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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 종합감사를 통한 감사 효율성 제고 방안*
- 경상남도교육청의 교육현장 시행 사례를 중심으로 황원판, 김원찬, 조재규**

본 연구는 2010년 7월부터 시행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발
생한 ‘종합감사 적체 현상’을 해결하고, 종합감사 ‘만족도’를 향상시키며, 나아가 단위학교의 ‘자
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여 ‘적극 행정’과 ‘창의적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경남교육청에서 새
로운 종합감사 대안으로 구안하여 3년째 운영 중인 ‘자율형 종합감사’ 시스템의 효율성을 검증하
기 위한 현장 실천 연구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새로운 감사시스템인 ‘자율형 종합감사’의 효율성을 검증하고, 최근
종합감사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며, 나아가 타 시․도 교육청과 공공기관 감사에
적용할 수 있는 자율형 종합감사 일반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 방법으로는, 자율형 종합감사가 기존의 일반형 종합감사와 비교하여 얼마나 ‘효율성’이
높은 지를 감사 학교 수, 감사 처분 실적,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등을 상호 비교연구 방법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자율형 종합감사가 일정한 감사 인력과 시간을 투입하였을 때 기존의 일반형
종합감사에 비하여 ‘연간 최대 감사가능 학교 수’와 ‘자체 지적 및 개선 실적’ ‘감사 만족도’ 등
감사 ‘효율성’ 면에서 더욱 높게 나타나, 이러한 자율형 종합감사가 전국적인 현안인 ‘감사적체
해소’를 위한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끝으로, 공공 감사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자율형 종합감
사를 확대하여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창의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 둘째, 지역사회
전문가와 함께하는 전문성․투명성 높은 ‘열린 감사문화’ 정착에 노력해야 한다. 셋째, 자율형
종합감사와 기관 평가활동, 장학활동을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행사를 간소화해 나가
야 한다. 넷째, 자율형 종합감사 표준 매뉴얼과 체크리스트 보급으로 기관 간 업무의 평준화와
질적인 개선을 유도해 나가야 한다.
(주제어: 경남교육청, 종합감사, 자율형 종합감사, 감사,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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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easures for Audit Efficiency Improvement
through Autonomous Comprehensive Audit
- Focusing on Cases of Educational Fields
Performed by Gyeongsangnamdo Office of Education Wonpan HwangㆍWonchan KimㆍJaegyu Jo
The revision of the Public Audit Act, effective in July 2010, resulted in delays for
the comprehensive audit interval of each school and in the deterioration of comprehensive
audit efficiency. The public sector in Korea has also changed into a society with more
autonomy and transparency and has been heavily decentralized. The public school system
now has more autonomy and accountability as well.
The demand of these social changes and the problems of the comprehensive audit
system for K-12 schools made the Gyeongsangnamdo Office of Education(GOE) develop a
new comprehensive audit system model, Autonomous Comprehensive Audit, which enables
the GOE to audit all the K-12 schools in an interval of three to five years as well as
improve the comprehensive audit efficiency. The model has been applied successfully and
efficiently for the past three year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monstrate how efficient the new audit
model, Autonomous Comprehensive Audit, is, to solve the problems of the current
comprehensive audit system for K-12 schools, and to suggest to other metropolitan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and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to adopt
Autonomous Comprehensive Audit.
To investigate whether the Autonomous Comprehensive Audit can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audit at schools, Autonomous Comprehensive Audits and existing general
comprehensive audits were compared and analyzed in terms of efficiency on the condition
that the same number of audit team members and the same time of auditing. The
efficiency factors include the maximum number of schools audited per year, the number
of internal errors or corruption found out through auditing and the number of
improvements or correction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Autonomous Comprehensive Audit is more efficient than the
existing comprehensive audit and implies that the Autonomous Comprehensive Audit may
settle the nationwide problems of audit overload.
Here are some suggestions to improve the audit process. First, the Autonomous
Comprehensive Audit needs to be expanded to organize an autonomous culture of
anti-corruption on the behalf of the school site. Second, there should be further efforts,
such as the creation of an open auditing culture in which professionals of the community,
such as lawyers, will participate in an operation of comprehensive auditing. Third,
comprehensive auditing, school evaluation, and supervising should be integrated. Finally,
the Autonomous Comprehensive Audit needs further improvements, such as the publication
of a manual and the professional development of the audit team members.
Keywords: Gyeongsangnamdo Office of Education, Comprehensive Audit, Autonomous
Comprehensive Audit, Audit,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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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 배경
현대사회는 갈수록 개인과 조직의 창의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공직사회는 여
전히 ‘감사를 의식하여 공무원들이 소극적으로 일하고 있다.’는 비판이 존재함에 따라, 감사
원은 지난 2월에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감사운영 개선방안 1)을 발표하는 등 공무원들이

국가의 발전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일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는 창의적인
공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학교 현장의 종합감사에 대한 교직원의 감사 만족도가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지난 2010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의 개정으로 기존의 시군 교육지원청의 관내
유초중학교에 대한 감사권이 도교육청으로 통합된 이후 전국적으로 감사 적체현상 및 감사
사각화(死角化) 현상이 날로 심화되는 문제점이 대두되었다. 그래서 보다 적극적이고 창의적
인 학교문화를 만들고, 학교사회의 감사 만족도 향상과 감사적체현상 해소를 위한 새로운 대
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학교 현장의 낮은 감사만족도와 감사 적체현상을 해소하고, 보다 자율적이고 창의
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이하 경남교육청)은 2016년도부터 자율형
종합감사를 새로 도입하여 3년째 운영하고 있다. 기존의 종합감사에 단위학교가 자율적으로
점검․개선하는 ‘자율성’을 강화한 모델로, 특히 경남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변호사, 공인회계
사 등 지역사회 외부 전문가 참여를 통한 감사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한 모델을 운영
하였다.
자율형 종합감사는 기존의 사후 ‘지적․처분’ 위주의 감사에서, 미래지향적인 사전 ‘예방’
위주의 새로운 감사 시스템이다. 단위학교에서 스스로 문제점을 찾아서 자율적으로 고쳐나가
는 선진화된 상시 자율감사 시스템 구축으로, 자율과 창의가 넘치는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가
고자 하는 새로운 감사 패러다임이다.2)
따라서, 앞으로 학교현장의 감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자율형 종합감사’와 같은
새로운 감사 발전 방안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절실히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기존에 각급 기관들 사례발표회에서 사례발표한 사항을 확장하고, 수정한 것임을
밝힌다.

1) 감사원(2018) ‘2018년도 감사관계관 회의자료’에서도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조직문화 선도를 강조하고
있다.
2) 교육기본법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학교운영의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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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 하에 경남교육청에서 시행한 열린 감사행정인 ‘지역사회와 함께하
는’ 자율형 종합감사의 일반화를 위한 효율성 분석 연구다. 본 연구에서 효율성은 자체감사
에 들인 인력, 시간 등 투입(input) 대비, 감사 실시 학교 수, 자체 지적․개선 실적 건수, 만
족도 등을 ‘효율성’으로 보았고,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러한 자율형 종합감사가 기존의 일반형 종합감사와 비교할 때 효율적인가?
둘째, 현장의 종합감사 문제 해결을 위한 자율형 종합감사 운영 방안(모델)은 무엇인가?
셋째, 자율형 종합감사의 타 시․시도교육청 및 일반 공공기관 일반화 방안은 무엇인가?

Ⅱ. 이론적 배경
1. 자율형 종합감사
먼저, ‘종합감사’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주 기능 주 임무 및 조직인사예산 등 업무 전반
의 적법성, 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3) 본 연구에서 종합감사는
지금까지 시행된 일반적인 법규적 종합감사를 지칭하며 ‘일반형 종합감사’ ‘전통적 종합감사’
등의 용어로 같이 사용한다.
그리고 본고의 ‘자율형 종합감사’란 대상학교가 각종 비리를 예방하고 업무를 개선할 목적
으로, 자체적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감사 시기, 방법 등을 계획한 후 업무 전반을 스스로
점검하고, 지적 사항에 대한 처분과 시정․개선 등을 이행하는 자율적인 감사 제도를 말한
다. 자율형 종합감사는 경남교육청이 기존의 법령에 명시된 ‘종합감사’라는 단어에 ‘자율형’
이라는 단어를 결합하여 만들어낸 감사 형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율형 종합감사’와 ‘학교
자율감사’라는 말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였다.
경남교육청은 경상북도교육청과 대구광역시교육청의 ‘학교자율감사’ 모델을 2016년도에 벤
치마킹하여 운영하였으나, 경남교육청의 자율형 종합감사 모델은 다음 <표 1>과 같이 획기
적으로 발전시켜 운영하고 있다.

3)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및 제13조(감사의 유형)에는 감사의 유형을 ‘종합․특정․재무․성과․
복무감사’ 등 총 5가지로 분류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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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경남 자율형 종합감사의 특징
구분

경북․대구형 학교자율감사

경남형 자율형 종합감사

∙외부전문가(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미 ∙외부전문가(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참여
참여
※ 감사의 투명성과 전문성 강화
감사반 구성
(외부감사관)

질 관리

∙외부감사관 공모 미실시
- 인근학교 교장(감) 1명, 행정실장 1명
위촉

∙외부감사관 공모 실시
- 외부감사관(2명, 학사1, 회계1): 공모
※ 도교육청 공모 및 연수 후 인력풀 학교
제공

∙도교육청 감사담당공무원 미참여

∙도교육청 감사담당공무원 참여(컨설턴트,
감사관)

∙학교 컨설팅 및 교육지원 연수 미실시

∙학교 컨설팅 및 교육지원 연수 실시

기존의 전통적 종합감사인 ‘일반형 종합감사’와 ‘자율형 종합감사’를 비교하여 나타내면
다음 <표 2>와 같다. 자율형 종합감사는 사후 적발 및 처분 보다는, 사전 예방 및 개선에 중
점을 두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표 2> 자율형 종합감사의 특징
구분

일반형 종합감사(전통적 종합감사)

자율형 종합감사

∙외부감사관
- 감사담당공무원(5~8명)

∙내부감사관: 내부감사관(4~6명: 경력 교직원)
∙외부감사관
- 감사담당공무원(2명: 학사1, 회계1)
- 외부감사관(2명, 학사1, 회계1): 공모
- 외부전문가(변호사1, 공인화계사 또는
세무사 1명, 건축사 1명)4)

∙(감사관실) 적발→확인→처분→시정․
개선

∙(학교) 적발→시정․개선→(감사관실) 확인→처분
※ 평소 전문적 문제 발생 시 외부전문가 상시
컨설팅(자문) 요청 가능

감사 절차

∙외부점검(감사담당공무원)

∙(내부점검) 1차 점검(담당자-자기 점검)
→2차 점검(내부감사관-교차점검)
∙(외부점검) 3차점검(외부감사관, 외부전문가,
감사담당공무원)

감사 중점

∙사후 지적․처분(감사)

∙사전 예방․개선(평소 전문가 자문․컨설팅+감사)

감사반 구성

감사 방법

기타 사항

∙자율감사 매뉴얼 및 자율점검표(체크리스트) 보급

4) 공공감사에관한법률 제27조(외부전문가 등의 참여) ① 감사기구의 장은 회계보건환경건설 등 전문지식
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는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9조를 적용할 때
에는 감사담당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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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 효율성
우선, 본고에서의 감사는 자체감사를 의미하며, ‘자체감사’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에

의하면 외부감사의 한계를 극복하고 각급 행정기관이 당해 기관과 그 하급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분석․평가하고 공직의 기강을 바로 잡아 조직의 목표달성을
유도해 나가려는 자율적 작용으로 정의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감사원이라는 독립적인 기관
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등의 모든 조직을 상대로 감
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 산하기관들은 자체 감사기구를 가지고 있다. 이 산하기관에서
감사 역할을 하는 것이 자체감사이다.
이러한 자체감사는 세 가지 특징5)을 가지고 있다. 첫째, 타율적이라기보다는 자율적 기능
이다. 이것은 외부감사기관의 감사지적을 기다리지 않고 기관 자체가 스스로 업무수행에 대
한 책임을 가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둘째, 사후적이라기보다는 사전 예방 기능이다. 이것
은 기관의 사업이나 업무의 모든 단계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기 때문
에 사전적․예방적 통제장치에 초점을 둔다. 셋째, 처벌보다는 시정 및 개선에 중점을 둔다
는 것이다. 즉, 자체감사는 조직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성취하기 위해 처벌에 중점을 두는 것
이 아니라, 사전에 또는 시행 과정에서 잘못을 지적하여 너무 늦기 전에 이를 바로잡도록 하
는 것이다.
둘째, ‘효율성’(效率性)이란, 들인 대가나 노력에 비하여 훌륭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기능
이나 성질을 말한다. 이것을 좀 더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하나의 경제체제가 사람들의
욕망과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에 대한 척도를 말하는 것6)이다. 경제학에서는 돈, 시간, 노력,
정성 등 사용가능한 거의 모든 자원을 투입(input)으로 파악하고, 산출(output)은 돈, 명예, 사
회적 파장 등의 일정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들을 말한다.
이 글에서는 ‘감사 효율성’은, 자체감사를 통해 얼마나 효율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
인가를 말하는 것으로, 편의상 감사 인력, 기간(시간)을 ‘투입 요인’으로 보고, 감사 실시 학교
수, 감사 지적․개선 실적, 감사 만족도 등을 ‘산출요인’으로 보고 분석하였다.

3) 자율형 종합감사와 감사 효율성
이상의 용어를 정리해 보면, 본 연구에서 논하는 ‘자율형 종합감사’와 ‘자체감사의 효율성’
의 의미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즉, 경남교육청에서 시행한 자율형 종합감사가 자체감사
의 효율성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는가를 본 연구에서는 경남교육청의 시행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자체감사의 효율성은 자체감사에 들인 인력, 시간 등을 투입(input)
5) 김명수 외(2007)『자체감사론』p.16. 내용을 요약 재구성하였다.
6) 매일 경제 경제용어사전(http://dic.mk.co.kr/)의 내용을 요약․재구성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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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파악하고, 감사 실시 학교 수, 자체 지적․개선 실적 건수, 만족도 등을 산출(output)으
로 하여 알아보았다.7) 구체적인 ‘감사 효율성’ 분석 방법은, 경남교육청의 2016년도 및 2017
년도 자율형 종합감사 결과 보고서 및 각종 실적자료를 분석하는 ‘문헌 연구’ 방법과, 자체
제작 감사 만족도 설문지를 활용한 ‘설문조사’ 방법으로 하였다.

2. 선행연구 분석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기존의 연구들을 참고 하여 수행하였다.
가장 기본적인 자료는 경남교육청에서 발행한『2017년도 자율형 종합감사 보고서』와
『2017년도 자율형 종합감사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2018학년도 자율형 종합감사 운영
계획서』 등을 참고하였다. 이 자료들에 나오는 자율형 종합감사 운영과정, 운영결과 통계분
석 등은 본 연구의 기본적인 자료로 활용이 되었다.
그리고 심광호 외(2016)의 교육․학예 분야 감사발전방안 연구 에서는 각 시․도교육청
교육․학예 분야의 감사 실태를 분석하면서, 결론적으로 교육․학예 감사에 있어서 구현해야
할 핵심적 가치로 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공공감사
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10년 9월 이후 전국 시․도교육청의 가장 큰 현안 문제로 등장한
‘시․도교육청 감사인력 부족으로 인한 종합감사 적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
지 않아 본 연구에서 후속 연구를 하였다.
다음으로 학교 감사의 문제점에 대한 전상도(2005)의 단위학교 교육활동과 관련한 자체감
사 활동에 관한 비판적 고찰-경기도 초중등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라는 제목의 현장 연구에
서 연구자는 단위학교의 자체감사활동에 대한 인식 조사․분석을 토대로 ‘교육행정감사는 교
육활동의 특수성에 비추어볼 때 기존의 감사관행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대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라고 결론을 맺었으나, 구체적인 감사 모델은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자
율형 종합감사’라는 구체적 대안을 모색해 보았다.
서호준(2014)의 공공기관 자체감사활동의 효율성 측정에 관한 탐색적 연구: 자료포락분석
의 적용 은 공공기관의 자체감사활동의 효율성을 자료포락분석을 적용한 첫 시도다. 본 연구
에서는 자료포락분석법을 그대로 적용하지는 않았으나, 감사인력, 감사 건수 등 투입․산출
변수는 본 연구 분석에 맞게 응용하여 참고로 사용하였다.
이밖에도 정혜진(2014)의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 실효성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경기도 지
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 안영훈(2005)의

지방자체단체 감사체계 개선방안 , 양지숙(2017)

의 지방자치단체 감사제도에 관한 주요 이슈분석 등을 통해 감사제도와 감사체계의 개선
방안 등을 참고하였다.
7) 경남교육청에서 실시한 자율형 종합감사가 자체감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면, 타 시․도교육청 및 모든
정부 산하기관들이 벤치마킹 하여 시행할 수 있는 모델이 될 것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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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자율형 종합감사 운영 현황
1. 학교현장 종합감사 실태 분석
자율형 종합감사의 도입 배경이 된 ‘학교 현장의 일반 종합감사에 대한 불만’ ‘교육현장에
맞는 새로운 감사시스템 요구 실태’ ‘전국적인 감사 적체 현상 실태’ 분석은, 선행 연구 ‘문
헌 연구’ 방법과 관계자 ‘설문조사’ 및 ‘면담’ 기법으로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종합감사에 대한 학교현장의 불만
현행 일반 종합감사에 따른 학교 현장의 불만이 높다. 다음 표는 교원 및 일반직 공무원
대상 자체감사의 교육 및 행정 활동에 대한 개선 기여도조사 결과이다.

<표 3> 자체감사의 교육 및 행정 활동에 대한 개선 기여도8)
(단위: 명, %)
구분

매우 많음

많음

보통

적음

매우 적음

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교원

1

0.3

36

12.0

153

51.1

76

25.2

34

11.3

300

100

일반직

2

2.0

36

36.0

57

57.0

4

4.0

1

1.0

100

100

<표 3>과 같이 자체감사활동의 교육행정 활동의 개선 기여도에 대해 일반직은 ‘많다’ ‘매
우 많다’는 답변이 38.0%, 교원은 12.3%에 불과하다. 이러한 결과에서 나타나듯 적어도 현행
종합감사가 교육활동 현장의 교육의 질 개선에 만족할 만한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
한 불만족 현상은 경남교육청에서 2016년 8월 실시한 ‘초․중․고등학교 학교장 컨설팅단과
감사관 간의 협의회’ 건의사항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8) 전상도(2005)의 단위학교 교육활동과 관련한 자체감사활동에 대한 비판적 고찰(경기도 초․중등교육 분
야를 중심으로) p.81.의 내용 중에서 ‘감사 기여도’ 부분만 발췌편집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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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초․중․고 교장단의 현행 종합감사에 대한 건의 내용9)
구분

건의 내용(현장의 목소리)

초등학교 교장단

- “현재 감사는 매우 타율적인데, 자율적인 감사 방안 마련 요망”
- “실적(지적 건수) 위주의 감사 관행은 교육활동을 위축시킴.”

중학교 교장단

- “사후 처분위주의 강제성을 바탕으로 한 감사에서 탈피 요망”
- “과도한 감사 자료 준비로 시간과 인력 낭비가 심함.”

고등학교 교장단

- “교무실 업무는 교육적 접근이 중요하므로 장학사가 해야 함.”
(교육적 접근보다는 행정적 접근에서 벗어나야 함.)
- “감사결과 꼭 적발 건수가 있어야 하는가? 지도․개선위주의 감사 요망.”
- “반드시 감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사전 안내와 교육을 실시하여
자체 점검하도록 ‘자율적 분위기’를 조성해 주기를 바람.“

위의 건의 사항을 종합해 보면, 사후 지적․처벌 위주의 종합감사에 대한 만족도가 낮으며,
사전 예방․개선 중심의 자율적인 감사활동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2) 학교현장에 적합한 새로운 감사시스템 요구
감사의 기능10)은 다양하지만 현재까지 감사의 기능은 통제기능과 부정비리 적출 기능에
많이 치우쳐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교육 활동의 자율적인 통제와 스스로 정화 할 수 있는 자
정기능(自淨機能) 보다는 외부적인 통제와 부정비리 적출에 편중되어 있다. 이것은 자칫 교
육 현장의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으며, 민주적인 교육환경 조성이라는 시대적 패러다임에서
도 멀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이제 학교 현장에서는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감사 패러다임을 요청하고 있다. 현재까지 감
사의 역할이 업무와 예산의 적법․적정한 집행 ‘감시자’ 역할이었다면, 이제는 행정의 효과
성을 상시 점검하고 사전에 예방․지도하는 ‘안내자’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11) 이는 결국
잘못을 적발 ․응징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문제점을 찾아서 자율적으로 고쳐나가는 감사 시
스템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재 교육의 본질에 집중하고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자는 교육계의 흐름도 같은 맥
락이다. 자율형 종합감사를 통해 기존의 종합감사에 대한 수감 부담이 완화되면 교직원은 교
육의 본질인 ‘가르치는 일’에 더욱 전념할 수 있게 되고, 학교 운영의 자율성과 책무성이 강
화되어 민주적인 학교 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9) 본 연구에 사용된 인터뷰 내용은 감사에 대한 각 단위 학교의 교감(장)단의 건의 내용을 바탕으로 수정
작성하였다.
10) 감사의 기능은 감사의 목적, 범위, 판단기준 및 외부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현행 공공부문의 감
사기능은 통제 및 예방 기능, 비판적 기능, 지도적 기능, 부정비리 적출 기능, 환류(feedback)기능으로
구분 할 수 있다.
11) 성용락(2013) 공공감사제도의 새로운 이해 의 ‘감사자’ ‘안내자’ 표현을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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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국적인 감사 적체 현상의 심화 문제
전국적으로 시․도교육청의 종합감사 적체현상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 감사에 관한 구체적
인 지침을 포괄하고 있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163호, 2010.7.1.시행)의 개정으
로 인하여 자체감사기구가 도교육청으로 한정되었다.
그래서 기존의 시․군 교육지원청의 관내 유․초․중학교에 대한 감사권이 도교육청으로
통합되었다. 이 내용은 교육부의 2010년 9월 1일자 교육지원청 조직개편 시 반영되어 전국
적으로 시행되었다. 법률의 개편과 시행은 도교육청의 자율성과 동시에 책임성을 강화하는
측면도 있었지만, 감사 적체 현상이 심화되는 심각한 문제점이 전국적으로 대두되었다.

<표 5> 교육지원청 조직개편과 본청 감사 대상기관 수(경남)12)
구분

조직개편 전

조직개편 후

학교급

고

특수

소계

초

중

고

특수

유

계

피감기관

191

9

200

499

265

191

9

295

1,259

<표 5>에서 알 수 있듯이, 경상남도의 경우 교육지원청 조직개편 전에는 200개의 피감사
기관이 조직개편 이후에는 1,259교로 6.3배 증가하였다. 이것은 도교육청의 피감사기관이 폭
증하는 현상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제한된 감사 인력으로 늘어난 피감사기관의 감사의 한
계가 기존의 종합감사 적체 현상을 만들었다. <표 6>는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알려 준다.

<표 6> 최근 5년간 종합감사 실시 현황(경남)
학교급
피감 기관
2014
2015
감사
2016
현황
2017
계

초
499
54
34
43
32

중
265
35
20
31
31

종합감사 실시현황
고
특수
191
9
51
2
19
1
32
5
25
2

유
295
22
15
5
-

소계
1,259
164
89
116
90
459

감사
적체
1,095
1,006
890
800
800

위에서 알 수 있듯이 현행의 일반 종합감사로 계속 교육 감사를 진행하면 한 학교나 기관이
14년을 기다려야 감사를 받을 수 있다. 이는 현행의 일반 종합감사가 그 시스템 측면에서
한계에 도달하였음을 보여준다. 그래서 대안 모색이 절실한 상황이다.13)

12) 교육지원청 조직개편(2010.9.1.) 전․후의 학교 수 비교는 편의상 2017년 도내 학교 수를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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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교육활동은 다른 일반 행정활동과는 달리 특수하고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 맞는 새로운 감사 패러다임이 더욱 절실하다.

14)

즉, 교육활동의 특수성과 전문성에

부합하는 자체 감사 방안에 대한 고찰이 요구되는 시기다.

2. 자율형 종합감사 운영 현황
경남교육청은 자율형 종합감사를〔과제1〕자율형 종합감사 운영 여건 조성,〔과제2〕자율
형 종합감사 운영〔과제3〕자율형 종합감사 평가 및 일반화 등의 3단계로 운영하였다.

1) 〔과제1〕 자율형 종합감사 운영 여건 조성
자율형 종합감사(학교자율감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단위 학교 스스로가 감사를 할 수 있
는 역량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경남교육청은 자율형 종합감사 운영 여건을 조성하였
다. 운영 여건 조성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일들을 추진하였다.
첫째, 학교자율감사 연수 및 컨설팅을 강화하였다. 학교 스스로가 감사를 주체와 객체가
되기 위해서는 자율형 종합감사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는 학
교자율감사 관계자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하였다. 연수 대상자는 교감, 행정실장, 외부감사관,
외부 전문가인 변호사, 전 교직원이다. 학교자율감사 대상 학교별 준비 및 시행상의 문제점
을 해결하기 위해서 컨설팅을 강화하였다. 도교육청 감사담당공무원이 학교별로 계획수립 단
계, 운영 단계, 사후 처리 단계에 각 1회씩 총 3회 실시하였다.

<표 7> 자율형 종합감사 연수 실시현황
일시

장소

대상(인원)

내용

5월 8일(월) 14:00

경남교육연수원

교감 및 행정실장(60명)

․자율감사 매뉴얼

5월 22일(월) 10:00

경남지방변호사회관

변호사, 공인회계사(41명)

․자율감사 매뉴얼

5월 22일(월) 14:00

경남교육청 2청사

외부감사관(61명)

․자율감사 매뉴얼

둘째, 학교자율감사 지원을 위하여 인프라를 확충하였다. 우선, ‘학교자율감사 추진 지원
팀’(T/F)을 만들어 자율감사 매뉴얼을 개발과 자율감사 정책 연구를 실시하였다. 또한 외부
전문가, 외부감사관으로 구성된 ‘경남 학교자율감사 운영 지원단’을 운영하고, 특히, ‘경상남

13) 전국 시․도교육청의 이러한 구조적 감사적체현상으로, 경기도 등 일부교육청은 종합감사를 폐지하기도
했고, 경남 등 4개 교육청은 ‘학교 자율감사(자율형종합감사)’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으며, 최근 서울, 경기,
충북 등에도 도입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14) 리버만(Lieberman, 1958) 등은 교직을 고도의 자율성과 책무성,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업이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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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교육․학예 행정감사 규정’에 자율형 종합감사를 반영하여 지속적인 사업 추진이 되도록
하였다.
경남 학교자율감사 지원단
(단장: 경남지방변호사회 부회장 ○○○)
외부감사관팀
(팀장: 장 ○○○)
○ 학사 감사관
- 공모(45명)
○ 행정 감사관
- 공모(16명)

외부전문가팀
(팀장: 변호사 ○○○)
○ 변호사
- 업무협약(30명)
○ 공인회계사
- 업무협약(11명)
※ 업무 협약(MOU)체결

컨설팅팀
(팀장: 사무관 ○○○)
○ 컨설턴트
- 감사담당공무원
(30명)

자료: 경남교육청 2017. 학교자율감사 운영 결과 보고서 p.18

셋째, 자율형 종합감사 매뉴얼을 보급하였다. 자율형 종합감사 세부 운영 요령을 담은 ‘자
율감사 운영매뉴얼’과, 자율점검 세부 요령 등을 담은 ‘자율감사 점검매뉴얼’ 등 두 권을 만
들어 보급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매뉴얼이 학교현장에서 꼭 지켜야 할 사항들을 중
심으로 간소화하여 교직원들의 업무를 경감시키려고 했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 매뉴얼에는
교육의 본질적인 주요 업무, 법규 위반 업무, 부정․비리 예방 업무 등만을 서술하였다.

학교자율감사 매뉴얼(점검매뉴얼, 운영매뉴얼)

학교자율감사 자율점검표(체크리스트) 예시

자료: 경남교육청 2017. 학교자율감사 운영 결과 보고서 p.22

2) 〔과제2〕 자율형 종합감사 운영
경남교육청에서는 이상에서 서술한 여건을 바탕으로 자율형 종합감사를 학교 현장에 직접
단계적으로 운영하였다. 단계적인 변천 모습은 다음과 같다.
2016년(자율성 모델)
시범 운영
학교장 청렴도우수 11개교

2017년(전문성 강화 모델)
확대 운영
학교장 청렴도우수 30개교

2018년(적합성 강화 모델)
전면 운영
희망학교 157개교(공모)

자료: 경남교육청 2017. 학교자율감사 운영 결과 보고서 를 토대로 재구성한 모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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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에서는 2016년부터 자율형 종합감사를 위와 같이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연도별로 그 운영 과정이 조금씩 보완․발전되어 왔다. 즉, 자율성, 전문성, 적합성을 점차
강화해 나감으로써 보다 현장에 적합한 시행방안을 모색해온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2016년도 자율형 종합감사 운영
먼저 2016년 처음에 실시한 자율형 종합감사는 다음과 같이 대구․경북 자율감사 모델로
운영되었다. 학교의 자율적인 자체감사 기능을 강조한 모델이다.

2016년 자율형 종합감사 운영(자율성 모델)
1차 점검(자기 점검)

2차 점검(교차점검)

∙ 업무담당자
∙ 자율점검표(체크리스트)
1차 자기 점검

∙ 내부감사관(교직원4~6명)
∙ 자율점검표(체크리스트)
2차 교차 점검

3차 점검(외부점검)
∙ 외부감사관(인근학교 교장(감),
행정실장 각1명) 2명
∙자율점검표(체크리스트)
3차 외부 점검

※ 특징: 외부감사관(교무․학사업무-인근 학교 교장(감), 회계․행정업무-인근 학교 행정실장)
※ 도교육청(감사관) 역할：학교 관계자 연수, 컨설팅 및 모니터링, 평가 및 사후처리
자료: 경남교육청 2017. 학교자율감사 운영 결과 보고서 를 토대로 재구성

위에서 외부감사관은 인근 학교 교장(감)과 행정실장을 각각 배정하여 교장은 교무업무에
행정실장은 행정업무에 관하여 점검하도록 하였다. 2016년도 자율형 종합감사는 2016년 8월
부터 실시하여 2017년 2월까지 총 11개의 학교에서 실시하였다. 다음과 같이 자체적으로 지
적․개선 조치를 하였다.

<표 10> 2016년 자율형 종합감사 운영 조치 결과
구분
11개교

전체
평균

신분상 조치
건
명
36
128
3
12

행정상 조치
건
명
55
443
5
40

건
13
1

재정상 조치
원
14,719,240
1,338,112

※ 신분상 조치(주의, 경고), 행정상 조치(시정, 개선, 교육), 재정상 조치(회수, 추가지급) 등

2016년도 처음 실시한 자율형 종합감사의 특징은 ‘자율성’이다.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최
대한 존중하여 실시한 것이 그 특징인 것이다. 하지만 외부감사관 선정 문제가 발생하였다.
실제로 외부감사관이 인근 학교의 인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감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인근 학교의 교장과 행정실장은 서로가 잘 아는
사이일 수 있기에 감사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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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에 적용된 자율형 종합감사는 외부 인사를 다르게 선정하여 운영하였다.
(2) 2017년도 자율형 종합감사 운영
2017년에는 2016년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방안을 다음과 같은 모델로 운영하였다.

2017년 자율형 종합감사 운영(전문성 강화모델)
1차 점검(자기 점검)

2차 점검(교차점검)

∙ 업무담당자
∙ 자율점검표(체크리스트)
1차 자기 점검

∙ 내부감사관(교직원4~6명)
∙ 자율점검표(체크리스트)
2차 교차 점검

3차 점검(외부점검)
외부감사관(공모) 2명,
외부전문가(변호사, 회계사 등 2명)
∙자율점검표(체크리스트)
3차 외부 점검

※ 특징: 외부감사관(공모), 외부전문가(변호사, 공인회계사) 참여
※ 도교육청(감사관) 역할：학교 관계자 연수, 컨설팅 및 모니터링, 평가 및 사후처리
자료: 경남교육청 2017. 학교자율감사 운영 결과 보고서 를 토대로 재구성

2017년도에 실시한 자율형 종합감사의 특징은 ‘투명성’과 ‘전문성’이다. 위의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2016년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두 가지이다.
첫째로 외부감사관을 2016년에는 인근 학교에서 선정하였지만, 2017년에는 외부감사관을
공모로 선정하였다는 점이다. 이것은 인근 학교의 외부 감사관은 객관적이고 투명한 감사를
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결과이다.
둘째로 변호사와 공인회계사를 외부 전문가로 감사에 투입하여 감사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더 강화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외부 전문가(변호사, 공인회계사)는 학교와 1:1 결연을
맺고, 평소에는 자문과 컨설팅을 지원하고, 학교에서 요청 시 감사 기간에는 감사활동에 참
여하기로 하였다. 2017년에는 자율형 종합감사를 다음과 같이 조치하였다.

<표 11> 2017년 자율형 종합감사 운영 조치 결과
구분
30개교

전체
평균

신분상 조치
건
명
239
886
8
30

행정상 조치
건
명
353
752
12
25

건
71
2

재정상 조치
금액(원)
52,017,934
1,733,931

총계
건
명
금액
663 1,638
52,017,934
22
55
1,733,931

※ 신분상 조치(주의, 경고), 행정상 조치(시정, 개선, 교육), 재정상 조치(회수, 추가지급) 등

2017년도 학교자율감사는 2016년도와 비교해 보면, ‘자율 지적․개선 건수’는 학교당 평균
22건(55명)으로 2016년도와 비교하여 자율감사 대비 2.4배 증가하였으며, 2016년도 보다 종
합감사 대비 1.5배15) 높은 수준이다.
15) 2016년 종합감사 통계 방식의 차이로, 공공감사정보시스템의 ‘신분상․행정상 조치’만 비교 분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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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8년도 자율형 종합감사 운영계획
2018년도에는 종합감사 대상학교인 329개교 중에서 100개교를 선정하여 운영할 계획이었
으나, 기대 이상으로 260개교가 희망하여, 당초 계획된 100개교를 초과하여 157개교를 선정
하여 운영하고 있다. 종합감사 대상학교의 약 80%가 자율형 종합감사를 희망한 것은 자율형
종합감사에 대한 학교 현장의 높은 호응도를 잘 나타내어준다. 2018년도에 시행할 자율형
종합감사 모델은 다음과 같다.

2018년 자율형 종합감사 운영(적합성 강화모델)
1차 점검(자기 점검)
∙ 업무담당자
∙ 자율점검표(체크리스트)
1차 자기 점검

2차 점검(교차점검)
∙내부감사관(교직원4~6명)
∙ 자율점검표(체크리스트)
2차 교차 점검

3차 점검(외부점검)
∙외부감사관(공모) 2명,
외부전문가(변호사, 회계사 등 2명)
도교육청 감사관(1~2명)
∙자율점검표(체크리스트)
3차 외부 점검

※ 특징: 감사원의 자체감사 심시 인정 기준(감사관의 감사 참여, 처분)에 적합한 모델, 외부전문가
참여 확대(변호사, 공인회계사 + 건축사, 세무사)
※ 도교육청(감사관) 역할：학교 관계자 연수, 컨설팅 및 모니터링, 평가 및 사후처리, 감사 및 처분
자료: 경남교육청 2018. 자율형 종합감사 운영 계획서 를 토대로 재구성

2018년도에 시행될 자율형 종합감사의 가장 큰 특징은 감사의 감사원 자체감사 심사 기준에
‘적합성’이다. 감사원의 자체감사 심사(정량평가) 기준인 ‘감사담당공무원 직접 감사 참여 및
도교육청 직접 처분’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시킨 모델인 것이다. 도교육청 감사담당공무
원이 지율형 종합감사의 컨설턴트로서 뿐만 아니라, 감사관으로 직접 참여하고,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감사기구인 도교육청이 직접 처분을 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것은 경
남교육청의 자율형 종합감사를 통해 자율성과 책임성, 적법성을 조화시키려한 노력이다.

3) 〔과제3〕 자율형 종합감사 평가 및 일반화
이상의 자율형 종합감사를 시행한 이후 경상남도 교육청은 자율형 종합감사를 평가하고
일반화하였다. 먼저 자율형 종합감사 운영학교 평가하고 우수사례를 나누고 전파하였다. 대
상은 30개 자율감사 실시학교를 대상으로 평가하였다. 평가방법은 결과보고서 서면심사 및
현장실사로 실시하였다. 그 평가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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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학교자율감사 운영학교 평가표
등급(Grade)

총평 기술어(Grade descriptors)

수준

평가 결과

1

뛰어남(Outstanding)

상위 10%

3개교

2
3
4

양호(Good)
개선 요망(Requires improvement)
부적합(Inadequate)

80점 이상
60점 이상
60점 미만

27개교
없음
없음

비고
교육감 표창,
종합감사 면제
종합감사 면제

이후 위의 상위 10%에 속하는 3개 학교를 대상으로 ‘자율형 종합감사 우수사례’발표를 실
시하였다. 이를 통해 학교자율감사 성과 평가 및 환류(Feed-back)로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
우수사례 확산으로 질적 개선 및 내실화를 유도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2017년 교육부 자체감사 우수사례로 선정되었고, 부․울․경 감사관
회의에서 및 전국감사관 회의 시 사례 발표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였으며,
특히. 2017년도 반부패 시책 경연대회에 출전하여 최고상인 ‘국민권익위원장상’을 수상하였
고, 서울․경기․충북․울산 등에서도 경남의 자율형 종합감사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다음으로 이와 같은 학교자율감사의 결과를 학교 현장에 확산하고 내실화를 유도하기 위
하여 홍보를 강화하였다. 홍보 내용은 자율형 종합감사의 주요 행사 보도 및 기획 보도 내용
을 주로 하였다. 주요 홍보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이와 같은 홍보활동은 자율형 종합감사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공감대를 확산 시켰다.

<표 13> 2017년도 학교자율감사 홍보 현황
횟수
8회

계
73

중앙지
26

보도 결과(건)
지방지
중앙방송
44
1

지방방송
3

기타

※ 인터넷 통신매체는 ‘중앙지’에 포함하였고, 여기서 ‘중앙방송’은 EBS 교육뉴스 방송을 말한다.

Ⅳ. 연구 설계
1. 연구범위
본 연구의 범위는 경남교육청에서 2016년도에 최초로 도입하여, 2018년도 3월까지 시행한
자율형 종합감사의 교육현장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하였다. 대상학교는 2016년도 11개교,
2017년도 30개교이다.16) 2016년과 2017년에 2년 동안 자율형 종합감사를 교육현장에 직접
적용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면서 거론된 제반 문제점이나 한계 등을 분석․검토하였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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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여기서 분석․검토된 사례를 중심으로 자체감사의 효율성을 분석하고, 일반화 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연구방법은 우선 ‘비교연구’ 방법을 적용하였다. 즉, 기존 ‘일반형 종합감사’ 성과와 ‘자율
형 종합감사’의 성과를 비교분석하여 효율성을 검증하는 방법이다.17) 즉, 지금까지 도교육청
에서 시행해 왔던 전통적인 ‘일반형 종합감사’와 새롭게 적용한 ‘자율형 종합감사’를 비교하
여 자체감사의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감사 효율성’ 분석 방법은, 경남교육청의 2016
년도 및 2017년도 자율형 종합감사 결과 보고서 및 각종 실적자료를 분석하는 ‘문헌 연구’
방법과, 자체제작 감사 만족도 설문지를 활용한 ‘설문조사’ 방법, ‘면담’ 방법 등으로 하였다.
설문조사는 감사 실시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교직원 표본조사를 자체제작 설문지로 실시하
였다. 아울러, 자율형 종합감사의 경우 교당 4명에 대한 면담조사도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조
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4> 설문조사 실시 현황 비교표
구분
설문 대상
총원
설문
교감
인원
행정실장
(표집)
교직원
설문 시기
조사 문항
기타

자율형 종합감사
30개교
304명
30
30
244
2017. 7월 ~ 9월
감사만족도(총 20문항),
개선 방안(의견 수렴, 9문항)
면담조사(120명) 병행
-교당 4명(교감, 행정실장,
교직원 2명)

일반형 종합감사
117개교
1,160명
117
117
926
2016. 3월 ~ 12월
감사만족도(총 20문항)
개선 방안(의견 수렴, 1문항)

비고
감사 대상학교 전체
교당 1명(전수)
교당 1명(전수)
교사 및 일반직(표본)
학교별 감사 종료 후
감사만족도 조사
문항은 동일 문항

면담조사 미실시

그리고 각 감사에 들어가는 감사기간, 감사인력을 투입변수로 설정하였고, 그 결과산출 변
수로 연간 감사 가능 학교(감사 적체 해소)와, 지적․개선 건수(반부패 청렴 문화 향상), 감
사 만족도 등으로 감사의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효율성’ 분석을 토대로 자율형 종합감사와 기존의 일반 종합감사를 비교 분석할
것이다. 본 연구 비교 분석의 투입변수와 산출변수는 다음과 같다.

16) 2016∼2017년도에는 학교장 청렴도 우수학교를 대상으로 자율형 종합감사를 운영하였고, 2018년도는 일반
종합감사 대상학교 중에서 공모하여 157개교 운영 예정이다.
17) 2017년도 자율형 종합감사 자료와 2016년도 일반형 종합감사 자료를 비교분석하였다.(연구 시점에
2017년도 일반형 종합감사 결과가 최종 정리․심사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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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본 연구의 효율성 비교 분석을 위한 투입․산출변수
구분

투입변수(input)

변수명

① 감사기간(시간)
② 감사담당공무원(인력)

산출변수(output)
측정 요소
측정 내용
① 감사실시 학교 수
② 지적․개선 실적
③ 감사 만족도(설문)

감사 적체 해소
반부패 청렴 문화 조성
감사 만족도 향상

비고
기타 요인은
논외로 함.

여기서 적은 인력과 시간이 투입된 자율형 종합감사를 실시했을 경우, 연간 최대 감사 가
능 학교 수가 기존의 일반 종합감사보다 많아진다면 감사의 고질병인 감사 적체 현상 해소
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일반형 종합감사의 지적 건수와 자율형 종합감사의 자체 지
적․개선 건수를 비교하여 자율형 종합감사가 많으면 ‘자정 효과’가 높아 반부패 청렴 문화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적은 수의 감사담당공무원을 투입한
자율형 종합감사의 만족도가 일반형 종합감사와 비교하여 비슷하거나 높게 나타나면 효율적
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Ⅴ. 연구 결과
지금까지 경남교육청에서 자율형 종합감사의 여건 조성과 시행 과정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그렇다면 2년 동안 학교 현장에서 실시한 자율형 종합감사의 ‘효율성’과 ‘만족도’가 기존의
종합감사에 비하여 어떠한지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1. 감사 효율성①: 연간 최대 감사 실시학교 수(감사 적체 해소)
지금까지 일반형 종합감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한정된 인원으로 많은 학교의 종합감사를
실시하기 어려워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감사적체 문제였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를 ‘자율형
종합감사’로 극복할 수 있었다. 즉, 경남교육청은 감사담당공무원을 학교별 1∼2명으로 줄이
는 대신 부족한 인원을 공모한 외부감사관 교무․학사 각 1명, 변호사․공인회계사 각 1명
등 4명을 추가 투입하여 보완하고, 감사 기간도 외부감사를 3일로 줄이는 대신 1차 자기점
검, 2차 교차점검을 학교 자체적으로 2∼3개월 충분히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절약하였다. 그
래서 자율형 종합감사를 실시하면 한정된 감사담당공무원 인력과 시간으로 보다 많은 학교를
더욱 내실있게 감사할 수 있어 감사 적체를 해소해 나갈 수 있다. 일반형 종합감사와 비교해
보면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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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연간 최대 종합감사 가능 학교 비교표
구분
교당 감사 기간(평균)
교당 감사 담당 공무원(평균)
연간 최대 감사 가능 학교
효율성

일반형 종합감사
4일
5명
100교
낮음

자율형 종합감사
3일
1명
660개
높음(6.6배)

비 고

이론적 최대치

위의 표에 나타난 일반 종합감사의 감사기간과 감사 담당 공무원 및 연간 최대 감사 가능
학교는 2017년도 경남교육청의 평균치이며, 자율감사의 감사기간, 감사담당 공무원은 2016년
과 2017년에 실제로 적용된 수치를 바탕으로 앞으로 적용될 수치를 계산한 것이다.(단, 이는
시간, 인원 이외의 다른 변인은 통제한 수치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체감사를 실시할 경우 연간 최대 감사 가능 학교 수가 660여개가
된다는 것이다.18) 물론 이는 이론적․산술적인 최대치이며, 감사관실 여건에 따라 다소 달라
질 수 있다. 2018년 3월 1일 기준으로 경상남도 초․중․고 학교 수(사립포함)는 1,665개이
다. 만약에 자율형 종합감사를 경남교육청이 모두 실시한다면 3년 안에 경남의 모든 학교를
감사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19) 이것은 감사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감사
적체 해소를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아닐 수 없다. 즉, 감사의 효율성 면에서 매우
가치가 있는 것이다.

2. 감사 효율성②: 자체 지적․개선 실적(반부패 청렴문화 조성)
다음으로 자율형 종합감사가 ‘자체 지적․개선’을 통한 반부패 청렴 문화 조성에 얼마나
효율성이 있었는지를 살펴보자. 2016년도와 2017년도에 경남교육청에서 시행한 학교자율감
사의 감사 실적을 살펴보면 표와 같다.

18) 이는 다음과 같이 계산 된 것이다.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100으로 보았을 경우 일반형 종합감사
는 5일×4명으로 20명이 하루에 일을 했기 때문에, 100을 20로 나누어 보면 5의 일의 양이 나오게 된다.
즉, 하루에 1명이 5의 일을 했다는 결론이다. 이에 비해 자율형 종합감사는 일의 양을 100으로 보았을
경우 3일×1명으로 3명이 하루에 일을 했기 때문에, 100을 3으로 나누어 보면 33.333....의 일의 양이 나
오게 된다. 즉, 하루에 1명이 약 33의 일을 했다는 결론이다. 이를 비례식으로 생각하여 자율형 종합감
사의 연간 최대 감사 가능 학교를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다.
100 : 5 = X : 33
여기서 X의 숫자가 바로 자율감사를 통한 연간 최대 감사 가능 학교 수이다. 여기서 X는 660이라는 결
론을 도출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자체 감사를 실시할 경우 연간 660개의 학교의 감사가 가능하다는 것
이다.
19) 물론 이러한 결론은 현실적 여건을 제외하고 산술적․이론적으로 계산하여 산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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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자율형 종합감사 지적․개선 실적 총괄 현황
구

분

자율형 종합감사
(30개교)
일반형 종합감사
(104개교)

전체
평균
전체
평균

신분상 조치 행정상 조치
건
건
239
353
8
12
1,296
94
12
1

재정상 조치
금 액(원)
52,017,934
1,733,931
146,779,170
1,411,338

총
건
663
22
1,390
13

계
금 액
52,017,934
1,733,931
146,779,170
1,411,338

위의 데이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2017년도 학교자율감사 교당 지적 건수는 전년도 대비
2.4배 증가하였으며, 지난 해 종합감사 대비 1.5배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상의 조치
금액도 전년도 대비 30% 증가하였으며, 지난 해 종합감사 대비 23% 높은 편이다.
이것은 자율형 종합감사가 기존의 종합감사 보다 더 효율적임을 보여준다. 기존의 종합감
사가 발견하지 못한 문제점들을 학교자율감사가 더 잘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학교
스스로가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여, 반부패 청렴 문화를 조성하는 것에 자율형 종합감
사가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사실은 내부청렴도 상승 면에서
경남교육청이 7단계 수직 상승하여 1등이 되는 성과가 달성되었다는 면에서 잘 알 수 있다.20)

3. 감사 효율성③: “학교 현장 감사 만족도”
경남교육청의 자체 종합감사 설문분석 결과 조사한 결과 자율형 종합감사와 일반형 종합
감사를 비교해본 결과 한 결과가 나왔다. 도교육청 감사담당공무원이 1∼2명 투입된 ‘자율형
종합감사’가 5명 이상 투입된 ‘일반형 종합감사’와 비교하여 항목에 따라 만족도가 비슷하게
나왔다는 것은 ‘자율형 종합감사’가 더욱 효과적임을 입증해 준다. 즉,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라는 효율성의 관점에서 볼 때, 적은 인원으로 비슷한 만족도를 얻었기 때문에 자율형
종합감사가 더 효율적이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설문 조사 내용 중에서 본 연구와 관련하여 ‘감사담당자’ 측면의 ‘감사관의 태도와 역량’,
‘감사 내용’ 측면의 ‘감사 내용 적절성’ 등 두 관점에서 만족도의 백분위점수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20) 경남교육청은 2017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결과 내부청렴도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유일하
게 최고등급인 1등급을 받았으며, 종합청렴도 에서도 7단계 수직 상승하여 지난해 12위에서 올해 5위를
기록하였다. 반부패 청렴의지와 노력이 청렴도 향상의 견인차 역할을 하여 상승도 측면에서도 전국 1위를
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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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감사 만족도 비교(감사자의 태도와 역량)
항목
감사관의 겸손한 태도
공정한 감사업무 수행(공정성)
감사관의 전문성과 지식(전문성)
감사 사항의 업무 중요도
평균

자율형 종합감사
97
96
90
92
94

일반형 종합 감사
94
96
93
92
94

비고

<표 19> 감사 만족도 비교(감사 내용의 적정성)
감사
지적
지적
지적
업무

방향의
근거의
내용의
사항의
개선에

항목
적정성
적정성
신뢰성과 객관성
적절성
도움
평균

자율형 종합감사
94
94
95
95
94
94

일반형 종합감사
94
93
94
93
94
94

비고

특히, 설문 조사 결과 전문성 신장과 자율성 함양이 자율감사의 장점으로 가장 크게 나타
났고, 자율적 업무 검토․개선을 통해 자율적 업무풍토를 조성하는 자율성 함양 성과도 크게
나타났다.

<표 20> 자율형 종합감사의 장점
항목
전문성 신장
자율성 함양
민주적 학교운영
교육본질 집중
기타
계

비

율(%)
37
29
15
13
6
100

비

고

교직원 인터뷰 결과 대부분 자율형 종합감사가 전문성 신장과 전문직의 자율성 및 자긍심
신장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 교사 ○○○은 “자신의 업무를 매
뉴얼과 체크리스트에 따라 스스로 점검하여 고쳐 나가는 자율형 종합감사를 통해 모르는 것을
많이 알게 되었고, 앞으로는 잘못과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게 되어 좋았다.”며 전문성
신장에 효과적이었음을 밝혔으며, ○○중학교 교사 ○○○은 “기존의 사후 적발․처분위주
일반형 종합감사 시 지적을 받을 때는 때로는 화가 나고 사기가 떨어지기도 했지만, 사전에
자율적으로 점검하여 개선하는 자율형 종합감사는 전문직으로서의 자존감을 느낄 수 있어
무척 좋았다.”고 말하며 기존의 타율적 종합감사 보다는 자율적인 감사를 통해 자긍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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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낄 수 있어 좋았다고 했다. 한편, ○○고등학교 교장 ○○○은 “솔직히 지금까지는 교직원
들이 감사에 걸릴까봐 업무를 맡기 싫어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스스로 점검하여 고쳐 나가
는’ 자율형 종합감사를 하게 되니, 감사 부담 때문에 업무를 기피하는 소극적인 자세가 사라
져 정말 좋다.”라며, 감사로 인한 업무 기피현상이 해소되고 ‘적극 행정’ 유도 효과가 있음을
말하기도 했다.

Ⅵ. 결론 및 제언
1. 결론
이상에서 경남교육청에서 감사 인력 부족에 따른 ‘종합감사 적체’를 해소하고, 나아가 적
극행정을 유도하고 창의적 조직문화 조성하기 위하여 구안․적용한 ‘자율형 종합감사’와 기
존의 ‘일반형 종합감사’를 비교하여 감사의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1∼2명의 적은 감사담당공무원과 외부감사관 및 외부 전문가로 부족 인원을 보강
한 ‘자율형 종합감사’가 5∼7명의 많은 감사담당공무원을 투입하는 ‘일반형 종합감사’ 보다
오히려 일정한 감사 시간(기간) 및 인력(감사담당공무원)을 투입했을 때 ‘연간 최대 감사 학교
수’ 및 ‘자체 지적 및 개선 건수’ 등의 실적이 더욱 높게 나타나, 감사의 ‘효율성’이 더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자율형 종합감사가 학교 현장에서 기존의 일반형 종합감사보다 더욱
효과적인 모델이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따라서, 자율형 종합감사가 기존의 일반형 종
합감사에 따른 ‘감사 적체 현상’을 해소 할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인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
음을 증명했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기존에 각급 기관들 사례발표회에서 사례발표한 사항을 확장하고, 수정한 것임을
밝힌다.

2. 제언
앞으로, 자율형 종합감사를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보완․개선
노력과 제도적인 뒷받침이 요구된다.
첫째, 자율형 종합감사 확대를 통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가야 한
다.21) 기존 사후 처분 위주의 타율적 종합감사만으로는 적극행정 유도와, 창의적인 조직 문
21)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4조(자체감사활동의 목적과 방향)에 “자체감사활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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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창출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 지역사회 전문가와 함께하는 ‘열린 감사문화’ 정착에 노력해야 한다.22) 이제는 감사
분야도 각 기관의 작은 울타리를 걷어내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열린 감사’ ‘투명한 감사’
를 지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자율형 종합감사와 평가, 장학활동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를 높혀 나가야 한다. “감사
와 평가는 동일한 연속선상의 일부이다.”(Bowden, 1992)라는 말이 있듯이, 기관의 감사 수감
부담 경감과 감사․평가 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통합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23) 학교에서
도 학교자율평가(자기주도적 학교평가)와 정기 장학지도, 정기 자율형 종합감사를 통합해 나
간다면 업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고, 업무간의 시너지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자율형 종합감사 활성화를 위한 감사 매뉴얼 및 체크리스트(자율점검표) 발간이다.
기관별로 자율감사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활용한다면 기관 간의 업무 평준화와 질적 개선을
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매뉴얼과 체크리스트를 연초에 미리 보급한다면, 평소 업무 수
행간에 미리 법령 위반을 예방할 수 있어 예방감사활동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경남교육청에서 감사적체 해소와 자율적․창의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시행한 열린 감사
시스템인 ‘지역사회 전문가와 함께하는 자율형 종합감사’가 개인적으로는 자기 업무를 스스
로 점검․개선하는 자율적인 근무 자세를 확립하고, 나아가 조직문화도 보다 ‘창의적인 적극
행정’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는 새로운 감사의 패러다임으로 전국 각 공공기관에 맞도록
더욱 발전적으로 확산․정착되어 나아가기를 기대해 본다.

감사대상기관의 문제점을 미리 예방하고 발견된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고
되어있다.
22)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외부전문가 등의 참여) 에도 “감사기구의 장은 회계․보건․환경․건설 등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고 규정되어있다.
23) 황혜신(2014)의 정부업무평가와 감사의 연계 방안 (한국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에서 평가와 감사의 연
계를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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