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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갈등관리 기제로서 감사원 감사청구의 역할에 대한 연구

․

황덕연 임다희*

본 연구는 공공갈등 해소기제로서 감사원 감사가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
이다. 공공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다양한 갈등관리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정 이슈와 관련되어 발생한 갈등이 감사원 감사청구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즉, 갈등해소 기제로서 감사원 감사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아직까지 관련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감사원 감사가 갖는 갈등관리 기제로서의 역할을 확인하기 위하여 첫째, 대중적인 공공
갈등에 대해서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둘째, 어떤 분야의 갈등을 대상으로 감사가 실시되고
있는가? 셋째, 감사결과에서 어떤 개념의 공익이 발견되는가?에 대한 연구질문을 제시하였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사가 실시된 사례와 실제 갈등이 보도된 분석자료를 활용하여 사례연
구가 실시되었다.
분석결과 갈등관리 기제로서 감사원 감사가 갖는 의미는 절차적 차원의 공정성 확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갈등 해소의 도구로서 효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정부와 시민 간
정보비대칭의 문제와 주인-대리인 문제를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어: 감사원, 감사청구, 갈등관리 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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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Role of Audit and Inspection Request as a
Public Conflict Management Framework

․

Dukyun Hwang Dahee Lim*

This study is the basis for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s audit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BAI) to resolve public conflict. Public conflict is constantly occurring,
and various conflict management measures are being discussed. Under these circumstances,
conflicts related to certain issues have been identified as being addressed by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BAI).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meaning of
audit by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as the basis for resolving conflicts, but the
related research is still insufficient.
First, is there an audit on public conflict in order to confirm its role as a conflict
management mechanism for audit by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Second, what
areas of conflict are audits conducted? Third, the question of research on what concept of
public interest is found in the audit results? To confirm this, the case study was
conducted using the case where the audit was conducted and the analysis of the actual
conflict reported.
The purpose of audit by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as a basis for conflict
management was to identify utility as a tool for resolving public conflict in that it could
enable the procurement of fairness on a procedural level. 

Keywords: BAI, audit request, public conflic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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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권위주의적 권력체제에서 민주화시대로 변화하면서 우리사회는 국가의 이익보다 개인의
이익과 가치창출이 중요시되어오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공동체 또는 사회의 가치창출을 위
한 개인의 희생에서 개인 또는 자신이 속한 집단에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행동으로 가치변
화가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사회 각 부문에서 갈등의 발생이 더욱 빈번하게 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정책 영역에서 정책결정이 대부분 정치인, 관료, 일부 전문가들로 구성
된 정책네트워크에 의해 주도(박희정, 2015: 184)되고 있기 때문에 정책결정 이후에 갈등이
발생되거나 심화되는 경향이 있다. 정부는 공공문제를 중심으로 사회갈등에 따른 부작용의
심각성을 인지하기 시작하였으며, 갈등관리를 위해 다양한 기구를 통해 대응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들 기구가 갈등관리에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단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다(홍성만 외, 2008: 2).
갈등은 사회적 비용 증가 및 정부 신뢰 저하 등의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해결 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장원경 외, 2018: 2)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효과적인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기제 탐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갈등해소
방안 중 감사원의 감사청구제도가 있다. 감사원 감사청구는 시민이 감사를 청구하고 이에 대
해 감사원이 감사하는 제도이다. 매년 수백 건의 감사청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공
공갈등 해소 기제로서 감사원의 감사에 대한 논의는 거의 다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감사원의 감사청구제도는 국민감사청구제도와 공익감사청구제도로 구분되어 있다. ‘국민감사
청구제도’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72조에 근거하며,
공공기관의 사무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19세 이
상의 국민 300명 이상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것이다. ‘공익감사청구제도’는 공
익감사청구 처리규정(감사원 훈령)에 근거하며, 19세 이상 300명 이상의 국민․시민단체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자가 공익을 목적으로 특정사항에 대해 감사를 청구하면 이를 심사하여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는 제도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갈등관리 기제로서 감사원 감사청구제도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
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첫째, 대중적인 공공갈등에 대해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둘째, 어떤 분야의 갈등을 대상으로 감사가 실시되고 있는가? 셋째, 감사청구를 통한 감사
결과에서 어떤 개념의 공익이 발견되는가?에 대한 연구질문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세 가지 연구질문을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갈등보도를 중심으로 논의되었던 갈등
이슈와 감사원 감사사례를 활용하고자 한다. 이에 첫째,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를 통
해 공공갈등의 의미와 해결 방법의 유형, 전통적 관리방식으로서 감사청구의 특징, 행정형
ADR로서 감사청구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연구설계에서는 감사청구의 현황,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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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를 통해 확인된 갈등관련 보도를 통해 감사원 본 연구의 분석대상과 범위를 선정하고자
한다. 셋째, 선정된 분석대상을 중심으로 연구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사항을 중심으로 공공갈등관리 기제로서 감사원 감사청구의 역할에 대
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1. 공공갈등의 의미와 해결 방법의 유형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르면, 공공갈등이란 “공공정책(법령의

․

․

제정 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 추진을 포함)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공공기관과 이해관계
자인 지역주민 사이에 발생하는 정책갈등으로 볼 수 있다. 공공갈등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많고 해결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므로(김정일 외, 2014: 355), 적절
한 시기에 체계적인 갈등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갈등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게
된다. 흔히 갈등관리의 해소 방안으로 언급되는 ‘중재’란 갈등당사자들간 분쟁 사안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림으로써 분쟁을 종결짓는 것을 의미한다(김도희, 2013: 33).
갈등관리방식에는 전통적 관리방식(Converntional Dispute Resolve: CDR)과 대안적 분쟁해
결(Alternative Dispute Resolve: ADR)이 있다(이용훈, 2012: 40-42). 전통적 관리방식에는 일방적
권력행사(Decision-Announcement-Defence, DAD)로 대표되는 독자적 관리방식(Self-Management
Strategy)과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사법적 판결방식으로 구분된다. 반면 대안적 분쟁해결은
전통적 관리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기되었다(심준섭 외, 2015: 34-35). 아

․ ․

직까지 대안적 분쟁해결의 개념이 다소 추상적이고 불분명하며 협상 조정 중재 등 소송과
같은 사법적 분쟁해결 방법 이외의 비사법적 분쟁 해결 방법을 총칭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Mnookin, 1998; 김도희, 2013: 33; 심준섭 외, 2015: 39). 대안적 분쟁해결은

․

비용과 시간의 절약, 공동체의 참여 확대, 사회정의에 대한 대중의 접근성 제고, 비용 속

․

도 순응 이라는 측면에서 분쟁 당사자들에게 만족감을 제공(Sander, 1985: 3; 안순철 외,
2003: 11)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용훈(2013)의 연구에서는 공공갈등관리에 있어서 전통적 관리방식인 일방적 권력행사는
오히려 갈등을 심화시키고 통제가 어려워져 사법적 해결에 의존하게 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

․

다. 하지만 사법적 판결방식 역시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가중될 우려가 있어 갈등해결의 실
효성이 낮아질 수 있는 한계가 있다. 이와 더불어 사법적 판단은 갈등의 핵심을 이해관계 문
제로 한정하여 가치 충돌과 인식의 차이 등의 조정에는 한계가 있으며, 소송 결과에 대한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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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새로운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하여 추가적인 시간적 경제적 비용
이 유발될 수 있다.
이에 대안적 분쟁해결은 비사법적 갈등관리 방식으로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갈등관리 방
식이다. 하지만 중재 권한이 명확한 규정에 의해 확보되거나 혹은 중재 권한 및 기구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인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갈등 해결의 효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측면도
있다(김도희, 2013: 49-50). 또한 정부가 갈등 당사자인 경우, 가치를 둘러싼 갈등인 경우, 갈
등의 사전 예방 기능의 불가라는 점에서도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김두한, 2005: 155-164). 한
편, 대안적 관리방식은 관리 주체에 따라 법원을 통한 조정을 시도하는 법원형 ADR, 독립

․

적 중립적 행정기관에 의한 행정형 ADR, 민간단체에 의한 중재를 시도하는 민간형 ADR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에서 행정형 ADR이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데(심준섭 외, 2015: 40),
그 이유도 공식적 행정기관이라는 지위로 인해 갈등 중재 권한에 대한 동의를 쉽게 확보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함영주, 2009; 심준섭 외, 2015: 40).
이러한 갈등관리의 이론적 분류에 따르면 감사원의 감사청구는 행정형 ADR의 성격이 있
다고 할 수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전통적 관리방식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감사
원은 행정기관이지만 독립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고 시민 참여에 의해 감사가 시작되며 감사
결과는 사법적 판단과 달리 강제성이 없다. 하지만 갈등 중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갈등과정에서의 행정행위의 합규성, 투명성, 적절성 등을 검토하는 것이 주된 역할이기 때문
에 직접적인 갈등 중재 기능을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감사원의 감사청구는 두 가지
갈등관리 방식의 성격이 혼합된 독특한 특성이 있다.

2. 전통적 관리방식으로서 감사청구의 특징
감사의 의미는 크게 대리인 이론과 시스템 이론으로 요약할 수 있다(문호승, 2002: 3-5).
대리인 이론에 따르면 감사는 주인인 국민과 대리인인 정부 또는 공무원 간의 정보 비대칭
을 줄이기 위해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제3자에 의한 검사 또는 점검 활동이다. 국민이 정부
또는 공무원의 행위에 대해 그 적절성과 투명성을 직접 감시하기에는 자원과 정보가 부족하
므로 감사원이 국민을 대리하여 정부 또는 공무원의 행위를 점검함으로써 책임성을 높이는
기능을 의미한다. 시스템 이론은 감사의 기능을 정책과 제도의 개선을 위해 정책 및 사업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환류(feedback)하는 정책과정에서의 성과관리 수단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따라서 감사의 본질적 의미를 고려한다면 시민의 청구에 의한 감사는 감사원이라는
제3자적 기관을 통해 시민과 정부 간 정보비대칭을 완화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감사의 주
요 내용이 정부와 공무원 행정행위의 적절성을 검사하는 것이므로 감사를 통해 시민들은 행
정행위의 정확한 내용과 더불어 그것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였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10

감사논집 제33호

시스템 이론 및 감사의 현대적 의미를 고려하면 감사청구는 그 결과를 통해 정부 사업이
나 정책의 개선을 유도하므로 공공갈등의 해소 및 예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감사청구의 공식화된 제도라는 특징으로 인해 제도가 갖는 본래 목적과 현
실과의 괴리, 특히 감사청구를 위한 행정절차들로 인해 감사청구에 접근성이 저하되는 것은

․

감사청구의 주요한 한계라고 할 수 있다. 김상호(2013) 강승식(2017)의 연구에 따르면 감사
청구제도는 그 복잡한 처리절차, 청구대상 사무범위의 제약 등 제도상의 문제점들로 인해 효
과성을 담보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지적하였다. 감사청구제도는 기본적으로 시민의 감
사 요구를 바탕으로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어 감사의 내용 및 범위
가 시민의 감사 요구에 의해 제한된다는 특징이 있다. 즉, 주민참여라고 할 수 있는 감사 청
구 자체는 감사계획단계로 제한되어 있어 갈등관리에 대해서는 감사 결과가 미치는 영향력
이 매우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또한 청구인의 범위 및 청구 대상이 제한되어 있고 접수된
감사청구에 대한 감사 실시 여부 결정 절차가 별도로 있으므로 공공갈등관리의 수단으로서의
역할은 실질적으로 제한적일 수 있다.

3. 행정형 ADR로서 감사청구의 특징
대안적 공공갈등관리 수단으로서 감사청구의 성격은 거버넌스 및 시민참여의 기회 또는
공간이라는 측면에서도 접근할 수 있다. 최근에는 협력적 거버넌스가 정부 실패 및 정부 중
심의 문제 해결 방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언급되는 등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거버넌스는 정부(계층제), 시장 중심의 사회적 조정 양식과 대비되는 새로운 조정 양식으로
신뢰 등에 의해 형성되는 네트워크 또는 시민 참여를 핵심 요소로 보고 있다.
조경호 외(2015)의 연구에서는 정부 역량의 현실적 한계로 인해 새로운 주체인 민간부문
과의 상호 신뢰와 협력에 근거한 수평적 네트워크가 중요해지면서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고 시민이나 시민단체 등이 감사청구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의 참여를 적극적
으로 유도하는 것도 거버넌스의 방식이라고 보고 있다. 김상호(2013)의 연구에서는 주민감사
청구제도를 제도화된 주민참여의 한 형태로 보았고, 주민이 서비스의 소비자와 생산자 역할
을 동시에 수행하게 만드는 기제로 보았다. 또한 Purdy(2012)는 감사에의 시민 참여를 협력
적 거버넌스 차원에서 공공감사의 수용성을 높이고 효과적 공공정책의 형성과 집행을 위한
수단의 하나로 전제하기도 했다.
그러나 거버넌스의 실제적 유용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으며 시민의 청구로 인
해 감사가 시작된다는 것만으로 감사청구를 거버넌스 방식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거버
넌스가 공공갈등 관리의 대안으로 인식된 것은 갈등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 토론과 심의를
통해 협력을 유도하는 문제 해결 양식이 거버넌스의 주요 특징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다수
의 숙의를 통한 결론이 정부 또는 시장에 의한 결론보다 우월하다는 가정이 있으며, 자발적

공공갈등관리 기제로서 감사원 감사청구의 역할에 대한 연구

11

협력이 사회적 조정을 가능하게 한다는 인식이 전제되어 있다(채종헌 외, 2008). 하지만 네트
워크 행위자 간 신뢰 관계의 구축이 전제되어야 하며 협력의 동기와 조건이 중요한 영향요
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내에서도 갈등 발생의 가능성도 있다. 또한 자발적 협
력에 의한 사회적 조정은 책임성이 모호해진다는 문제도 지적된다(Stoker, 1999). 따라서 거
버넌스의 성격이 감사 방식에 반영되었다는 것이 효과적 공공갈등 관리의 충분조건이 되기
에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UNDESA(2013)은 시민참여감사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는데 감사원과 시민간 정보 교
환에 따른 협의를 이루는 유형과 감사과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방식이다. 현재의 감사원은 전
자에 가까운 유형이라 할 수 있다. 감사청구의 과정을 살펴보면 비록 감사의 전문성과 독립
성을 위한 조치이지만 실제 감사 대상을 결정하는 것은 감사원의 자체 결정에 의해 이루어
지고 있다. 언급한 것처럼 공공갈등관리에 있어서 감사원이 지니는 장점은 제3자적 입장에서
갈등사례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독립성의 확보가 전제되어야만 한다. 시민 참여가 확
대될수록 감사에 대한 정보나 감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감사원과 시민간의 정보교환과 협력
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하지만 감사 과정에 시민 참여가 이루어질 경우 특정 이익 집단에 의
해 감사과정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으며 감사과정의 효율성이 낮아질 우
려가 있다. 따라서 현재 감사원의 감사청구는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존하기 위해 시민
참여의 폭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감사에 시민참여를 통한 공공갈등 관리의 효용 역시 실제로
는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4. 선행연구
감사라는 행정 분야의 특수성과 감사청구의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공갈등관리
에 있어 감사청구의 역할 및 주민 참여 특성에 대한 선행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현재까지
실시된 선행연구들은 주로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론적으로 감사제도에
있어서 주민 참여의 거버넌스 속성을 반영시키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감사제도의 발전 방
향을 제시하는 연구들이 다수이다.
박창석(2012)의 연구는 일본의 지방감사제도와의 비교연구를 통해 한국의 주민감사청구 및
주민 소송 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기본적으로 한국의 지방감사제도가 감사주체를
기준으로 외부감사와 내부감사로 나뉘는데, 그로 인해 중복적인 감사가 시행되고 있으며 외
부감사의 비중이 현저히 높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이에 반해 일본의 경우 2009
년 지방자치제 개혁과 더불어 감사제도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해 주민쟁송제도에 대한 변화
를 통해 주민 소송의 기회를 확대시켰던 사례를 제시하였다. 김재호(2011)의 연구도 주민감
사청구제도를 지방자치행정의 합리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필요성과 효과가 인
정된다고 보고, 감사청구심의회의 지위를 보다 독립적이고 상설기구로 만들어야 함을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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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그 대상이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감사청구에 관한 것이며, 법학적 측면
에서 감사청구제도의 개선을 확대 및 보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었다.
유춘호(2012)는 전문성, 독립성, 감사수용성 측면에서 ‘참여적 감사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협력적 거버넌스, 사회적 마케팅, 도덕감정 등의 관점에서 참여적 감사제도의 방
향성을 제시하였는데, 여기서 참여적 감사제도는 기존의 주민감사청구의 수준을 넘어서 감사

․

과정에 참여를 의미하고 있었다. 조경호 이정주(2015)의 연구도 감사원 감사청구제도의 운
영 실태를 분석하여 국민참여 감사 시스템의 개선 방향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감사 실태
를 다루었다는 특징이 있으나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있어서 판단기준이 불분명하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민감사청구의 낮은 인용률이나 감사청구 접근성의 어려움 등을
문제점으로 제시하였지만 인용률이 낮다거나 감사청구 접근성이 좋지 않다는 판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연구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해석될 여지가 존재한다.
강승식(2017)의 연구는 국민참여감사제도의 주요 내용들이 감사계획단계에 대한 것으로 제
한되어 있고 시민참여감사제도의 일차적 목적도 감사의 전문성 강화에 있다고 보고 이러한
특징들이 국민참여감사제도의 활성화를 제약하는 요인임을 지적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국민
참여감사제도를 법학적 관점에서 관련 규정의 내용분석, 감사실태분석, 필리핀과의 비교 등
을 통해 국민참여감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유사하게 조성제(2016)의 연
구도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감시위원회 설치 방안을 제시하였다. 일본 지
방자치법상 감사위원 제도와 비교분석을 실시했다는 특징이 있으며 관련 규정이 감사에 주
민 참여를 보장하려는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는지를 살펴보았다. 김상호(2013)의 연구도 유사
하게 주민감사청구제도의 내용을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의 공통된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감사청구 제
도의 본래 목적이 국민의 감사 참여라는 기본적인 인식을 가지고 현행 제도가 국민의 참여
를 유도하도록 설계되어 있는지에 초점을 두었다. 둘째, 실증분석이나 사례분석보다는 감사
청구 관련 규정이나 법령의 내용을 분석하는 방법론을 주로 활용하고 있다. 보완적으로 외국
사례와의 비교 및 감사실시와 관련된 실태를 보여주고 있지만 실증분석이나 구체적 감사 사
례를 다루고 있지는 않았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특징은 제도의 개선과 보완 방향을 제시하였
다는 점에서 효용이 있으며 주민참여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판단하였다. 하지만 관련 규정과
법규에 대한 내용 분석은 이론적 제언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떤
공공갈등이 감사에서 다뤄지고 있으며, 감사청구의 논리와 방식, 그리고 감사결과가 공익 측
면에서 어떤 효용이 있는지에 대해 실제 감사사례를 통해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기존 연
구에서는 감사청구가 공공갈등 자체를 다루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주로 갈등의 일부 내용만
을 다루었기 때문에 감사청구의 결과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선행연
구와의 차별점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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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감사청구 현황을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감사청구의 제도적 특성을 정리하고자
한다. 이에 2009년부터 2017년까지 감사청구 현황 중 실제 감사가 실시된 사례를 대상으로
분석대상을 선정하였다. 감사청구 자료는 감사원의 감사연보1)와 감사원 홈페이지(bai.go.kr)에
공개되어 있는 감사보고서 등이 활용되었다. 또한, 대중적인 공공갈등사례를 선정하기 위해
활용된 자료는 ‘공존협력연구소’에서 수집한 공공갈등 보도분석 DB2)를 활용하여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세 가지 연구질문에 대한 연구범위 선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중적인 관심이 있던 공공갈등 사례 중 어떤 사례가 감사원 감사로 다루어지는 것
인가이다. 이를 위해 공존협력연구소의 갈등DB에서 축적된 자료 중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 단위 신문기사에서 보도된 신문기사를 중심으로 보도 빈도가 높은 갈등사례를 선별하
였다. 민간기관 간 혹은 개인 간 발생한 갈등사례는 제외하였으며, 정부기관이 갈등 주체로
참여하고 있는 공공갈등만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수집된 총 4,206건의 기사 중 대중의 관
심수준이 높은 갈등사례를 추출하고자 15회 이상 언론보도가 이루어졌던 사례만을 선정하였
다. 선별한 결과 총 31건의 공공갈등 사례가 선정되었으며, 이 중 감사원 감사가 이루어진
사례와의 매칭을 통해 본 연구의 분석대상 사례가 선정되었다. 이를 토대로 대중적인 관심이
있던 공공갈등 사례 중에서 감사원에 감사가 청구되고 감사원 내부에서 공식적인 심사 절차
를 통해 최종적으로 감사로 이어진 사례는 11건으로 추출되었다. 이 중에서도 본 연구는 대
표적인 2건의 사례를 대상으로 감사 배경이 되는 공공갈등의 주요 내용과 실제 감사에서의
초점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다양한 공공갈등 중에서 어떤 분야의 공공갈등이 감사원 감사로 처리되는지에 대한
것이다. 이를 위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감사가 완료된 사례 61건을 대상으로 감사청구의
요지를 파악하였다. 감사청구의 요지는 감사청구인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갈등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것이며, 이들 내용을 검토하여 어떤 분야의 갈등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3) 분석대상 선정을 위해 감사보고서에서 ‘청구’, ‘감사청구’, ‘공익감사’ 등의 키워드로
검색하였고, 추가로 감사원이 발간하는 감사연보에 소개되어 있는 감사사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하였다. 감사요지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해 청구인이 주장하는 문제점 분석과
1) 2019년 기준으로 현재까지 2018년 감사연보가 있으나 처리 중인 감사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2017년에
점수된 감사청구까지만 연구범위로 선정하였다.
2)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공존협력연구소 토대사업단에서는 2015년부터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국내갈등
DB를 축적하고, 활용하는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축적된 공공갈등DB 중 신문보도DB
를 활용하여 본 연구의 분석대상을 선정하였다.
3) 4대강 사업 관련 이슈와 같이 그 중대성이 매우 커 국회의 감사청구에 의해 감사가 이뤄졌거나 혹은 별
도로 감사원이 연간 계획을 통해 감사를 실시한 경우는 일종의 이상치(outlier)로 보와 같이 그 중대성이
매우 커 국회의 감사청구에 의해 감사가 이뤄졌거나 혹은 별도로 감사원이 연간 계획을 통해 감사를 실
시한 경우는 일종의 이상치(outlier)로 보고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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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분야(공공개발, 민원, 예산, 인사)를 분류하였다. 이후 감사청구를 통해 청구인이 원하는
사항에 대한 분류가 이루어졌다. 하나는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며, 다른 하나는 규정
위반은 아니지만 본래 목적에 따라 정부의 행위가 적절하였는지에 대한 검토이다. 이러한 구
분은 기본적으로 모든 행정행위의 올바름을 판단할 수 있는 규정이나 법규가 있는 것은 아
니며, 규정이 다소 모호한 경우에는 합규성에 대한 판단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 적극행정이 강조되고 있으며, 실제 행정현장에서 위법한 행위는 아니지만 소극행정
또는 부실행정을 통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갈등이 감사청구
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셋째, 감사원 감사에서 나타나는 공익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다. 감사원 감사 역시 공식적
행정절차이며 공익을 추구하는 행위이다. 즉, 감사원 감사가 시민의 공공갈등 해결 요청을
접수하여 감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공익을 추구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감
사청구로 접수된 공공갈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절차의 특징, 감사원 감사선택의 유형,
감사결과 내용 등을 살펴봄으로서 감사에서 판단 기준이 되는 공익이 어떤 개념인지를 분석
할 수 있을 것이다.

Ⅳ. 분석 대상 개괄 및 실태 분석
1. 감사청구의 유형
감사원 감사청구는 지방의회, 지역주민 등 자격을 갖춘 자가 공익을 목적으로 특정 사항
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하는 경우 감사원은 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는 제도를 말한다(감사원, 2013). 감사원 감사청구는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여
부패나 부실의 영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정부업무에
대한 정보를 폭넓게 확보함으로서 국민과의 소통능력 및 감사 효율성, 영향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강승식, 2017). 더불어 국민의 감사 참여를 통해 감사원에 의
한 신속한 문제해결 및 감사만족도 제고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 공정성, 나아가 정부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다(조경호 외, 2015).
감사원 감사청구는 국회감사청구, 국민감사청구4), 공익감사청구5)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
다. 국회감사청구는 국민이 국회를 통해 감사를 청구할 수 있지만 청구 대상이 국회 의결과
4) 국민감사청구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로, ｢부패방지 및 국
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5) 공익감사청구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가 공익을 목적으로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청구하면 이를
심사하여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는 제도로, 감사원
훈령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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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일종의 간접적 감사청구방식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감사대상에 정
치적 이해관계 및 정치적 갈등이 반영될 수 있으며, 국회 의정 활동에 대한 대중매체의 관심
수준에 의해 언론보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국민감사청구와 공익감사청구는 보
다 직접적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직접 감사청구방식이기 때문에 국회감사청구와 비교하였을
때, 국민의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정치적 논리에 의한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갈등의 당사자인 국민이 직접 청구하는 국민감사청구와 공익감사청
구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먼저, 국민감사청구와 공익감사청구의 제도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제도상 두 방식 모두
청구인 자격, 청구 내용, 청구 제외 대상 등은 크게 다르지 않다. 또한 감사청구 접수 후 감
사원 내 소관 국․과의 의견서 검토, 서면조사 또는 실지조사를 거친 후에 실질적인 감사실시
여부에 대한 검토가 실시된다. 감사실시 여부의 결정 주체가 다르기는 하지만 외부 심사위원이
참여하는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하다. 청구인의 자격을 19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으로 두고 있는데, 여기서 300명의 규모는 행정의 객관적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감사청구 제도의 본래 취지에 기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신정원 외, 2010).

<표 1> 국민감사청구와 공익감사청구의 제도적 특징

구분
국민감사청구
공익감사청구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 처리에
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사항에
관한 규정(감사원 훈령)
∙19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
∙감사대상 기관의 장
청구인 ∙19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
∙지방의회
∙시민단체
∙주요 정책․사업 추진과정의 낭비
청구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 ∙행정, 시책 등의 제도개선 사항
대상 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위법 부당한 행위로 공익을 현저히 해하
는 경우 등
∙국가의 기밀 및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
∙수사․재판 및 형집헹에 관한 사항
안전보장
∙사적인 권리관계 및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국가기밀,
∙수사․소송․행정심판
등 불복절차 진행
제외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중
또는
확정된
사항
대상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람 ∙개인이나 특정집단의 이익 추구 사항
∙행정심판․소송 등 불복구제절차 및 이해조정절 ∙감사대상이 아닌 경우
차가 진행 중인 사항
∙판결 등에 따라 확정된 사항
실시 ∙감사원 국민감사청구 심사위원회
∙감사원 사무총장 또는 공직감찰본부장
결정
∙사무총장이 감사실시 여부 결정, 경미한
처리 ∙국민감사청구 심사위원회에서 감사 실시 여부 결 사항의 경우 공직감찰본부장이 결정(접수
절차 정(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일로부터 1개월 이내)
특징 ∙감사실시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종결 ∙감사실시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감사
종결
출처: 감사원 홈페이지(www.bai.go.kr) 및 강승식(2017)의 연구 내용 편집

16

감사논집 제33호

한편, 공익감사청구는 국민감사청구와 비교하였을 때, 청구 대상의 범위가 더욱 넓고 공공
갈등과 관련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국민감사청구의 경우 청구 대상이 행정행위 중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법령위반 및 부패행위 사례에 대한 것으로 정해진 규칙을 위반했는지의 여부
를 감사원이 조사해주기 바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반해 공익감사청구도 규정 위
반의 사항들을 감사청구 할 수 있으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낭비와 제도개선 사항까지도 청
구 대상으로 그 범위가 더욱 넓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갈등의 성격을 고려하면 공익감
사청구가 국민감사청구보다 공공갈등을 더욱 잘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
공공갈등은 행위주체들 간 서로 상충되는 가치, 목표,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상
호작용의 동태적 과정이다(임만석, 2014). 명확한 규정이 있고, 시민들이 그러한 규정에 근거
하여 정부 또는 공무원의 법령위반 및 부패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거나 혹은 합리적으
로 의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치나 목표의 상충이 발견되기 어렵다. 규정에 근거한 행위의
적법성 또는 적격성 여부가 주된 관심사항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공갈등의 해결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대립되는 가치나 목표들 간 명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기 때
문이다. 김정일 외(2014)의 연구에서도 공공갈등을 공공정책과정에서 정책의 기준이 불명확
하거나 해결점을 찾기 어려워 대립관계가 형성되는 상태로 보았다.

2. 청구 현황
실제 감사원에 접수된 국민감사청구와 공익감사청구의 현황을 보면 같은 기간 동안 공익
감사청구가 국민감사청구보다 약 9.5배 더 많이 접수되었다. 최종적으로 감사가 실시된 실적
을 살펴보면 차이는 14.9배로 더 증가한다. 감사청구가 이뤄지는 사안들을 모두 공공갈등에
기인한 것으로 본다면 정책과정에서 발생하는 법규 위반이나 부패로 인한 갈등보다는 예산
낭비나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같은 문제제기와 관련된 공공갈등이 더 많이 감사원에 접수되
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접수된 감사청구 중 기각 또는 각하되어 감사가 이뤄지지 않는 비율이 매우 높았는데, 국
민감사청구의 경우 접수된 것들 중 약 25%가 접수 요건을 갖추지 않거나 청구자의 취하 등
으로 감사가 실시되지 않았고, 접수된 사안 중 약 61%는 형식적 요건은 갖추었으나 감사원
내부에서 감사실시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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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국민감사청구 접수 및 처리 현황(2009년~2017년)

연도별 접수 소계
2009 35 35
2010 29 29
2011 13 13
2012 10 10
2013 4 4
2014 11 11
2015 13 13
2016 11 11
2017 20 20
계 146 146

처리 완료
결정비율(%)
감사실시(A) 기각(B) 각하 취하 등 감사실시
[(A)/(A+B)]
입건 불문
4
24
3
4
14.3
2
2
18
4
3
18.2
1
1
10
1
16.7
2
8
20.0
3
1
0.0
2
5
2
2
28.6
1
9
3
10.0
1
4
2
4
20.0
4
8
3
5
33.3
16
4
89 15 22
17.9

출처: 각 연도 감사연보 및 감사보고서, 재편집

공익감사청구 역시 24% 정도가 각하 및 취하되었고, 약 53%가 감사실시 여부 심사과정을
통과하지 못해 기각되었다. 감사실시 여부에 대한 심사는 국민감사청구의 경우 ‘국민감사청구
심사위원회’가 담당하며, 공익감사청구의 경우 ‘감사청구 자문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이러
한 심사가 있기 전에 서면조사 또는 실지조사를 통해 사안에 대한 내용 검토가 이루어진다.

<표 3> 공익감사청구 접수 및 처리 현황(2009년~2017년)

연도별 접수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148
108
169
180
184
184
147
132
135
1,387

처리 완료
감사실시(A) 기각(B)
소계 입건
불문
148 17
8
92
108 31
3
51
169 34
6
96
180 33
3
103
184 37
8
106
184 31
26
68
147 18
15
71
132 15
3
67
135 23
4
77
1,387 239 76
731

출처: 각 연도 감사연보 및 감사보고서, 재편집

각하 취하 등
23
8
20
3
25
8
33
8
29
4
53
6
39
4
30 17
24
7
276 65

감사실시
결정비율(%)
[(A)/(A+B)]
21.4
40.0
29.4
25.9
29.8
45.6
31.7
21.2
25.9
30.1

감사논집 제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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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공익감사청구의 경우 청구의 이유가 없거나 청구이유가 되는 부당한 사무처리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거나 혹은 감사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기각할 수가
있다. 대개의 경우 감사청구자는 갈등의 이해당사자로서 갈등의 내용에 대해 자신의 이해관
계를 반영하여 해석할 가능성이 있고, 충분한 사실 관계를 조사하지 않거나 개인 간 갈등을
공공갈등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감사청구에 의해 실제로 감사가 이뤄진 것들은
공공갈등의 사안이면서 위법 또는 부당한 사무처리의 문제가 구체적이며,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이 정확하게 적시되어 있는 것들 중 감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들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감사원에서 실시한 공익감사청구 중 2014년 이후의 것을 중심으로 감사의
초점과 사회적 관심, 그리고 감사 결과의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국민감사청구를
활용하지 않은 것은 비록 그 수가 적지만 대부분이 행정행위의 적법성 여부를 따지는 것에
한정되어 있어 정치적 이슈인 경우가 많았다. 국민감사청구에 의한 결과는 결국 위법행위에
대한 판단이 되므로 결과에 따라서 위법행위로 인한 책임을 묻게 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
서는 공공갈등 이슈와 정치적 갈등 이슈를 구분하였다. 또한 공익감사청구로 인해 실제 감사
가 실시된 사례 중 언론에 보도되어 대중적 관심이 있었던 사안을 다루었다. 대중적으로 언
론에 보도되지 않은 사례는 자료의 수집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회적 중요도가 낮다고 판
단하였기 때문이다.

V. 공공갈등에 대한 감사청구 분석
1. 어떤 공공갈등이 감사청구의 대상이 되었는가?
여기서는 대중적 관심을 많이 받은 공공갈등 사례에서 감사로 연결된 것들이 얼마나 되는
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을 선정하는데 사용된 자료는 전국 및 지역단위에서 발생
하는 갈등보도를 수집 및 분석하여 각 갈등이 어떤 이슈로 발생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
록 자료가 구축되어 있었다. 특히, 갈등유형 분류 중에서도 갈등이 발생한 원인에 따라서
‘가치갈등’, ‘이해갈등’, 그리고 이 두 유형의 갈등이 혼재되어 있는 ‘혼합갈등’이 있다. 갈등
은 하나의 이슈로 인해서도 발생하지만 대부분의 갈등은 다양한 이슈가 뭉쳐져 발생하는 경
우가 많다. 이에 해당 자료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수집된 자료 전체에서
72.7%인 ‘혼합갈등’이었으며, 이해갈등은 21.8%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갈등이슈의 내용
을 고려하여 165가지 유형으로 나뉠 수 있었는데, 전체 기사 중 5%의 비중이 넘는 갈등이슈
유형은 원자력 시설 입지 갈등, 도로/철도 관련 시설 입지 갈등, 도시계획 및 재개발 갈등,
레저/문화 시설 입지 갈등, 교육정책 관련 갈등, 기관간 갈등, 군관련시설 입지 갈등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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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입지에 관한 갈등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단일 갈등이슈로 가장 많은 보도가 이루어졌
던 것은 ‘경상북도 성주시 싸드 갈등’, ‘원자력발전소 입지 갈등’과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갈등’이었다. 이 연구에서는 우선 언론보도 횟수가 15회 이상인 갈등 사례를 공공갈등으로
정의하고, 그러한 갈등 사례 중 감사원 감사로 연결된 것들을 선별하였다. 총 31건 갈등 사례
가 공공갈등으로 볼 수 있었는데, 그 중 감사원 감사가 이뤄진 것은 11건이었다.

<표 4> 대중적 관심을 받은 공공갈등

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사례

유형
감사 실시 여부
국정교과서 갈등(’15년)
교육정책, 이념갈등
없음
울산 울주군 신불산케이블카 갈등(’15년)
시설입지(레저/문화시설) 없음
교육정책, 기관간 갈등 감사(’16년)
누리과정 갈등(’15, ’16년)
보육정책
부산 신공항 갈등(’16년)
시설입지(공항)
없음
충남 태안군 가로림만조력발전소갈등(’14년)
시설입지(발전소)
없음
기간제 교사 갈등(’17년)
교육정책, 노사갈등 처분요구(’17년)
원자력발전소 갈등(’14~’17년)
안전 문제, 시설입지 감사(’18년)
공론화, 시설입지
울산 울주군 원자력발전소 갈등(’17년)
없음
(원자력 발전소)
경상남도 무상급식 갈등(’17년)
교육정책, 무상급식 이슈 없음
강원도 양양군 오색 케이블카 갈등
시설입지(레저/문화시설) 감사(’17년)
경상남도 밀양시 송전탑 건설 갈등(’14년)
시설입지(송변전시설) 감사(’18년)
경기도 수원시 군 공항 이전 갈등(’17년)
시설입지(군관련시설)
없음
시설입지
대구광역시 대구공항 이전 갈등(’16년~’17년)
없음
(공항, 군관련시설)
세월호 갈등(’14년~’15년)
세월호이슈
감사(’14년)
경상북도 경주시 원전 수명연장 갈등(’15년)
시설입지(원자력 발전소) 없음
경상북도 영덕군 원자력발전소 입지 갈등(’15년)
시설입지(원자력 발전소) 없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갈등(’14년)
교육정책, 노사갈등
없음
서울특별시 용산구 화상경마장 갈등(’14년~’15년) 시설입지(레저/문화시설) 없음
부산광역시 기장군 해수담수화 시설 가동 갈등(’16년) (원자력시설입지
없음
발전소,취주장)
시설입지
제주특별자치도 제2공항 갈등(’16년)
없음
(공항, 군관련시설)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룡마을 갈등(’14년)
도시계획/재개발 감사(’14년)
호남KTX 갈등(’15년)
시설입지(도로/철도) 감사(’14년)
서울특별시 강남구 한전부지공공
경제갈등, 기관간갈등 감사(’17년)
기여금 갈등(’15년)
도시계획/재개발
서울특별시 자율형사립고등학교 갈등(’14년)
교육정책
감사(’15년)
강원도 삼척시 원전 입지 갈등(’14년)
시설입지(원자력 발전소) 원전
사드 갈등(’16~’17년)
시설입지(군관련시설)
없음

20

번호
27
28
29
3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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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제주 해군기지 갈등(’15~’16년)
최순실 국정농단 갈등(’16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특수학교 갈등(’18년)
경기도 안산시 세월호 추모공원 갈등(’18년)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택배 갈등(’18년)

유형
감사 실시 여부
시설입지(군관련시설)
없음
감사(’17년)
국정갈등
등 5건
시설입지(특수학교)
없음
시설입지(장묘시설)
없음
건설건축 규제 갈등
없음

자료: 감사원 홈페이지, 재편집

[표 5] 대중적 관심을 받은 갈등을 다룬 공익감사사항

번호 접수년
감사명
감사년 처리년
감사 초점
한국감정원 및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직원 채용절차 등
1 2014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 2014년 2015년 인사관리의 적정성. 각종 사업추진의 적정성
센터 기관운영감사
확인
신축부지의 비오톱 등급을 조정한 경위
기숙사 건립 2014년 2015년 기숙사
2 2014년 oo대
및
기숙사
건축허가 시 산지전용허가 업무 처
관련 감사청구
리의 적정성 확인
ㄱ구역 사업시행변경인가 처리를 하면서 사업
ㄱ구역
위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였는
3 2014년 사업시행변경인가 관련 2015년 2015년 시행변경인가를
데도
변경인가를
보류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
감사청구
지 등을 확인
예산편성 주체(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5 2016년 누리과정 예산편성실태 2016년 2016년 누리과정
시도교육청의 재정 여력 확인
설악산 오색삭도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이 관련규정
6 2016년 설치사업 추진 관련 2017년 2017년 이나 절차에 맞게 처리되었는지의 여부 및 지
공익감사청구
도․감독 기관의 적정한 업무처리 여부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기관에서 추진한 사업의
7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
2017년
2017년
적정성 여부 및 언론 등에서 의혹이 제기된 일
기관운영감사
부 타부처에 관한 사항
화성시 종합장사시설
종합장사시설 건립추진위원회를 관련 벌령에
8 2017년 건립 추진 관련 2017년 2017년 맞게 설치 및 운영 여부 및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감사청구
불법행위 단속업무를 제대로 하였는 지
세부계획 수립 및 이행실태/ 주요시설물 품질 및
4대강 살리기 사업
/ 설계․시공 일괄입찰 등 주요계
9 2017년 추진실태 점검 및 2017년 2018년 수질관리실태
약
집행실태
/
사업결정 과정, 사업추진을 위한
성과분석
절차, 사업 비관리 및 집행 등
에스코사업 계획단계에서 오산시 의회 의결, 경기
오산시 에스코사업
지방재정 투자심사 이행 등 관련 규정에서 정
10 2018년 특혜 의혹 관련 2018년 2018년 도한 절차
및 요건 준수여부/ 사업추진 결정 이후 계
공익감사청구
약자 선정 과정 및 계약 조건 이행 적정성 여부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관련 규정에서 정한
봉화산 둘레길 출렁다리
반영 및 투자심사 실시 등
11 2018년 설치공사 추진 관련 2018년 2018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절차의
적절한
이행
및 적격 업체와 공사 계역
공익감사청구
체결 여부
자료: 감사원 홈페이지, 각 감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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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갈등의 핵심 이슈가 그대로 감사에서 다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예를 들어
‘원자력발전소의 안전문제에 대한 갈등’은 입지문제와 가치문제, 공론조사 과정에서의 절차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안인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설입지와 관련된 갈등
이 크게 발생하여 수차례 사회적 관심을 받아왔으나 감사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감사원 감사
가 이루어진 것은 시설입지에 대한 이슈보다는 사용 후 핵연료의 방사성폐기물 관리부담금
을 산정하면서 일부 비용을 과소책정했다는 주장에 관한 것이었으므로 시설입지와는 다소
거리가 멀다. ‘경상남도 밀양시 송전탑 건설 갈등’의 경우도 시설입지 갈등의 대표적 사례로
서 사회적인 관심을 크게 받았지만 실제 감사청구의 요지는 한국전력공사가 약속한 지원금
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횡령이 있었고 송전탑 건설에 우호적이었던 주민에게만 특혜를 제공
했다는 주장이었다. 따라서 갈등의 핵심 사안이었던 송전탑 설치에 의한 환경영향과 지역 주
민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논란이 감사 대상은 아니었다.
종합하면 공공갈등에서 사회적 이슈의 중대성 및 그 내용이 감사의 실시 여부나 감사 초
점을 구성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있지만 이것이 충분조건이라고 보기는 어려웠다.
기본적으로 절차상 감사원에의 청구 감사는 청구인이 무엇을 청구했는가에 의해 감사 여부
가 결정되므로 사회적 관심이 컸던 공공갈등이더라도 실제 감사청구의 요지가 다르다면 공
공갈등과 감사원 감사는 내용이 상이할 수 있다. 공공갈등과 감사청구의 내용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는 절차적 특성의 영향으로 판단할 수 있다. 공공갈등을 다룰 수 있는 감사의 종류가
다양하여 특정 지역에서 갈등을 다룰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자체감사가 있고, 중앙
부처 수준에서 감사도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감사원의 감사는 기본적으로 연(年)단
위 계획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계획 외 이슈가 감사사항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공공갈등의 발생과 실제 감사 실시 시기와는 시간차이가 존재한다.
또한, 정치적 논란이나 가치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 군사적 보안이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청구에서 제외되고 있다.

2. 감사가 이뤄진 공공갈등의 특징은 무엇이었는가?
1) 감사청구 대상 공공갈등의 유형
여기서는 실제 감사청구를 통해 감사가 이뤄지는 사례들은 주로 어떤 특징을 가진 공공갈
등이었는지 2014년부터 있었던 61건의 공익감사청구를 가지고 분석하였다. 우선 감사 대상
분야는 ‘공공개발’, ‘민원’, ‘예산’, ‘인사’로 나누었다. 공공개발은 정부가 사업의 주체 또는
주요 이해관계자로서 관리감독의 책임이 명확한 도시개발, 관광시설 및 복지시설 건립, 도시
인프라 건설 및 개보수 사업에서 발생한 갈등 사항을 의미한다. ‘민원’은 정부가 직접적인
사업 주체나 이해관계자는 아니지만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경우, 사업 진행 과정 중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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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절차와 관련된 갈등, 공교육 기관이나 자체감사 기구와 같은 고유의 정부 기능과 관련한
갈등 등을 포함하고 있다. ‘예산’은 정부 회계와 관련한 갈등이며, ‘인사’는 인사관리 행정에
서 승진, 급여, 채용 분야에서 갈등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
‘공공개발’분야 감사청구의 사례로는 2017년에 청구된 “통영시 ㄱ지구 개발 및 외자유지사
업 관련 공익감사청구”가 있다.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공모절차 없이 민간사업시행자에게 공
영개발사업권을 이전한 것과 외자유치사업 추진시 민간사업시행자에게 부지를 매각한 사실
에 대해 특혜 의혹이 제기된 것이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 상당 수의 특혜 의혹이 사실임을
밝혀냈다. ‘민원’분야의 사례로는 2017년에 청구된 “김포시 환경오염 배출시설 입지 및 관리
실태 관련 공익감사청구”가 있다. 관내 사업장의 환경 법령 위반에 대해 김포시가 지도 및
단속을 소홀히 하였고, 토양오염도에 대한 역학조사과정에서 신뢰할 수 없는 분석결과를 역
학조사팀 연구 결과에 부당하게 반영하도록 강요했다는 내용으로 청구가 이루어졌다. 감사원
감사결과 김포시가 지도 및 단속을 소홀히 했다는 것을 밝혀냈고, 부당한 강요를 통해 역학
조사결과를 왜곡했음을 밝혀냈다. ‘예산’분야의 감사청구는 2016년 충청남도 15개 시군이 규
정과 달리 관행에 따라 임의단체에게 부담금을 편성 및 집행했다는 내용의 감사청구가 있으
며, ‘인사’분야의 경우에는 2017년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가 관련 지침을 따르지 않고 특수
경비 용역근로자 인건비를 낮게 결정했다는 내용에 대한 감사청구가 있다. 두 감사청구 모두
감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맞다는 것이 드러났다.
‘공공개발’분야 감사청구 27건을 살펴보면, 사업 추진에서 정부가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부실한 심의절차를 통해 부당한 인허가를 했거나, 특정 사업시행
사에 특혜가 있었다는 내용이 가장 많은 18건이었다. 대표적인 예는 2017년에 청구된 “ㄱ지
구 난개발 및 특혜의혹 관련 공익감사청구”로서 용인시가 특정 회사를 도와 용적률을 편법
으로 상향하고 실시계획변경을 부당하게 인가했다는 내용의 청구였다. 2018년에 청구된 “봉
화산 둘레길 출렁다리 설치공사 추진 관련 공익감사청구”도 주요 자재인 케이블을 제작능력
및 시공실적이 부족한 업체와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이었으며, 2016년 청구된 “테마파
크 운영 위탁업체 선정 관련 공익감사청구”에서도 특정업체에 유리하도록 공모기준 완화 및
사업제안서에 대한 부적정한 평가 등 사업권 관련 특혜를 제공했다는 내용이었다. 공공개발
사업은 사업권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 선정과정이 공정했는가에 대한 내용이 많았으며, 청구
인들은 선정 절차에서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제시하였다.
이 외에 2014년에 청구된 “구 동해고속도로 도로구역 결정고시 관련 감사청구”나 2017년
에 청구된 “육군사관학교 실내테니스장 건축 관련 공익감사청구”와 같이 정부가 약속한 집
행을 하지 않았거나, 불법 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알면서도 그에 대한 지도단속을 뒤늦게 실
시하는 등의 소극행정 및 업무소홀에 대한 내용도 있었으나 그 수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
었다. 소극행정 및 업무소홀에 대한 감사청구는 ‘민원’분야에서 가장 많았다.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위법 사실을 밝혀달라는 것보다는 정부의 행정처리가 적절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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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을 요구하는 것들이었다.
22건의 ‘민원’분야 감사청구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7년에 청구된 “영종대교
사고 부실대응 등 관련 공익감사청구”에서는 영종대교에서 민간인이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
와 관련하여 고속도로순찰대와 소방본부의 대응이 부실하였고, 부실대응에 대한 조사 역시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내용이었다. 2015년에 청구된 “서울행 직행 좌석버스 노선 임
의변경 등 관련 공익감사청구”는 신규 노선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하는 시내버스 운송사업
면허 신청에 대한 처리 과정에서 당해 노선과 관련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다. 위의 사례를 보면 정부의 행정처리에 있어 명확한 규정이 없
거나 혹은 규정이 다소 모호한 경우들이 있었다. 예를 들어 “영종대교 사고 부실대응 등 관
련 공익감사청구”의 경우에는 고속도로순찰대와 소방본부가 사고신고 접수 후 현장에 도착
해야만 하는 시간이 제시된 규정이 없으며, “서울행 직행 좌석버스 노선 임의변경 등 관련
공익감사청구”의 경우에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면허나 사업계획의 변경인가에 있어 당해
노선과 관련되는 사업자 전부에 대하여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을 뿐이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는 전자의 사례와 관련하여 사고 발생 현장까지의 거리, 도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현실적으로 부실 대응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고, 후자의
사례와 관련해서는 기존 판례를 검토하여 관계 기관이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려는 실질적인
노력을 했는지를 검토하였다.
‘예산’분야에서도 ‘공공개발’분야와 유사하게 행정 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밝혀달라는 내용
이었다. 2014년에 청구된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재산 부당 전용 관련 감사청구”나 2016
년의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관련 공익감사청구”는 모두 ｢경제자유구역
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지방재정법｣ 등의 법 규정과 정부가 사업 관련 체결한
계약서 및 사업 계획서의 내용에 비추어 감사청구에서 적시한 행정 행위가 합법적 혹은 적
절한 것이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었다. '인사 관리'분야도 마찬가지로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인사관리 행정 처리가 계약내용 및 관련 규정에 비추어 합법적이었는지 여부를 밝혀달라는
것이었다. 2018년에 청구된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용역근로자 인건비 관련 공익감사청구”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비추어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의 단순노무 용역근로자
인건비가 적절한 것이었는지를 밝혀달라는 것이었다. 2016년에 청구된 "경상남도교육청 직
원 채용과 상여금 지급 등 관련 공익감사청구"도 임용시험 공고 내용을 기준으로 지방임기
제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이 임용된 것이 잘못되었다는 내용이
었다.
이처럼 공익감사청구를 통해 접수되는 사안들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공공갈등을 다루고 있
다. 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공공인프라 건설, 도시재개발과 같은 공공개발 사
업에서의 사업시행자 선정 과정에서의 공정성에 관한 것이었다. 공공개발 사업의 규모로 인
해 선정된 사업시행자에게는 사업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이며, 선정되지

24

감사논집 제33호

않은 경우에는 상대적인 손해라고 느낄 수 있다. 특히 규모가 큰 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 선
정과정이 경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이해 관계자들
이 그 결과에 민감하게 반응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다른 특징은 감사청구의 내용이 명확한 판단 근거를 가진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공공개발’, ‘예산’, ‘인사관리’ 분야에서 감사청구의 대부분은 청구인들이 직간접적으로 자신
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근거를 가지고 있었다. 관련 규정이나 지침, 계약서 혹은 정부가 제
시한 계획이나 공고 내용 등 공식적인 문서에 명문화되어 있는 것들을 판단 근거로 제시했
거나 혹은 그러한 근거들이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다. 반면 '민원'분야는 일부 감사청구의
내용이 지극히 청구인의 이해와 입장에서만 제시되었고 관련 규정의 내용이 다소 모호한 경
우도 존재하였다. 하지만 그러한 경우도 기존 판례의 검토나, 규정에 입각하여 행정처리를
했다는 정부 기관의 주장에 대한 증빙 자료를 검토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청구 요지를 해석
할 수 있었다.
결국 공익감사청구의 주요 내용은 청구인의 어떤 행정 처리가 부당하다는 주장이 사실인
지 여부를 밝혀달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제로 제시된 행정 처리의 부당함에 대한 판단은
관련 규정 및 명문화된 기준, 기존 판례 또는 정부 기관의 증거 서류 등을 통해 검토 가능
한 것들이었다. 그렇게 본다면 공익감사청구는 이미 발생한 행정행위 또는 행정처분이 부당
하다고 생각하는 청구인에 대해 행정 기관이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했거나 혹은 할 수 없었
던 경우들로 볼 수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공익감사청구는 감사원을 통해 청구인들
이 부당하다고 인식하는 사안과 관련하여 정부 기관에 비해 부족한 정보의 문제, 즉 정보비
대칭 문제를 해소하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다. 감사청구는 청구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특정 행정행위 및 행정처분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 보다 많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감사원을 통해 그러한 주장이 올바른 것인지를 대신 증
명해달라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많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감사원의 판단과
감사청구인의 판단이 일치할 경우에는 그에 따라 행정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게 되고,
감사청구인의 판단이 잘못된 경우에는 감사청구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감사보고서를
통해 전문적인 지식 또는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 실제 감사사례 분석
실제 감사사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언급한 것처럼 공공갈등 중 실제 감사가
이루어진 것은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은 공공개발에 대한 것이었으므로 공공개발에
관한 감사청구 사례를 하나 선정하였다. 또한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이슈에 대한 감사 사
례에 대해서도 분석을 실시하여6) 총 2건의 감사사례를 분석하였다. 대표적인 사례로 누리과
정 예산 갈등을 다뤘던 2016년의 ‘누리과정 예산편성 실태’감사, 강원도 오색 케이블카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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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다뤘던 2017년의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추진 관련 공익감사청구’감사이다. 감사 청
구의 내용, 이슈의 배경, 감사 초점, 감사 방법과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2016년의 ‘누리과정 예산편성실태’감사는 7개 지역 교육청을 대상으로 공익감사청구가 접
수되어 시작되었다. 지역 교육청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법령 위반이라는
주장이었는데 교육청이 재정 여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는
지 여부가 쟁점 사안이었다. 이 갈등의 경우 교육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의 의무지
출경비로 지정함에 따라 시도 교육청의 예산 부담이 가중되었으므로 누리과정 예산편성 주
체 관련 법령상의 쟁점이 추가로 있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외부 법률 전문가로부터 자문
을 받고 시도교육청의 세입 재원의 규모와 세출예산 편성항목을 검토하여 재정 여력이 있었
는지를 점검하였다. 그 결과 교육청의 시행령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워 시
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의무가 있었으며, 시도 교육청은 재정여력이 있었음을
밝혀냈다. 또한 교육부나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로의 재정전출 관련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문제도 있음을 밝혀냈다. 이 사례의 경우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한 갈등의
핵심 쟁점에 대해서 감사가 이뤄진 경우로 볼 수 있다. 이 갈등은 시민들이 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사안이었지만 갈등의 당사자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서 법률과 교육재정 운용
방식에 대한 갈등이 정치권으로 확대된 사안이었다. 감사원의 감사초점은 갈등의 핵심이었던
교육부 시행령의 적법 여부와 시도교육청의 재정 여건을 모두 다루었으며, 나아가 시도교육
청의 재정 건전성을 저해하는 제도적 미비점을 밝혀내 제도 개선을 유도하기도 했다.
2017년의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추진 공익감사청구’는 오색삭도 설치사업 추진과정에
서 비리가 있었다는 의혹이 공익감사청구로 감사원에 접수되었다. 행정자치부가 투자심사를
받지 않고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등을 받지 않았는데도 삭도
설비 구매계약을 체결했으며, 경제적 타당성을 부풀리기 위해 사업비를 축소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감사 초점은 오색삭도 설치사업의 절차가 관련 규정에 부합했는지 여부를 점검하
는 것이었다. 이 사례의 경우 투자심사 및 구매계약과 관련해서는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
칙｣이 있었으므로 그러한 규칙에 근거하여 투자심사 및 구매계약이 진행되었는지를 점검하
는 방식으로 감사가 실시되었다. 또한 사업비 축소와 관련해서는 사업 진행과정에서 사업비
추정 결과의 변경 내역에 대한 사실확인을 통해 감사가 이루어졌다. 이 사례에서 오색삭도
추진 관련 갈등의 핵심 사안은 관광개발과 환경보전이라는 두 가지 가치의 대립으로 판단할
수 있다. 반면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적법성 및 특혜 의혹은 행정절차에 관한 사안이었으므로
이 갈등에서의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려웠다.

6)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사례를 선택한 이유는, 감사청구가 이뤄진 이유 또는 배경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감사 결과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 좀더 높은 이해를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항들을 이 연구 내에 모두
소개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누리과정예산’에 대한 이슈는 사회적 및 정치적 이슈가 되었던 사례였으며,
‘설악산 오색삭도’의 경우 2019년 9월에 사업 백지화로 다시 대중매체를 통해 이슈가 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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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를 보면 ‘누리과정 예산편성실태’는 갈등의 핵심이슈를 직접 다룬 사안이라고 한
다면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추진 공익감사청구’는 핵심이슈를 다루었다고 보기는 어려
웠다. 이를 통해 공공갈등의 핵심이슈가 관련 감사에서의 초점으로 반드시 연결된다고 판단
하기는 어렵다.

3. 감사청구의 결과는 어떤 개념의 공익 향상에 기여하는가?

․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에서는 ①주요 정책 사업의 추진과

․

정에서의 예산낭비에 관한 사항, ②기관이기주의 등으로 인하여 정책 사업 등이 장기간 지
연되는 사항, ③국가 행정 및 시책, 제도 등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 ④기
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에 대해 공익감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공익감사청구의 목적은 공익을 보
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여기에서도 공익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파악
하는 것은 어렵다. 공익의 개념은 추상성이 높기 때문에 이계만 외(2011)에서 제시되었던 공
익의 정체에 대한 네 가지 개념적 논의를 활용하였다. 네 가지 공익의 개념 각각에 대해 감
사원의 감사청구 사례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감사의 초점, 주요 판단 근거, 감사 결
과의 내용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계만 외(2011)에서는 공익의 개념적 논의를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종류로 구분하였다. 첫
째는 전통적인 공익의 개념인 ‘전체 효용의 극대화’라는 관점이다. 벤덤(Bentham)의 공리주
의 차원에서의 개념으로 사회공동체는 개인의 집합이며 개인의 이익을 모두 합하면 공동체
전체의 이익이 되고, 이것을 극대화 하는 것을 전통적 개념의 ‘공익’이라 할 수 있다(유민봉,
2006; 이계만 외, 2011, 재인용). 이러한 맥락에서 공익을 감사청구의 사례에 적용하면 청구
된 감사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로 인한 혜택이 사회구성원들의 최대다수에게 돌아가는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연결될 수 있다. 하지만 감사청구 사례에서 공익의 크기를 살펴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실제로 공익감사청구는 대부분 특성 사업, 정책, 공공사업과 관련되
어 나타난 문제점이 감사청구의 내용이 되고, 이를 공익의 크기로 접근하게 된다면 감사청구
의 대상이 정부 사업이나 정책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크기를 측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사회 전체에 바람직하거나 올바르게 추론되는 가치의 실현으로 보는 것이다.
사회가 지향해야 할 궁극적 목표 내지는 ‘최고선’이라 일반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가치가 공
익이라는 것이다(김항규, 2002; 이계만 외, 2011, 재인용). 사회 또는 국가 내에서 공유되고
있는 공통의 가치관 혹은 절대적 선의 가치가 존재하는 것을 가정한다. 일반적으로 정의, 자
유, 평등이 주로 언급되고 있으며, 국민의 기본권도 포함된다. 공익감사청구 역시 이들 가치
를 간접적으로 추구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가치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지는 않다. 감사에서
판단기준은 청구 대상에서 준수되어야 할 관계법령 및 지침들이며 결국 감사에서 지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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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가치는 판단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는 가치가 될 수 밖에 없다. 결국 각 감사청구 사례
에서 판단 근거가 되는 규정, 지침이 내포하는 가치가 다를 수 밖에 없으므로 비교가 어렵
다. 또한, 두 번째 논의의 공익은 개념적이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정확한 측정 지표를 구성하
는 것도 어렵다. 하지만 근거규정, 법령 등은 상위 법률의 틀 안에서 제정되었으며, 최고 상
위법인 헌법이 자유, 평등, 국민의 기본권 등의 가치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공익감사청구
역시 이러한 가치를 지향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세 번째는 공익을 특수한 집단 또는 부분적 이익과 대조되는 사회구성원간의 보편적으로
공유되는 이익으로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원활한 대중교통체계 확립, 양질의 교육 서비스
등은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 모두가 지향하는 공동이익으로 공익이라고 볼 수 있다(유민
봉, 2006: 119). 두 번째 논의와 비슷하지만 구체적이고, 개인이나 소수의 집단이 지향하는
가치와 대조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사회나 국가는 개인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사회나 국
가를 그러한 집합체라기보다는 고유의 특성을 가진 공동체 자체로 보고, 그 공동체에서 지향
하는 권리와 이익이 공익이라는 것이다. 행정의 관점에서 특정 개인이나 소수 집단이 지향하
는 가치가 반영되어 행정 행위나 처분이 발생하는 것을 경계하고 지양하는 것으로 접근할
수 있다.
감사청구의 경우 세 번째 입장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감사에서의 판단
기준을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특정 개인 또는 소수 집단의 의견에 두는 것이 아닌 명
문화되어 있는 관계법령 및 규정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관계법령과 규정은 대의제 원리와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형성된다. 따라서 감사청구에서의 판단 기준은 객관화된 것이며 특
정 개인이나 소수집단의 의견에 의해 결정될 수 없으므로 행정권력을 활용한 사익 추구를
배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권력의 사유화를 방지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예시가 감사청
구를 통해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게 특혜가 제공된 것을 문제점으로 드러내고 그에 부합하는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 특히 ‘공공개발’분야에서 공공개발사업이나 인프라 조
성 사업에 대해 심의절차가 부적절하게 이루어져 특정 기업이나 개인에게 특혜가 발생한 것
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2017년에 청구된 “ㄱ지구 자족기능시설용지
매각 관련 공익감사청구”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자족기능시설용지를 매각하는 업무를 처
리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서초구의 추천만으로 특정 기업을 최종 공급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일종의 특혜라고 보고 감사가 청구되었다. 2016년에 청구된 “강남자원회수시설 운영 관련 공
익감사청구”도 마찬가지로 서울시가 특정 기업이 사용허가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공유재
산을 무단 점유하고, 파손시킨 시설물을 원상복구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방치하고, 더 나아가
해당 기업에 공유재산 사용료를 감액한 특혜에 대해 청구인들이 문제제기를 하였다. 이러한
경우에서 나타나듯 행정기관이 주어진 규정이나 지침을 따르지 않아 결과적으로 공유재산이
나 시설을 활용함에 있어 특정 기업이 특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한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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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는 공익을 실제적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기보다는 과정 또는 절차에 중점을 두는
입장이다. 즉, 이익집단간 타협 내지 절차를 거친 결과를 공익으로 보는 것으로 공익을 일종
의 집단 간 타협의 결과물로 보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타협의 과정과 절차가 공정했
는지의 여부이다(김항규, 2006: 564). 이익집단 간 대립이 존재하는 이익들이 상호 조정과정
과 민주적 분쟁해결 과정을 통해 일종의 균형상태에 도달하면 그것이 곧 ‘공익’이라는 것이
고, 이것의 가정은 ‘공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의 여부이다. 공정한 과정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공익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감사청구도 이러한 입장을 취
하고 있는데 감사청구에서 흔히 등장하는 이슈가 바로 행정절차가 규정에 맞게 진행되었는
지의 여부이다. 2016년에 청구된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추진 관련 공익감사청구”에서
감사청구의 요지는 양양군이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을 추진하면서 행정자치부의
투자심사를 받지 않고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등을 받지 않
고 삭도설비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올바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시행했다는 것이었
다. 또한 2017년에 청구된 “화성시 종합장사시설 건립 추진 관련 공익감사청구”의 요지 중
하나는 화성시가 광역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례에 설치 근거를
마련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문기관인 종합화장시시설 건립추진위원회를 설치했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감사사례들은 특정 사업이나 정책의 결과보다는 그 과정이나 절차에서 문
제점을 지적하고 있었다.
종합하면 감사원 감사는 관계법령 및 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었고, 감사에서 지향
하는 공익의 특성에도 반영되고 있었다. 다수의 이익이나 추상적인 가치보다는 사회구성원이
공유하고 있는 혹은 공동체 차원에서 지향하는 구체적인 가치와 공정한 절차에 의해 도출되
는 가치를 지향하고 있었다. 사회 구성원이 공유하는 가치는 곧 민주적 정치과정을 거쳐 법
령이나 규정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감사원의 감사는 이러한 법령이나 규정이 중요한 판단 기
준이었다. 또한 정부 사업이나 정책이 법령과 규정에서 제시한 절차를 지키고 있었는지를 중
요하게 보고 있었다.

Ⅵ. 결론 및 연구의 함의
본 연구는 감사원 감사가 공공갈등 해소기제로서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공공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갈등해소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
고 있지만 아직까지 갈등해소 기제로서 감사원 감사청구에 대한 논의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감사원의 감사특징을 살펴봄으로서 감사가 갖는 갈등해소기제로서의 역할
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갈등관리 방안으로서 감사청구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갈등관리 방안으로서

공공갈등관리 기제로서 감사원 감사청구의 역할에 대한 연구

29

감사청구의 역할을 아직까지 제도적으로도 제한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이론적 논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 감사청구를 통한 갈등관리의 역할에 대해
서 실제 감사사례를 활용하여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본 연구가 설정한 3가지 연구질문은 다
음과 같다. 첫째, 대중적인 공공갈등에 대해서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둘째, 어떤 분야의
갈등을 대상으로 감사가 실시되고 있는가? 셋째, 감사결과에서 어떤 개념의 공익이 발견되는
가? 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09년부터 2017년까지의 감사청구 현황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
였으며, 대중의 관심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존협력연구소에서 구축한 갈등DB를 활용하였
다. 각 연구 질문에 따라 갈등사례와 감사원의 갈등사례가 선정되었고, 감사사례에 대한 내
용분석이 실시되었다.
분석결과 첫 번째 연구질문에 대해서는 공공갈등에 대한 사회적 이슈의 중대성 및 내용이
감사실시 여부나 초점을 구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감사를 결정하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었다. 두 번째 연구질문에 대해서는
공익감사청구의 주요 내용을 살펴봄으로서 그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주로 행정처리의
부당여부를 밝히기 위한 것으로 감사청구가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 번째 연
구질문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는 관계법령 및 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이 공유하고 하고 있는 구체적인 가치와 공정한 절차에 의해 도출되는 가치를 지향하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사회구성원 간의 보편적으로 공유되는 이익을 공익으로 보는 관
점이며 이러한 개념이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확인할 수 있었던 공공갈등에서 감사원의 감사청구 역할에 대
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갈등 사안에 대한 감사활동은 일종의 정보비대칭을 제
거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개인이 행정의 전(全)과정 및 정부 사업과 관련하여 접근
할 수 있는 정보가 정부에 비해서 제한적이다. 또한 일부 이슈에 대해서는 내용을 명확히 판
단하기 위한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기도 한다. 따라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더라고 정보와 자료
가 부족하고, 전문적인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시민들의 주장은 자체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
감사청구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 기관의 행정행위 또는 처분이 부당하
다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며, 청구된 요지를 분석한 결과 감사원으로 하여금 주민들의 주장이
맞는 것인지를 대신 조사해서 판단해 달라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감사원은 시민들과 비교
하였을 때 정보접근에 있어 더 많은 권한이 있으며, 객관적 입장에서 갈등 이슈를 검토할 수
있는 기관이다. 이에 공공갈등에서 감사원 감사는 정부기관과의 정보비대칭을 크게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둘째, 감사원의 감사청구는 관계 법률이나 규정에 근거하여 판단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엄
밀하게 살펴본다는 측면에서 권한을 가진 개인 또는 기관이 자신의 권한을 공익이 아닌 사
익 추구를 위해 사용할 경우를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었다. 이른바 주인-대리인 문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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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감사원의 감사청구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규정과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정부기관의 행정
행위 및 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하여 행정절차가 사익을 위해 왜곡되는 것을 비난하고 개선을
촉구한다는 점에서 공익추구에 기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공공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협력적 거버넌스 형태의 갈등관리
방안이 도입되고 있기는 하지만 기존의 계층제적 조정 양식을 보완 또는 대체하는 수단으로
서의 역할은 미비한 수준이며, 여전히 정부와 시민간 정보비대칭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하
지만 감사청구는 시민들이 자신의 주장을 드러내는 것으로 시작되므로 일종의 참여 과정이
라 볼 수 있다. 감사원은 접수된 청구에 대해 감사를 통해 시민들을 대신해서 정부 기관의
정보접근의 권한을 보다 광범위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시민 간 발생하는 정보비대
칭을 다소 해소할 수 있다. 또한, 절차적 정당성과 합규성을 토대로 이슈를 검토하기 때문에
주인-대리인 문제를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
종합하면 감사원 감사청구는 갈등관리의 절차적 측면에서 의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
단할 수 있다. 갈등은 다양한 이슈로 인해 발생하고, 이해관계자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갈등관리는 사안에 따라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사례에서
갈등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주된 요인은 절차적 타당성과 투명성의 결여, 가치의 상충 등이다.
분석결과에서도 감사원 감사는 행정처리의 부당여부를 밝히고, 가치와 공정한 절차차원의
공익추구를 지향하고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감사원의 감사는 절차적 차원의 공정성 확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갈등 해소의 도구로써 효용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공공갈등관리에서 현대사회가 지니고 있는 정부와 시민 간 주인-대리인의 문제를 일정
부분 해소하는데 감사원 감사청구가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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