기관형 감사기관이 직무감찰
권을 가지지 않는 것은 조직 구성의 특성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최고감
사기관을 독립기관으로 구성한 것은 의회나 집행부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
고 이를 통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독립기관으로
구성하는 경우 사법부와 유사한 구성형식을 취하며 그 구성원에 대해서도
법관 수준의 신분보장을 하고 있다. 독립기관형 최고감사기관이 준사법기관
으로 구성된다는 점은 중요한 특징이다. 예컨대 프랑스의 회계법원이나 독일
의 연방회계검사원은 그 조직이나 인적 구성에 있어 법원 혹은 그에 가까운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법기관에 준하는 형식으로 최고감사기관을
구성하는 경우 감사기능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는 있으나, 사법적
판단의 경직성으로 합법성 판단에만 머무르고 합목적성 판단은 그르칠 가능
성이 있다. 이러한 지적 때문인지 독일의 연방회계검사원에는 그 구성원 중
적정 수의 인원에 대해서는 재정학이나 경제학에 대해 기초적 소향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또 프랑스의 경우에도 법관 외에 행정공무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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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으로 충원되는 사례가 늘임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에 대응하고 있다.

1) 프랑스

가. 지위

① 법적 근거 및 임명 절차
프랑스의 최고감사기관은 회계법원으로서, 회계법원은 프랑스 헌법 제47조
-2에 근거하고 있는 헌법기관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 회계법원의 명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형식상 실무상으로도 법원의 유형에 속하며 대개는 행정법
원의 한 유형138)으로 이해한다.
회계법원의 법원장인 제1재판장은 별도의 자격요건은 없으며, 내각회의의
명령에 의해 임명된다. 별도의 임기가 없이 정년제로 운영되며 법원장의 정
년은 68세이다. 회계법원의 구성원은 법관과 외부충원재판관, 검찰국장, 검찰
국의 검사 등으로 구성되며, 각 법관은 법관의 신분을 가지며 법관으로서 신
분보장을 받는다.
회계법원내에는 재판관회의, 재판부합동회의, 재판부 간 법관단체와 재판부
간 구성체 등의 합의제기구가 구성되며 회계법원의 합의제 결정방식은 감사
활동의 공정성과 신중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139)

② 인사상 및 예산편성상 독립
회계법원의 법관은 대통령의 명령에 의해 임명되며, 외부충원재판관, 검찰
국장, 검찰국의 검사 등은 내각회의 명령의 명령에 의해 임명된다.140) 모두
정재황, “프랑스의 감사원제도에 대한 연구” 세계헌법연구 제13권제1호, 2007, 443-444
쪽.
139) 정재황, 앞의 논문, 440-441쪽.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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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의 승인이나 의결과 같은 개입절차 없이 임명되므로 행정부의 추천으로
행정부가 임명하는 나라로 분류되고 있다.141) 국가공무원법외에 회계법원 소
속 직원을 규율하는 직원법이 별도로 존재한다.142)
회계법원은 심사계획을 정함에 있어 자율권을 갖는다. 프랑스 헌법평의회
는 회계법원이 심사계획안을 상원과 하원의 재정위원회와 총괄보고 위원들
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들이 이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2001년 재정법에 관한 조직법 제58조제1항제5호를 회계법원의 독립성을 침
해한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143)
예산편성과 관련해서는 (최고감사기관에 대해 특별한 예산편성 절차를 두
지 아니하고) 다른 중앙행정기관과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어
예산편성권에 있어 독립성은 보이지 않는다.144)

나. 권한

회계법원은 회계검사권만 가지며 직무감찰권은 가지지 않는다. 회계법원은
독립된 지위에서 의회의 정부에 대한 재정통제권을 보조할 뿐만 아니라 정
부의 내부적 재정통제활동도 보조한다. 회계법원의 회계검사방식이 재판적
통제와 비재판적 행정적 통제로 나뉘며, 재판적 통제는 공공회계의 수입과
지출의 적법성을 판단하여 일정한 결정을 내리는 것인데 비해서 비재판적
행정적 통제는 심사결과와 의견을 대상기관에 통지하거나 보고서를 작성하
는 것으로 최근에는 재판적 통제에 의한 합법성심사보다 비재판적 통제에
의한 효율성 심사의 비중이 증대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점으로 볼 때 회계
법원이 정부의 내부적 재정통제활동을 보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장영수.차진아,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 확보방안 : 감사원의 소속과 관련하여, 감사원
보고서.2009, 136쪽.
141) 조형석 신민철, 앞의 보고서, 36쪽.
142) 조형석 신민철, 앞의 보고서, 40쪽.
143) 정재황, 앞의 논문, 458쪽.
144) 조형석 신민철, 앞의 보고서, 38-39쪽.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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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원의 감사대상기관은 필수적 대상기관으로 국가, 국가적 공공단체,
공기업, 사회보장기관이 있고, 임의적 대상기관으로는 필수대상기간이 의결
권 혹은 자본의 과반수를 갖거나 의사결정이나 경영에 지배적 권한을 갖는
사법상 기관이나, 공적 재정지원을 받는 사법인, 공공기부금으로 운영되는
공익기관 등이 있다.145)

다. 평가

먼저 지위와 관련해서는 프랑스의 최고감사기관인 회계법원이 행정법원의
한 유형으로 분류되는 점, 합의제 결정방식을 갖추고 있는 점, 그 구성원이
법관으로서 신분보장을 받으며, 심사계획을 정함에 있어 의회의 개입 없이
자율권이 인정되는 점, 직원을 규율하는 별도의 직원법을 두고 있는 점 등으
로 판단할 때 공정성, 객관성을 유지하려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다만 예
산편성권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예산편성에 관한 절차를 두고 있지 아니하고
다른 중앙행정기관과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는 점은 아쉽다.
권한과 관련해서는 회계검사권만 가지고 직무감찰권은 가지지 아니하나,
회계검사방식과 관련하여 비재판적 행정적 통제를 많이 활용하여 정부정책
의 효율성 심사가 강화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정부의 내부적 재정통제의
보조활동을 통하여 간접적으로나마 직무감찰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판단된
다.

2) 독일

가. 지위

① 법적 근거 및 임명
145)

정재황, 앞의 논문, 4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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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최고감사기관은 연방회계검사원(Bundesrechnungshof)으로 독일기본
법 제114조 제2항에 근거하고 있는 헌법기관이다. 연방회계검사원의 원장은
연방정부의 제청에 의해 연방의회 및 연방참사원에서 선출된 자로서 연방대
통령이 임명한다. 프랑스의 회계법원의 법원장이 의회의 개입 없이 내각회의
의 명령으로 임명되는 것과는 절차상 차이가 있다. 임기는 12년 단임이며,
정년은 65세로 정년에 도달하면 퇴직하여야 한다.146) 연방회계검사원의 구성
원은 원장, 부원장, 국장, 과장 중 3분의 1 이상은 법관의 자격을 요구하며
구성원 중 적정수는 경제학 혹은 기술적 기초지식이 있을 것을 요구한다. 또
구성원에게는 법관고자 같은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147) 연방회계검
사원의 의사결정방식은 합의제로 감사활동의 직무상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
보하고 있다.

② 인사상 및 예산편성상 독립
의회나 집행부로부터 독립한 연방최고관청으로 그 조직과 절차에 관한 업
무규칙(Geschaeftsordnung)에 대한 제정권이 있으며,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다
른 헌법기관인 연방대통령, 연방의회, 연방참사원, 연방헌법재판소와 마찬가
지로 예산편성안을 제출하면 재무부장관은 이를 특별히 고려하여야 하고, 재
무부장관의 수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재무부장관은 제안과 다른 점을 연
방정부에 통지해야 한다.148)

나. 권한

연방회계검사원은 연방의 재정통제기관으로서 회계감사권만 가지며 직무감
찰권은 가지지 않는다. 회계감사의 시행과 관련하여 검사 사안의 선택, 시기
146)
147)
148)

독일 연방회계검사원법 제3조제2항제2문.
독일기본법 제114조제2항제1문.
독일연방예산기본법(Bundeshaushaltsordnung) 제28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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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시행방법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149) 회계검사원은 회계검사결과를 대상
기관에게 통지하고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른 기관과 연방의회
의 예산위원회에도 통보할 수 있다. 또한 감사결과가 재정적으로 중요한 의
미를 가질 때에는 재무부장관에게도 통보할 수 있고,150) 회계검사처리와 관
련하여 변상요구권을 갖는다.151) 또 연방회계검사원은 연방의회, 연방참사원,
연방정부 및 연방의 각부에 대해 재량적으로 자문권을 행사할 수 있다.152)
이런 점들은 연방회계검사원의 회계검사활동이 의회의 재정통제작용에 대한
보조작용뿐만 아니라 행정부의 재정활동에 대한 내부통제 보조작용도 한다
는 것을 간접적으로 방증하는 것이다. 회계검사의 수행을 위해 연방회계검사
원에게는 문서제출요구권과 정보접근권이 인정되고 있다.153)
연방회계검사원의 회계검사기준은 적법성원칙과 경제성원칙에 따른다. 적
법성원칙이란 예산법률이나 예산계획의 준수여부, 수입과 지출의 근거와 계
산증명여부등 회계의 정확성과 적법성에 대한 판단 즉 재무검사를 의미한다.
이에 비해 경제성원칙은 정책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목적과 수단과의 비례관
계가 적정한지를 평가하는 효율성원칙 즉 사무평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
데 최근 경제성원칙에 다른 효율성 통제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154)

다. 평가

먼저 지위와 관련해서는 독일의 최고감사기관인 연방회계검사원은 헌법상
기관이라는 점, 합의제 결정방식을 갖추고 있는 점, 그 조직, 구성과 직무활
동이 사법부와 유사한 정도의 독립성이 인정되는 점, 조직과 절차에 관한 규
칙제정권이 인정되고 예산편성권과 관련해서도 예산편성안 제출과 관련하여

149)
150)
151)
152)
153)
154)

장영수.차진아, 앞의
독일연방예산기본법
독일연방예산기본법
독일연방예산기본법
독일연방예산기본법
장영수.차진아, 앞의

보고서, 131쪽.
제96조제1항.
제98조.
제88조제2항.
제91조.
보고서, 1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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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장관의 고려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점 등으로 판단할 때 공정성, 객관
성을 유지하려는 형식체계를 갖추고 있다.
권한과 관련해서는 회계검사권만 가지고 직무감찰권은 가지지 아니하나,
중요한 감사결과의

재무부장관에 대한 통보나 변상명령 그리고 연방의회,

연방참사원, 연방정부에 대한 자문권 등으로 볼 때 행정부의 내부적 재정통
제에도 중요하게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독일 연방회계검사원의 경우 독립기관형인 결과, 행정부나 입법부와
의 단절으로 정보접근의 제한과 감사결과의 실제적 반영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155)

3) 정리

독일의 연방회계검사원은 프랑스와 같은 법원은 아니지만 조직과 인적구
성, 직무수행에 있어 사법부 유사한 정도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그 주된 기능이 의회의 재정통제기능을 보조하는 것
이지만 의회소속형의 경우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정파나 정치적 영향력으
로부터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한편, 프랑스의 비재판적 행정적 감사에 의해 정책의 효율성 평가 즉 사업
평가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회계검사기준
중 적법성원칙보다 경제성 원칙의 비중이 증대되고 있는 점 등에서 양국 모
두 정부의 사업평가를 통한 정책통제기능이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의회소속형의 경우에도 같은 결론을 확인한 바 있다. 또한 프
랑스, 독일 모두 감사의 유형으로 재무감사나 정책감사(사업평가) 외에 포렌
식 감사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행정부에 대한 직무통제적 기능
이 있음을 볼 수 있다.
최승필 임현 서승환, “감사원 독립성의 규범적 의미와 기능에 대한 검토”, 공법연구 제
45집 제4호, 한국공법학회, 2017, 1쪽.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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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모두의 경우에서 회계검사권만 가지고 직무감찰권은 가지지 아니하나
의회에 대한 재정통제의 보조활동뿐만 아니라 정부의 내부적 재정통제의 보
조활동을 통하여 간접적으로나마 직무감찰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4. 행정부소속형의 경우

행정부소속형은 감사기관을 대통령 기타 행정부소속하에 둔다. 우리나라의
감사원이 이에 해당되며, 최근까지 행정부소속형을 유지하던 스위스가 2003
년 의회소속형으로 바꾸었으므로 현재는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행정부소속
형을 찾기는 어렵다. 소속유형의 발전과정을 보면 행정부소속형에서 의회소
속형으로, 다시 독립기관형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현재 독립기관형의 체계를
갖추고 있는 나라가 가장 많다.156) 즉, 2차 세계 이전의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은 행정부소속형이었다가 독립형의 감사기관으로 전환한 것이다. 그것은
감사기관이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한 것이 충분한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 유형은 최고감사기관을 행정부수반에 소속된 기관으로 하면서 그 수장
의 임면권한도 행정부수반의 권한으로 하고 직무수행 및 그에 대한 보고도
행정부수반에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감사대상도 집행부 소속
의 중앙정부와 각 지방정부 및 그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등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에게 집행과 감시권의 집중되므로 권력남용 가능성을 배
제하기 어렵다. 제도유형상으로는 행정부에 국가권한이 집중되어 있고 권력
분립이 충실하지 아니한 국가에 어울릴 수 있다.
대통령소속하의 감사원은 회계감사기능 외에 직무감찰기능을 수행한다. 직
무수행에 있어 예산과 수입을 다루는 회계는 직무감찰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되므로 양자가 유기적 결합은 결과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창
출할 수 있다. 원래 심계원과 감찰위원회로 구분되어 있던 것을 결합하여 통
156)

조형석 신민철, 앞의 보고서, 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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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한 것은 감찰기능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에 대한 효과도
긍정적이었다고 평가된다.157) 다만, 감사원이 대통령아래에 있다는 점은 대통
령의 권위를 이용하여 막강한 감사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는 효율성 판단은
할 수 있지만 대통령의 그늘을 벗어날 수 없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으며 그
러한 사례는 끊임 없이 노정되고 있다.
우리 헌법 제97조는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으
며 감사원법 제2조제1항에서는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행정부소속이라는 점은 헌법에서 규정하
면서도 감사원의 독립성에 관해서는 법률에서 명령하고 있다. 이런 점도 감
사원의 독립성이 충실하지 못하게 된 사유가 된다.

5. 결어 - 감사기관의 독립성과 감사기능의 효율성의 조화

최고감사기관의 소속유형을 어떻게 정할지는 쉽지 않은 문제이다. 각 소속
유형별로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먼저, 의회소속형의 경우 의회는 감사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중
요한 통로의 역할을 한다. 즉 의회가 가지는 국가재정에 관한 통제권과 기능
적으로 연계되어 시너지 효과를 가져와 궁극적으로는 재정민주주의 원칙을
관철할 수 있게 되며, 의회가 가진 입법권과 대정부통제권을 통하여 감사활
동의 실효성을 지원할 수 있다. 또 특정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감사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이를 수행할 하부조직이 없는 현재의 국회로서는 예산의
합법적이고 효율적인 집행 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 되고 정부에 맞설
수 있는 실질적 권한과 조직을 확보하게 된다. 하지만 의회에 막대한 권한이
집중될 수 있다는 단점은 피할 수 없다. 현대 국가는 정당에 의해 지배되는
정당국가로 다수당은 의회를 지배하게 되고 이를 통하여 국정전반을 주도하
게 된다. 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다수당의 지배력은 때로는 횡포에 가깝다.
157)

장영수.차진아, 앞의 보고서, 142-1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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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재정의 생애(life cycle)를 보더라도

①예산편성 ②예산의

심의와 확정

③예산집행 ④회계검사 ⑤결산확인 ⑥결산심사에 이르기까지 중 ①예산편성
과 ③예산집행을 제외한, ②예산의 심의와 확정, ④회계검사 ⑤결산확인 ⑥
결산심사까지를 모두 의회에서 담당하게 되면 기관상호간 책임과 통제를 통
하여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그림은 그리기 어렵게 된다. 예산배분에 있어
이익집단의 개입이나 지역이기주의가 지배한다거나 구태적인 정쟁의 사례에
서 보이는 바와 같이 다른 구미(

)의 국가에 비해 의회민주주의가 성숙되

지 아니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또한, 감사 결과 등 제반조
치가 행정부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예컨대 미국의 회계
검사원(GAO)은 입법부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미국 행정기관들이 연방정부
회계기준과 관련하여 회계검사원(GAO)의 기준보다 행정부 내부의 기준을 따
르는 경우가 많아서 회계검사원(GAO)의 기준이 유명무실해지는 경우가 있다
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는 점은 중요한 시사점이다. 이런 현상은 대통령중심
제이면서 권력분립이 잘 이루어진 나라에서 예상될 수 있다. 또한 의회소속
형일 때에는 독립기관형일 때 발생할 수 있는 감사의 실효성 저하의 위험을
줄일 수 있으며, 입법권과 대정부통제권을 비롯한 여러 권한을 보유하고 있
기 때문에 의회소속형의 경우 이러한 권한을 바탕으로 감사의 실효성을 확
보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독립기관형의 경우 조직 인사 예산상의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
고, 민주적 재정통제의 목적을 유지하면서도 의회소속형의 한계로 지적되는
의회 자체나 다수당에 의한 정치적 이용이나 독립성 훼손의 가능성을 감소
시킬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의회소속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감사대상인
행정기관의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는 여전히 어렵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고감사기관을 의회소속으로 하든, 대통령 소속으
로 하든, 독립기관형으로 하든 모든 방안이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
다. 따라서 제도선택에는 반드시 보완이 수반되어야 하며 그 핵심의 감사기
관으로서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감사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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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연구에서 어떤 소속유형을 선택하는 것은 적절하지도 않거니와 큰 의
미도 없다. 한 소속유형을 선택하더라도 완전하지 아니하여 보완이 필요하므
로 매우 디테일한 제도설계를 수반하지 않고서는 소속유형을 제시하는 것은
불필요한 논란만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의 상황을 유지하든 개
정을 통하여 새로운 유형을 택하든 간에 적어도 헌법상 명문의 규정으로 감
사원의 독립성에 관한 내용을 두는 것은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Ⅳ. 감사기관의 감사결과의 처리

1. 감사결과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서 보고와 처분요구

감사기관에 의한 감사결과에 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세 가
지 정도가 유형화되어 있다. 감사결과에 대한 의회보고, 감사결과에 대한 처
분요구, 감사결과 권고조치의 이행정도에 대한 의회보고 등이 그것이다.
먼저, 감사결과에 대한 의회보고와 관련해서는 의회보고와 더불어 많은 나
라에서는 감사결과를 행정부에 통보하거나 시민에게 공개하기도 한다. 이 연
구에서 살펴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에서는 감사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고
행정부에 통보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에게도 공개하는 절차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일본의 경우에는 의회보고와 시민
공개만 있고 행정부에 통보하는 과정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감사결과에
대한 의회보고 과정은 감사기관의 소속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국가에서 대체
로 갖추어진 프로세스이다.
다음으로, 감사결과의 이행확보를 위한 처분유형과 관련해서는 징계요구,
시정요구, 변상조치요구 등과 같은 처분요구가 주된 수단이 되며 준사법적
변상명령을 하거나 감사기관에서 범죄혐의를 검찰에 통보하는 나라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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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독일이나 미국, 영국의 경우 징계요구 및 시정요구와 변상조치가 가
능하나 준사법적 변상명령은 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프랑스의 경우
징계요구 및 시정요구와 변상조치 외에도 준사법적 변상명령도 가능하다. 프
랑스의 경우 감사기관이 준사법적 변상명령이 가능한 것은 프랑스의 감사조
직이 법원조직 유사한 준사법적 독립기관이라는 점에서 쉽게 유추할 수 있
다.
또한 감사기관의 권고조치에 대한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결과 권
고조치를 대상 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다시 의회에 보고하는 것
도 감사결과 이행확보수단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이러한 시스템을 취
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는 의회소속형 국가인 미국과 영국이다. 미국과 영
국의 경우 감사대상기관은 처분요구 등에 대한 이행결과를 감사기관에 다시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경우 감사결과 권고사항은 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적 구속력을 담보하고 있지는 못하다. 그러나 의회가 최고감
사기관인 회계검사원(GAO) 보고서와 대상기관의 조치내역 등에 표시된 입장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회계검사원(GAO)의 경우 감사대
상기관이 60일 이내 제출한 집행계획을 반기별로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의회 및 행정부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에게도 공
개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감사대상기관에 대해서는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과
지적 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 등을 기재한 관리서한(Management Letter)를
보내어 간접적으로 이행을 확보하고 있으며, 감사대상기관이 아닌 각 부처에
대해서는 감사대상기관의 감사결과 지적된 내용과 함께 모범사례도 전파하
여 실효성 있는 감사제도를 운용하도록 노력하고 있다.158)
이하에서는 각 국가별 감사결과 처리 내용을 살펴보는데 다음에서 보는 바
와 같이 그 소속유형별로 처리 과정이 일관성 있거나 유형화되어 있지는 아
니하며 나라마다 제 각각이다. 다만 이 연구의 목적인 감사결과의 처분요구
권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감사결과의 처리과정 내지 이
158)

조형석 신민철, 앞의 보고서, 52-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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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한 행정통제과정을 국가별로 살펴본 것이다. 따라서 처리과정 등에 대
한 분류의 틀이 일정하지 않다.

2. 프랑스

프랑스의 회계법원에서는 회계검사에 대한 통제와 관련하여 재판적 통제와
비재판적 통제를 하고 있는 바, 그것은 각각 통제의 대상에 따라 다르다. 프
랑스에서는 재정관리를 담당하는 자는 재정에 관한 명령과 승인권을 갖는
재정명령관(ordonateur)과 그로부터 명령을 받아 수입원을 징수하고 지출을
담당하는 회계관(comptable)으로 구분되며, 재판적 통제는 회계관의 회계행위
를 대상으로 하고 비재판적 통제는 재정명령관의 재정관리, 경영의 효율성을
대상으로 한다. 재정명령관과 회계관은 구분은 비교적 명확해서 재정명령관
과 회계관의 역할은 각각 할 뿐 그 역할이 겸해져서도 안 된다.159) 우리나라
의 경우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정에 관한 명령권을
가지며 재정담당 공무원이 재정집행자로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프랑스의
경우와 다를 바 없는데, 회계행위에 대한 재판적 통제는 회계담당자에게만으
로 제한한다는 것은 흥미롭다. 회계관에 대한 심사결과 회계관이 수입을 제
대로 확보하지 않았다거나 지출이 위법하게 행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계관에게 채무변제를 명하는 판결을 내리며, 회계관의 회계가 적법하다고
판단되면 면책결정을 한다.
회계법원의 관할은 국가기관 및 단체에 한하며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지방
공공단체는 지방회계원에서 담당하며 회계법원은 항소심으로서 기능한다. 또
한 회계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최고행정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상고는 회
계관 뿐만 아니라 재무부장관, 기타 관련 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제
기할 수 있으며 상고심에서는 회계 내용 자체에 대해서 심사하는 것이 아니
다만, 재정명령관이 회계권한이 없이 회계를 하는 등 ‘사실상의 회계관(comptable de
fait)으로서 역할을 한 경우에는 재판적 통제의 대상이 된다.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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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회계법원이 법규범을 정확히 적용하였는지를 심사하게 된다.
다음으로 비재판적 통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재정명령관을 대상으로 하며,
공적 기관에 의해 관리되는 예산이나 기금 등을 유효, 적절하게 사용하였는
지 등에 관한 재정관리 내지는 경영의 효율성을 통제하는 것으로 행정적 통
제의 성격을 지닌다. 즉 재정담당자에게 법적 처분이나 명령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통제결과와 그 검사의견을 통지하거나 보고서를 작성하
여 보고하는 방식이다. 물론 회계관에 대한 재판적 통제와 동시에 이루어지
기도 한다. 비재판적 통제는 재정관리나 경영의 효율성을 대상으로 하기 때
문에 그 통제 대상의 범위가 재판적 통제의 경우보다 훨씬 넓다. 그 구체적
인 프로세스를 보면 경영효율성통제에서 회계법원이 위법성이나 경영과실을
발견하면 심사의견을 표명하거나 보고서를 작성하여 고발하거나 유관기관에
통지한다. 구체적으로는 가장 중대한 사안의 경우에는 회계법원장이 해당 장
관에게 중대 위법사항을 알려주고 긴급질문(référé)을 하는 조치를 하면 장관
은 이에 대한 답을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그 답변은 의회의 재정위원회나
국정조사위원회에 전달된다. 또한 검찰총장이 업무책임자에게서 사안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위법사항을 알리는 조치를 하기도 한다.
회계와 재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위법행위의 징계는 회계법원이 아
니라 별도의 예산재정징계법원에서 담당한다. 회계법원은 경영의 효율성, 재
정관리 대한 비재판적 통제 결과 재정명령관에게 명백한 위법성이 확인되면
회계법원은 예산재정징계법원에 제소할 수 있고 이 위법사실이 형사책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에 고발하고 관련 장관에게 통지한다.
회계법원에 대한 비재판적 통제는 국가기관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공기업
및 사회보장기관에 대해서도 한다. 회계법원은 공기업의 회계의 적법성과 충
실성에 대한 의견과 개선책을 제시하며 공기업의 경영의 질에 대한 의견도
제시한다. 또한 공기업에 대한 경영통제는 공기업의 간부들이나 감독기관도
참여하여 대심적 절차로 진행된다. 그 심사의 결과는 관련 장관들에게 보고
서로서 제출되고 이보고서는 의회의 재정위원회에 제출된다. 사회보장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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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도 지방의 사회보장금고에 대한 통제 및 회계감사를 광역도 또는 도
의 회계심사위원회에서 하고 이를 회계법원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160)

3. 독일

독일에서의 감사결과의 실효성 확보수단은 보고를 주로 하며, 권고는 있으
되 이를 담보하기 위한 실행방법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즉, 독일의 연방회계검사
원(Bundesrechnungshof)은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논증(Argumente)의 방
법으로 피감사기관을 설득할 뿐, 집행력 있는 강제이행수단은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감사기관이 권고를 수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에 대한
법적 이행방법은 없다. 다만 권고 내용의 불이행은 연방회계검사원에 의한
지속적인 비판의 대상이 되며, 의회에도 보고되어 간접적인 통제가 이루어지
므로 실제로는 대부분 권고내용은 수용된다고 한다.
연방회계검사원은 감사의견을 표명하기 위해 감사결과에 대하여 감사결과
통고서(Pruefungsmitteilung)의 형식으로 피감사기관에 통보한다. 통고서에는
감사 대상이 된 사안의 내용과 그에 대한 평가, 필요한 권고 등이 포함된다.
피감사기관은 연방회계검사원이 정한 기한 내에 이에 대해 답변을 해야 하
며 그 답변 결과에 따라 검사를 하거나 다음 조치를 할 것을 결정한다.161)
연방회계검사원은 필요한 경우 감사결과를 다른 기관이나 연방하원 예산위
원회에 통보할 수 있다. 또 재정상 중요한 의미를 갖는 감사결과는 재무부장
관에게 통보한다. 또한 연방정부의 예산 및 재산회계에 대한 책임해제를 위
하여 중요한 감사결과를 연방 상,하원에 대한 의견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상,
하원 및 정부에 제출한다.
또한 연방회계검사원은 손해배상청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즉
시 소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나 연방 상,하
160)
161)

정재황, 앞의 논문, 453-454쪽
안경환 외, 앞의 보고서, 63-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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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과 연방정부에 통보할 수 있다. 이 통보에는 연방회계검사원의 검사소견,
관련 부서의 해명, 위원회의 결정, 검사성과 또는 현재 상황 등을 담는다. 또
한 연방의회와 연방정부에 감사결과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는데 여기
에는 감사지적사항과 개선에 필요한 권고사항 등이 포함된다.

4. 영국

영국의 국가감사원(National Audit Office)에 의한 감사결과의 실효성 확보수
단은 보고를 주로 하며, 감사결과에 따른 평가와 환류 정도에 그치며 감사결
과를 구속력 있게 강제하는 이행확보수단은 없다.
국가감사원은 재무감사와 성과감사를 하는 바, 성과검사(value for money
audit)도 글자에서 이해할 수 있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는 예산절감 등 예산적
효과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성과감사는 피감사기관이 정책목표에 도달
하였는지에 대한 적절성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집행에 있어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을 구현하였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성과감사는 의회 공공회계위원회(Committee of Public Accounts)에서 대상기
관이 출석한 청문과정을 거쳐 최종 정책권고안을 채택하며 성과 달성에 대
한 리스크, 공공에 미치는 영향력, 감사 실시로 인한 효과적인 병화창출 여
부 등을 기준으로 감사사항을

선정 2개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공포하고,

현지 조사를 거친 다음 보고서를 작성한다. 영국에서의 성과감사는 그 결과
위법사항 등에 대한 이행확보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부 업무를 더 잘 개선하
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성과평가에 가깝다. 성과감사의 역량을 제공하기 위해
서 외부평가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또한 성과감사과정에서 비리로 인한 위
험이 발견된 경우 이것도 감사의견에 포함하여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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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국

미국의 회계검사원(GAO)에 의한 감사결과의 실효성 확보수단도 보고를 주
로 한다. 회계검사원은 감사결과를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흥미롭게도 감사보
고서에 대한 소유권은 감사를 요청한 의원에게 있다.162) 감사의 요청은 의원
개인, 의회 소위원회 위원회 등이 하며 감사원은 그 요청자에게 중간보고를
포함하여 상황보고 및 최종보고를 한다. 또 감사결과에 대해 30일 범위내에
서 언론에 공개할 수 있다. 또 감사원간부나 감사책임자는 감사결과를 의회
에 청문회에 출석하여 보고한다. 회계검사원장은 정부 프로그램 및 활동 평
가 방법에 관한 권고, 행정기관의 회계 및 업무에 관한 적절성과 효과성 검
사 즉 성과검사를 하며 그 결과를 의회에 정기회기를 개시할 때 보고한다.
회계검사원장은 행정부와 사인을 구속하는 구속력 있는 결정을 할 수 있
다. 모든 지출행위를 승인하고 회계계정을 결산할 권한을 갖는다. 이 회계계
정결정권을 통하여 행정부의 정책결정을 통제하거나 번복시킬 수 있으며 따
라서 연방행정기관의 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 다만 미국의 회계검사원은
종래에는 회계검사에 초점을 두었으나 최근에는 사업평가에 초점을 두는 것
으로 전환하였기에 회계계정결정권을 활용하는 예는 드물며 대신에 조달계
약분쟁이나 재무 관련 사항등에 대하여 연방행정기관이나 소속공무원 및 사
인에 대하여 비구속적 사전결정(advanced decision)이라는 유권해석을 통하여
행정청의 활동을 통제한다.163)

6. 결어

위에서 살펴본 바, 감사기관에 의한 감사결과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서의
보고와 처분요구 중 대부분이 의회보고, 행정부통보, 시민공개 등의 방식을
162)
163)

31 U.S.C. §719(a)
안경환 외, 앞의 보고서, 34-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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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를 이루고 프랑스에서만 보고뿐만 아니라

징계요구 및 시정요구와 변상

조치 외에도 준사법적 변상명령과 같은 구체적인 통제방법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프랑스의 경우 감사기관이 준사법적 변상명령까지도 가능
하게 되어 있는 것은 프랑스의 감사조직이 법원조직 유사한 준사법적 독립
기관이라는 점에서 연유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최고 감사기
관이 어떤 소속유형의 감사조직을 갖추고 이 기관의 권한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가장 시사점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것은 프랑스의 모델이라고 생각된
다. 회계행위에 대해서는 재판적 통제를 하고 재정관리나 경영의 효율성 등
과 같은 성과에 대해서는 비재판적 통제를 통하여 법적 처분이나 명령을 내
리는 것이 아니라 통제결과와 그 검사의견을 통지하거나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는 등 소프트한 방식을 취하여 예산행위에 대한 검사와 성과에 대한
검사를 그 통제 프로세스를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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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현행 처분요구권한 관련 규정의 바람직한 개선 방안

◯ 감사원 법 제2장 제6절의 표제인 “감사결과의 처리”에 국민에 대한 관
계에서의 활용에 관한 규율이 포함되어야 한다

감사원법상 처분요구관련 규정은 감사원이 감사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
가라는 보다 큰 주제하에서 자리매김되어야 한다. 즉, 감사원법 제2장 제6절
“감사결과의 처리”는 작게는 감사대상기관 및 공무원등에 대한 관계에서의
감사결과 활용 뿐 아니라 크게는 국회, 대통령 등 헌법기관들과의 사이에서
의 활용까지 아우르는 주제라는 점에서 감사대상 기관 및 공무원등에 대한
관계에서의 처분요구만에 국한하고 있는 현행 감사원법의 입장은 그 규율영
역을 좁게 잡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감사결과를 일반 국민에 대한 관계
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감사원의 소속이 어디인지를 불문하고 제기되
는 매우 중요한 법적 문제이므로 국회와 대통령에 대한 관계에서의 보고에
앞서, 먼저 국회와 대통령에게 권력을 위임한 당사자인 국민을, 감사원이 자
신이 수행한 감사결과로써 어떻게 섬길 것인지에 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향후 감사원법이 개정될 기회가 마련된다면 국회와 대통령이라는 간접
민주적 대표기관에 대한 감사원의 보고의무 규정도 법 제2장 제6절에 자리잡
는 것이 바람직하며 무엇보다도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감사원이 감사결과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규정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
여서는 특히 감사절차, 감사결과 등의 공표 내지 공개에 관한 규정도 법률
단계에서 마련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보고의무를 뒷받침하여야 할 것이다.

◯

미래지향적인 추상적 처분요구 등의 행사방법과 실효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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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소극적인 사후통제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그쳐서는 안되고 제4
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급격한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하여 국가적 대응전
략을 제시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향제시자의 역할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회귀적인 구체적 처분요구권 보다는 미래지향적인 추상적 처
분요구권의 행사방법과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 대안제시를 뒷
받침할만한 전문성을 축적하고 정책 연구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 변화하고 있는 행정환경에 부응하는 처분요구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인간다운 삶의 기준을 설정하고 그러한 삶의 최소한의 여건을 마련하는 것
을 임무의 하나로 삼고 있는 사회국가 내지 복지국가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적 주체는 자유주의 시대의 경찰국가에서는 생각할 수 없었던, 수많은
과제들을 떠맡게 되는 반면, 이러한 과제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마련
하기란 점점 쉽지 않은 일이 되고 있다. 그 대안으로서 공적 과제를 민간에
게 위탁하여 수행한다든지,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과제를 수행하는 현상이
점차 일상화되고 있다. 이처럼 최근의 행정환경에서는 공공 부문과 민간 부
문이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의사결정의 모습에 있어서도 공적
주체가 일방적 결정을 내리면서 민간부문을 이끌어가는 모습과 더불어 공공
과 민간이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 내지 타협에 의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현상이 보편화되고 있다. 즉 거버넌스를 특징으로 하는 최근의 행정환경에서
는 회계의 영역이건 직무의 영역이건, 공공부문에 초점을 둔 처분요구만으로
는 가장 바람직한 감사결과의 활용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처럼 변화
하는 행정환경에 걸맞은 감사결과의 활용기법 내지 처분요구 등의 기준에
대해서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감사대상기관을 구속하는 행정법의 일반원칙들(신뢰보호원칙, 비례원칙

등) 및 감사대상기관이 감안하여야 하는 제3자의 이해관계에 대한 고려가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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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요구의 기준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걸맞는 처분요구가 되기 위해서는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당한지

공무원 등의 행태가 위법

여부, 실정법령하에서 감사대상기관이

해야 하는 조치들이 무엇인지만을 고려하여 처분요구 등의 내용을 정하는
것은 되도록 삼가야 할 것이다. 감사대상기관이나 공무원 등은 감사원의 처
분요구 등을 기계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며 기계적으로 집행해
서도 안되기 때문이다. 즉, 경우에 따라서는 감사원의 처분요구의 내용이 실
정법에는 매우 합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요구 대상기관이 이를 액면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처분요구 대상
기관이나 공무원을 당혹스러운 상황으로 몰아넣는 전형적인 경우가 바로 처
분요구의 내용이 실정법에는 부합하나, 행정법의 일반원칙인 신뢰보호원칙,
비례원칙이나 제3자의 이해관계까지 고려의 범위를 넓히면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이다. 따라서 감사원이 감사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심
의하고 결정함에 있어서는 실정법령만을 기준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한발짝
더 나아가 처분요구의 내용이 행정법의 일반원칙들에 비추어 보았을 때 허
용되기 어려운 내용인가도 빠짐 없이 심사되어야 할 것이다.

◯ 경제성, 효율성, 공정성은 모든 처분요구 등을 아우르는 기준으로 승격
되어야 한다

이른바 성과감사라는 감사방식과 관련하여 감사원법 제34조의2 제3호는
“행정운영 등의 경제성·효율성 및 공정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실정법상으로
는 경제성, 효율성, 공정성이라는 기준이 처분요구 등의 다양한 유형들 가운
데에서도 오로지 감사원의 권고 등의 기준으로만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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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이 일종의 보충적인 권한으로서 다른 처분요구로서 처리하기 어려운 사
항에 대하여 보충적인 기준이 되는 것으로 파악할 수도 있을 것이나, 동법
제33조의 시정 등의 요구에도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라는 합
목적적인 재량판단을 전제로 하고, 제34조의 개선 등의 요구도 “감사 결과
법령상·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
정할 때”라는 추상적인 불확정개념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징계요구
와 같은 위법성 여부를 중심으로 하는 처분요구를 제외하고는, 경제성, 효율
성, 공정성이라는 개념이 일종의 지도적인 감사원의 행위기준이 된다고 파악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경제성, 효율성, 공정성이 자리잡아야 하는 맥락
은 단순한 권고 또는 통보라기 보다는 감사원의 처분요구 등 전반임을 밝히
는 것이 바람직하다.

◯

처분요구 등의 실효성 확보방안으로서, 사후관리의 근거규정이 마련되

어야 한다

감사원의 권한행사 및 그 절차를 규율하고 있는 여러 관련규정들에서는 감
사대상기관과의 의견교환, 대심구조를 통한 의견제출권, 감사권익보호관을 통
한 법률적 쟁점에 대한 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 재심의를 통한 이의제기 가
능성 등 절차적 권리나 소통에 필요한 사전적, 사후적 장치를 마련함과 동시
에 감사결과의 엄격한 이행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법률 차
원의 절차적 규율은 미흡하며 대부분 법률보다 하위의 규범들에 의하여 규율
되고 있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또한 시정요구(제33조)에 있어서는
감사원의 요구가 실제로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없으며, 개
선요구나 권고 등에 있어서도 전반적인 이행실태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두고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즉, 감사원법은 처분요구 등에 대한
적절한 사후관리 규정을 완비하는 데 있어서는 미흡함이 있으므로 감사원법
자체에서 처분 요구 등의 사후관리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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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요구 등의 실효성 확보방안으로서 쟁송법상 처분성을 명문화하는

등의 방안은 감사원에 대한 법원의 통제강화를 수반하므로 신중하여야 한다

변상판정 및 변상판정에 대한 재심의결정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특히 감사원법에서는 재결주의를 취하여 변상판정에 대한
재심의결정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반면 변상판정에 대한 재심의
결정 이외의 다른 유형의 처분요구 등의 법적 강제력은 인정되지 않으며 그
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감사원의 권한을 실효적인 것으로 한다는 취지에서
처분 요구 등의 강제력을 강화한다든지, 시정명령 권한을 도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감사원의 처분요구 등에 법적 구속력을 도입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쟁송법상 처분성 인정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처분요구 등의 처분성 긍정은 궁극적으로는 감사원에 대한 법원의 통제강화
를 수반하기 마련이므로 도입에 신중하여야 한다

◯

처분요구와 관련한 계량화된 성과지표 관리제를 도입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부패방지 및 고충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통하여 환류시스템의 일환으로 성과목표별로 성과지표
의 달성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계량화된 측정산식을 구성하여 활용하고 있
다. 감사원의 처분요구 등과 관련하여서도 이처럼 계량화된 성과지표를 활용
하는 경우, 감사대상기관장은 물론 국회나 대통령, 그리고 국민에게 감사원
의 처분요구 등의 성과를 매우 이해하기 쉽게 보여줄 수 있게 된다. 감사원
의 처분요구 등의 성과에 대한 국민적 이해도 제고는 다시 감사원의 권한행
사와 관련한 국민적 지지와 응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법제화를
고려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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