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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청렴도와 반부패 정립이 중시되는 만큼 조직에서 내부감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
하다. 청렴도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은 감사제도를 의무화하거나 감사직무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감사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 감사의 역량 또한 평가지표로
점검하고 있지만, 감사의 역량이 기관 청렴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감사의 역량을 전문성과 독립성 윤리성으로 구분하여 기관 청렴
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을 유형에 따라 4개로 구분한
뒤, 전문성, 윤리성 독립성, 청렴도 수준이 기관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기관 유형 중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의 상임감사 및 감사위원의 전문성과 청렴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다중회귀분석 결과, 상임감사 및 감사위원의 전문성은 청렴
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기관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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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internal audits’ capacity on the integrity of public institutions
Min, Kyoung Ryoul* ･ Han, Dongsook**
The roles of internal auditors in public institutions are important as much as integrity and
anti-corruption are. To secure integrity in public institutions, the government obliges them to
systemize internal audits and to evaluate their performance. Though the government monitors
internal audits’ capacity as an indicator of evaluation, studies to examine the impact of
audits’ capacity on the organizations’ integrity are scare.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analyze the impact of audits’ expertise and independence or morale as factors of capacity
on the organizations’ integrity. We classify the types of public institutions into four
categories, and examine the degree of expertise, independence or morale and integrity by
the types. Furthermore, we find that the expertise of internal audits has an impact on their
organizations’ integrity. Based on these findings, we suggest policy implications to enhance
organizational integrity.
Keywords: Institutions, Capability of Audit, Integrity, Professionalism, Ethics and Indepen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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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공공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확보한 공적자금을 활용하여 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 비하여 반부패, 청렴성에 대한 수요가 높다. 최근에는 공공기관에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에 대한 법적 금지가 도입되었고, 채용비리 근절, 하도급 거래 공정화 등 절차
적, 결과적 정당성 확보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여 공공
부문 청렴도 제고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와 평가 결과에 따라 부패방지시책 평가 등 차별화
된 다양한 노력을 펴 왔으나, 청렴도 수준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공공부문의 부패에 초
점을 둔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를 개발하여 매해 점수를 발표하는 국제
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부패 수준은 OECD 국가 중에는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2019년 평가에서는 참여국가 중 39위에 그쳤는데 이는 OECD 36개
국가 내에서는 27위의 수준이다(Transparency International, 2020). 다만 2016년 이후로 부패
인식지수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지속적인 노력의 긍정적인 성과도 확인할 수
있다. 국제 수준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한국행정연구원에서는 매해 국내 사업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정부부문의 부패에 대한 인식,
부패 관련 개인적 경험, 해소방안에 대한 견해 등을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다(한국행정연구원,
2020). 이 결과에서도 금품 제공 및 수수 등의 부패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여전히 존재하지
만, 정부부문의 부패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차원에서 다양한 노력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공기관에서도 공정거래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청탁 금지법을 적용하는 등의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운영
하고 있다. 또한, 사전적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내부 감사 제도에 대해서 꾸준히 관리하고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청렴
도 제고에 중요한 행위자인 감사의 역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하지만 조직의 청렴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분석 방법으로 수행한 연구는 많지 않다. 구체적으로 선행요인을
조직요인, 인적 구성의 특성, 제도 장치적인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를 종합적으로 고
려한 연구가 많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감사직무평가 제도 하에서 공공기관 상임감사 및 감사위원의 역량을 전문
성과 윤리성･독립성으로 구분하여 기관 청렴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통제변수로서 조직연령, 조직규모, 예산, 경영평가 결과, 기관 유형을 포함하여 조직 요인과
제도적 요인을 함께 고려해보고자 한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청렴도 제고를 위
한 정책적 시사점을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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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반부패 정책은 다른 공공기관 관리정책과 더불어 일찍부터 필요성이

인정되어 왔고, 2002년부터는 청렴도 측정 대상 기관으로 포함하여 공공기관의 청렴성을 관
리해오고 있다. 또한, 감사제도와 같은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투명하고 청렴한 기관을 만들
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2007년부터는 공공기관 감사 제도가 의무화되었다(기획예
산처, 2007). 이와 같은 노력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청렴도 조사에서도 공직유관
단체로 구분되는 공공기관(지방공기업 및 출자기관 포함)의 청렴도수준은 정부 행정기관이나
기초 지자체, 교육청 보다 높은 수준이다(국민권익위원회, 2019). 하지만 공기업에 기대되는
윤리적 수준은 민간기업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며(라영재, 2008), 정부부처 만큼 대국민 접점
이 높아, 공공기관에 대한 청렴도 제고 노력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공공기관의 청렴도 조사 제도 및 기관 통제 기능이 작동하면서, 청렴도가 조직 운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한 연구들은 진행되어 왔다. 청렴도가 높은 조직은 경영성
과도 높았으며, 경영성과 외에도 기타 고객만족도 조사, 혁신 평가 등의 조직 성과평가와 높
은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점에서 양방향적으로 기관의 청렴도는 조직성과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라영재, 2015). 이렇듯 청렴도는 기관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
한 요소이지만,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영향요인에 대해서는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지는 않
고 있다. 구체적으로 기관 청렴도 제고에 있어 감사의 역량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이에 공공기관에 있어 청렴도의 의미와 청렴도 조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함께 감사의 역할과 감사의 역량에 대해 점검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기관의 청렴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 중 감사의 역량에 초점을
맞춰 선행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1. 공공기관의 청렴도
청렴은 다소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 있다. 청
렴하다는 것은 “공직자가 업체나 직무 관련자로부터 뇌물을 받지 않는 것,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을 하지 않을 것,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지 않을 것”으로 정의할 수 있고(김용래･정왕
국, 2019), 윤성일･권오영(2017)은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좁은 의미에서는 반부패로, 넓은 의
미로는 투명성과 책무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고, 업무 수행에 관한 절차적 적절성을 포괄
한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청렴도를 고객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공
직자가 부패행위를 하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내･외부 업무 및 정책을 처리한 정도”로
정의내리고 있다(국민권익위원회, 2019, p. 21). 이러한 청렴도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공직
자에 대한 금품･향응･편의 부패 경험 정도” 또는 “특정인에 대한 특혜제공 정도” 등을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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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는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부패사건 현황 등과 같은 세부적인 지표
들로 구성하여 종합 청렴도를 측정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청렴도 평가는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부패유발요인을
진단함으로써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고자 매년 진행되어 오고 있다. 2002년에 71개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가 시작되었으나 2019년에는 중앙행정기관, 자치단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732개 기관으로 평가가 확대되었다. 측정의 연속성을 유지하되, 기관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
하기 위해 측정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관의 경우 격년으로 측정하거나 기관에 따라
측정방식을 다양화하여 측정하고 있다. 평가를 시행하면서 두 번의 모형 개편을 실시하였으
며, 2019년에 추진된 측정 모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측정 모형은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측
정하는 외부청렴도, 기관 내부 구성원을 대상으로 기관의 내부 업무를 평가하는 내부청렴도,
전문가와 업무관계자 등 해당기관에서 제공하는 정책과 업무 전반에 대해 평가하는 정책고
객평가로 구성된다.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를 합산한 뒤 해당 기관에서 부패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점조치를 해 종합청렴도를 측정한다. 이렇게 측정된 청렴도 결
과는 기관의 신뢰성으로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
게 된다. 따라서 청렴도 조사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적 이슈에 따라 청렴도 측정 대상
자를 확대하기도 하며, 청렴도 측정대상 업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기도 한다.

<그림 1>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모형
종합청렴도

외부청렴도(60.1%)

내부청렴도(25%)

정책고객평가(14.9%)

부패사건 감점

민원인이 자신이 경

소속직원이 해당 기관

전문가･업무관계자가 해

측정기간에

험한 업무의 청렴도

의 내부업무 청렴도를

당기관의 정책 등 업무

건 발생 시 감점

를 평가

평가

전반의 청렴도를 평가

조치

부패사

자료: 국민권익위원회(2019), 202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기본계획, p. 2

2. 감사의 역량
2007년 상임감사 제도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의무화하여 도입대상을 확대하면서 상임
감사 제도는 감사와 감사위원회 형태를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라영재, 2015). 이
두 형태의 가장 큰 차이는 이사회와의 독립성 여부로, 어느 한 조직은 두 형태를 동시에 운
영할 수는 없다. 감사는 기관의 최고위 경영진에 속하고 정부에 의해 임명되는 방식이고, 감
사위원회는 미국식 제도로 이사회의 일부로 인정되며, 상임감사의 전문성 강화와 다수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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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합의제 방식으로 의사 결정을 하는 특징을 갖는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공공기관
운영의 관한 법률｣ 제20조2항에서 시장형 공기업 및 자산 2조원 이상의 준시장형 공기업에
는 감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다. 그 외의 자산규모가 2조원 미만인 준시장형 공기업
과 준정부기관은 감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공운법 제 20조 3항)고 규정하고 있어 상임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공공감사는 회계 기준의 책임성을 확인하는 작업 뿐 아니라 공적 자금의 활용에 대한 책
임성을 국민에게 확인하도록 하는 역할도 수행한다(신민철, 2011). 공공기관 감사 역할은 예
산과 재정집행 관련의 전통적 회계감사 업무, 규정과 절차 준수의 직무감찰, 그 외에도 성과
감사 차원으로 그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윤성식, 2004; 라영재, 2015). 감사직무 수행의 책임
성 확보를 위해 감사직무 수행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고 있고 감사의 인적 역량이나 관리 정
책에 대한 논의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상임감사･감사위원의 직무수행실적 평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36조에 근
거하여 기관의 경영실적과는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상임감사 및 감사위원의 직무수행 노
력과 성과를 측정하여 다시금 그 결과를 상임감사와 감사위원의 인사 및 성과급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이들의 책임성과 활동의 적극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다. 상임감사･감사위원의 직무
수행실적 평가 대상자는 평가대상년도에 재직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상임감사 또는 상임감
사위원으로 임용이 6개월 경과한 경우 매해 평가대상자로 선정된다. 임기 중 1회 평가에서
2018년도 평가부터 매해 평가 대상자가 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평가 방식은 관련분야 전
공 교수 및 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 10여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서면평가를 기본으로, 각종
증빙자료 점검 및 질의응답 등의 실사를 거쳐 결과를 산정한다. 직무수행평가는 감사의 역량
과 직무수행 성과를 구분하여 평가지표를 구성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감사의 역량이 직
무수행성과 중 하나인 기관의 청렴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표 1> 상임감사･감사위원의 직무수행평가 지표 구성

평가범주

평가지표

감사의 전문성 확보
감사역량 감사의 윤리성 및 독립성 확보
소계
내부통제 기능강화
운영성과 및 사후관리의 적정성
직무 내부감사
(감사원
자체활동
심사결과 반영)
수행성과 기관의 청렴도(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결과 반영)
소 계
전체 합계
자료: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편람

계
25
25
50
20
25
5
50
100

가중치
비계량
25
25
50
20
20
70

계량

25
5
3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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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연구 검토
1) 감사의 특성과 조직 성과에 관한 연구
감사의 인적 특성이나 감사 조직, 또는 감사직무 수행 자체가 민주적 책임성과 절차적 정
당성을 갖는다는 측면뿐만 아니라 조직의 운영성과에도 궁극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는 연구가 다수 존재한다. 김상민(2017)은 공공기관 상임감사 출신유형과 전문성, 감사실 규
모 등이 조직의 성과(기재부 경영실적평가, 감사원 자체감사 평가, 국민권익위의 부패방지
평가, 재무성과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전문성을 감사 업무나 기관에 관한 전문성
과 재무전문성으로 구분하여, 전자는 정부 부처의 각종 경영평가나 재무성과에 유의미한 영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밝힌데 반해 상임감사의 재무 전문성의 경우에는 기관의 재무성과에
좋은 영향을 나타냈고, 각종 평가와의 상관관계 분석에서도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상임
감사가 관료출신인 경우에는 정치인 출신에 비하여 정부의 평가와 재무성과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기도 하였다. 조직의 성과는 재무적 성과 뿐 아니라 비재무적 성과로 구분하여
실증 연구가 수행되었다(김진희, 2014; 윤영수･이호영, 2018). 내부감사를 통해 조직의 업무
성과 향상을 증진하기 위하여 기존의 평가자가 아닌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경영원칙과 비즈
니스 환경을 이해하고, 피감사부서의 업무 수행의 품질 제고를 위한 컨설팅 역할로 패러다임
이 변화하고 있다는 연구(최성진, 2014)가 이제는 감사제도가 조직 성과를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 일반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감사를 유형, 품질, 감사조치 요인에 따라 구분하고 조직성과를 효율성, 생산성, 고객
대응성, 청렴성, 외부평가로 구분하여 각 요인의 영향을 파악한 김진희(2014)는 상임감사는
효율성과 고객대응성(감사원지적)에 부의 영향을 나타내는데 반해 감사위원회 설치가 고객대
응성에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 조직성과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다만
가정과 달리 내부감사가 청렴성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아 효
과적인 내부감사 자체에 대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윤영수･이호영(2018)은 본 연구와 같은 공공기관 감사직무실적 평가 자료를 활용하여 직
무실적 평가가 재무성과 및 비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감사의 전문성, 독
립성 수준은 재무적 성과 중 계량관리업무비와는 부정적인 관계를, 재무 예산성과와는 정(+)
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상임감사의 내부통제 노력은 예산성과와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
를 나타냈다. 비재무적 성과에 관해서는, 상임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은 정부권장정책 순응
도, 국민의 평가와는 부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내부통제 강화 노력은 정부권장정책과
고객만족도평가 지표와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재무적인 성과에 기여한 바는 신상훈･김선미(2015)의 연구에서 공공기관의 상임감사 직무
수행실적 평가로 내부감사의 품질을 정의하고, 이것이 기업의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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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봄으로써 밝혀냈다. 내부감사의 성과평가로 공기업 이익조정에 유의미한 부(-)의 상관관계
가 나타났다. 책임성 확보와 내부 견제시스템이 활성화되어 이익조정을 줄이고 회계 투명성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보였다. 이윤규(2018) 역시 공기업 내부감사인의 특성으로 내부감사인
의 전문성, 독립성 및 윤리성의 지표와 내부통제제도로 내부 통제를 위한 제도 운영 수준이
높을수록 기업의 이익조정의 감소를 가져온다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내부 감사인의 전문성이
높고, 기관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경우 부정 적발 가능성이 높고, 기관의 청렴성을 높
일 수 있다는 설명으로, 이 연구에서는 내부감사인의 특성과 내부 통제제도 운영 간에는 보
완성이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신상훈･차승민(2018)은 공기업 상임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를 통해, 감사 업무가 조세회피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앞서 다른 선행연구와 같이 내부감사의 품질이 확보되는 경우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행동과 사적편익 추구 행위가 억제되고 조세회피의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을 밝혔다.
라영재(2015)는 본 연구와 같이 감사제도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분석하여, 감사제도
의 형태에 따른 청렴도 결과 차이를 보여주었다.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한 공기업의 경우,
청렴도 점수가 평균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감사직무의 실적 평가에서 감사의 독립성과 전
문성이 청렴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독립성만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라영
재(2015)는 감사위원회와 상임감사의 조직 형태가 청렴도의 차이를 가져오는 원인이 되기보
다는 감사 위원회가 인력 및 예산이 크고 안정화되어 감사 역할 수행의 시스템 구축의 효과
로 해석할 수 있었다. 감사의 전문성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는데, 이에 대
해 감사의 독립성이나 전문성의 차이가 크지 않거나 평가가 감사의 실적을 정확하게 평가하
지 못한 것일 수 있다고 해석 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연구는 공공기관 대상으로 체감 청렴
도와 잠재 청렴도(부패 유발요인)를 구분하여, 체감 청렴도가 궁극적으로 경영 성과와 양(+)
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바를 밝혔다.
관련 선행연구를 요약하면, 청렴도는 감사제도와 같은 제도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감사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감사제도의 핵심인 감사의 직무
수행 역량이 중요하다. 따라서 감사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역량을 갖춰야 하지만, 어떤 역
량이 구체적으로 요구되는가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감사의 역량을 전문성
과 윤리성･독립성으로 구분하여 이러한 감사의 역량이 조직의 청렴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2) 기관 청렴도의 선행요인에 대한 연구
청렴도에 선행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리더십, 업무 특성, 조직 문화, 재
정적 안정성과 같은 소프트웨어 측면의 요인과 제도적 장치와 같은 하드웨어 요인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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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능하다. 조직의 특성에 따라 영향 요인의 종류와 정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장석
준(2010)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청렴도(권익위에 의한 조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
석한 연구 결과, 조직 자체의 특성이 청렴도와 가지는 상관관계를 살펴볼 수 있었다. 정부의
규모, 규제수준, 투명성, 정치적 영향요인, 사회자본 중 정부규모 정치적 영향요인, 사회자본
이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선행적으로 정당간 경쟁, 투표 참가율과 같은
정치적 요인, 단체장 등 주요 인물의 인적 특성, 자체감사기구 활동, 주민참여 등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은혜(2014) 역시 지방자치단체 대상으로 자치단체장의 윤리적 리더
십이 조직의 청렴도와 조직 구성원의 조직 몰입도 간에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설
문을 통하여 보여주었다. 김광석(2010)은 경찰 조직에서 청렴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설
문을 통한 연구 결과, 개개인의 특성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파악하면서도, 권위적
인 조직문화와 열악한 근무여건을 요인으로 보기도 하였다. 교육과 같이 개개인의 역량 강화
와 더불어 조직적으로 청렴도 유지를 위한 감찰 기능의 기여도 영향요인으로 인정하기도 하
였다. 신뢰가 청렴도에 주는 영향을 분석한 국가 수준의 연구(김종현, 2010)에서는 조직에 대
한 신뢰를 조직 청렴성에 대한 믿음이라고 정의하였고, 신뢰는 직무 수행의 과정, 개인의 특
성, 제도에 의하여 형성되는 것으로 보았다. 국가별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가에 대한 신뢰도
가 높을수록 청렴도 간의 양(+)의 상관관계를 밝혔다. 이와 같이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의
영향요인을 밝힌 연구에서는 조직의 규모가 크고, 문화적으로도 제도가 정립된 역량이 있는
기관이 청렴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업무 수행 실적이 높은 기관이 청렴도
가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도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김용래, 2017)
청렴도에 영향을 주는 제도적 요인의 대표적인 장치는 내부 감사 제도로 볼 수 있으며 내
부 감사가 청렴도에 미치는 영향은 실증적으로나 사례를 통해 밝혀진 바가 있다. 2007년 공
공기관 내부지배구조의 기관장, 감사, 이사 등의 선임이 법제적 제도화가 이루어져 낙하산
인사를 피하고, 조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키려는 정책적 움직임이 있었다(라영재,
2014). 공공기관 감사의 경우에는 내부 통제 기능 뿐 아니라 성과평가와 같은 성과감사로 그
범위가 확대되어 있다. 공공기관의 리더십 차원으로 감사의 역량이 중시되어 감사 역량이 기
관 청렴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해당연구에서는 주요 경력을 감사의 역량으로 파악하고,
관료 경력을 전문성으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공무원 경력이 청렴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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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설계
1. 연구 모형

본 연구에서는 청렴도에 미치는 선행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감사의 역량을 전문성과 독립
성･윤리성으로 구분하여 독립변수로 선정하였고, 조직연령, 조직규모, 예산, 경영평가 결과,
기관 유형(시장형, 준시장형, 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을 통제변수로 선정하였다. 이를 구체화
한 연구모형은 아래와 같다.

<그림 2> 연구 모형

전문성
윤리성 독립성
통제변수
- 조직연령, 조직규모, 예산, 경영평가 결과,
기관 유형

청렴도

2. 가설 설정
선행연구를 통해 업무 특성, 기관장의 리더십, 조직문화 등 기관 청렴도에 영향을 미치는
소프트웨어적인 요소가 존재하기도 하고, 제도적 장치로 감사직의 형태 등을 청렴도에 영향
을 미치는 하드웨어적인 요인으로 구분하여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감사의 역량(전
문성, 윤리성･독립성)이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소프트웨어적인 요소이면
서도 이를 매해 평가로 모니터링 한다는 점에서 하드웨어적 성격도 갖추었다고 전제하고 있
다. 정부는 매년 상임감사 및 감사위원의 직무수행실적 평가를 통해 감사역량을 높이고자 노
력하고 있으며 평가에서 감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성 및 역량 개발을 위해 얼마
나 노력했는가와 윤리성 제고와 독립성 확보를 위한 노력 등을 점검하고 있다.
감사의 역량이 기관 청렴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증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매우 드
물지만, 선행연구에서 청렴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내부 감사의 특성, 감사 품질, 감사 형
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감사의 전문성과 윤리성･독립성이 청렴도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가설을 설정하여 이를 검증해보고자 한다.
가설 1. 감사의 전문성은 청렴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감사의 윤리성･독립성은 청렴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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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검증을 위해 감사 평가에서의 전문성과 윤리성･독립성 지표(윤리성과 독립성이 하나
의 평가지표로 구성)가 공공기관의 청렴도 점수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파악하고자 하
며, 통제 요인으로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조직의 규모, 조직의 연령, 예산, 경영실적 평가,
공공기관의 유형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3. 변수의 측정
가설 검증을 위해 선정된 변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독립변수로 상임감사
또는 감사위원의 전문성과 윤리성･독립성을, 종속변수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해 공공기관
대상으로 시행하는 청렴도 조사결과를 설정하였다. 통제변수로는 앞서 언급한대로 공공기관
의 조직연령, 조직규모, 예산,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 공공기관 유형을 선정하였다. ｢공
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5조에 따른 공공기관 유형은 공기업은 자산 규모에 따라 시장
형,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구분하였고, 준정부기관은 수행 업무에 따라 위탁집행형, 기금관리
형 기관으로 구분하였다. 이 중 전문성과 윤리성･독립성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상임감사･감사
위원 직무수행실적 평가지표로 매해 발간되는 직무수행실적 평가보고서를 활용하여 측정하
였다. 전문성은 감사의 전문성 확보 지표를 통해 확인하는 바와 같이 감사업무에 관한 전문
성 및 역량 개발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정성적으로 평가하여 수치화하였다.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과 성과분석을 통한 학습과 개선활동 등이 이뤄졌는가를 점검하는 세부지표로 측
정된다. 평가점수는 지표별 실적 내용에 따라 9등급(A+, Ao, B+, Bo, C, D+, Do, E+, Eo)으
로 측정되는데, 다른 변수와 함께 분석하기 위해 평가점수를 A+=9, Ao=8, B+=7, Bo=6,
C=5, D+=4, Do=3, E+=2, Eo=1로 변환하였다. 윤리성･독립성 변수 또한 직무수행실적 평가보
고서의 감사의 윤리성 및 독립성 확보 지표를 활용하여 전문성과 동일한 방식으로 변환하였다.
청렴도는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결과를 활용하였다.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는 매년 공
공기관의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 평가 설문, 부패사건 발생현황 조사를 통해 공공
기관의 종합청렴도를 발표하고 있다. 종합청렴도는 점수에 따라 1등급에서부터 5등급으로 구
분되는데, 계량 분석이 가능하도록 1등급=5점, 2등급=4, 3등급=3, 4등급=2, 5등급=1으로 변
환하였다.
조직연령은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기관연혁을 통해 측정하였다. 조직규모는 공
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ALIO에서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 수에 상용로그를 적
용하여 측정하였다. 예산은 조직규모와 동일하게 기관의 예산에 상용로그를 적용하여 측정하
였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와 공공기관 유형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는 성과에 따라 S, A, B, C, D로 측정되는데, 이를 S=5,
A=4, B=3, C=2, D=1로 변환하였다. 공공기관 유형은 시장형 공기업=1, 준시장형 공기업=2,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3,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4 으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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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변수의 측정

지표
전문성
윤리성 독립성
청렴도
조직연령
조직규모
예산
경영평가 결과
기관 유형

측정
공기업 준정부기관 상임감사 감사위원 직무수행실적 평가보고서의 전문성 확보 지
표 등급(A+=9, Ao=8, B+=7, Bo=6, C=5, D+=4, Do=3, E=2+,
Eo=1)을 점수로 변환
공기업 준정부기관 상임감사 감사위원 직무수행실적 평가보고서의 윤리성 독립성
확보 지표 등급(A+=9, Ao=8, B+=7, Bo=6, C=5, D+=4, Do=3,
E+=2, Eo=1)을 점수로 변환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조사의 종합 청렴도 등급(1등급=5점, 2등급=4, 3등급=3,
4등급=2, 5등급=1)을 점수로 변환
기관 설립연도를 기준으로 2020년까지의 운영기간으로 측정
조직 구성원의 수에 상용로그를 적용해 측정
기관 예산에 상용로그를 적용해서 측정
공기업 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 등급(S=5, A=4, B=3, C=2, D=1)을 숫자
로 변환
기관 유형에 따라 시장형 공기업=1, 준시장형 공기업=2,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3,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4 으로 구분

4. 자료 수집 및 표본의 특성
1) 자료 수집
자료는 변수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수집하였다. 독립변수인 전문성과 윤리성･독립성은
2014∼2018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상임감사･감사위원 직무수행실적 평가보고서를 활용하였
고, 종속변수인 청렴도는 2015∼201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를 활용하였다. 한 개 년도의
자료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다년도 자료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종속변수인 청렴도 조사
결과가 발표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다른 연도의 변수들을 연계하였다. 다만, 직무수행실적
평가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한 해 동안의 업무실적을 다음 년도에 평가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였다. 예를 들어 2018년 평가보고서 결과와 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결과
를 매칭시켰으며, 그 외 통제변수는 청렴도 조사 년도와 맞춰 자료를 구성하였다.

2) 표본의 특성
본 연구에서 활용된 표본의 특성을 제시하면 아래 표와 같다. 첫째, 자료의 측정 연도를
살펴보면 2019년이 36.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2016년(20.2%),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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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2017년(16.0%), 2018년(10.9%) 순으로 나타났다. 2015∼2018년에는 매년 평균적으로
25개 기관이 평가를 받은 반면, 2019년에는 57개의 기관이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2019년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상임감사나 감사위원이 공공기관에 선임된 기간 동안 한번
만 평가를 받게 되면서, 2-3년을 주기로 평가 대상이 변경되기 때문이다. 둘째, 기관유형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 40.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22.7%)과 준시장형 공기업(21.8%), 시장형 공기업(15.1%) 순으로 조사되었다. 위
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기관 유형에 따라 대상 기관의 숫자가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20년 기준으로 시장형 공기업은 16개, 준시장형 공기업은 20개, 기금
관리형 준정부기관은 13개인 반면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은 82개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이 다른 유형보다 많은 편이다.

<표 3> 표본의 특성

연도
기관유형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계

빈도
20
24
19
13
43
18
26
27
48
119

비율
16.8%
20.2%
16.0%
10.9%
36.1%
15.1%
21.8%
22.7%
40.3%
100%

Ⅳ. 분석 결과
1.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 활용된 표본 수는 119개이며, 기관 관련 통제변수를 먼저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조직연령은 평균 34.3년으로 짧게는 4년에서 71년 된 기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규모와 예산의 경우 상용로그를 적용했기 때문에, 조직규모의 평균은 3.2, 예산의 평균은
6.4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평가 결과는 1∼5의 값을 가지며, 평균이 3.8인 것으로 나타났
다. 전문성의 경우 3∼8의 값을 가지며, 평균은 5.7점으로 나타났다. 윤리성･독립성의 경우도
3∼8의 값을 가지며, 평균은 5.4점으로 전문성과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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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5의 값을 가지며, 평균은 3.0점으로 나타났다. 청렴도의 경우 종합청렴도 점수를 토대
로 표준편차에 따라 평가등급을 산정하여 전체적으로 고르게 분포시키기 때문에 평균이 중
앙값으로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표 4>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N
119
119
119
119
119
119
119

조직연령
조직규모
예산
경영평가 결과
전문성
윤리성 독립성
청렴도

평균
34.3
3.2
6.4
3.8
5.7
5.4
3.0

표준 편차
18.8
0.5
0.8
1.0
1.2
1.2
0.9

최솟값
4
2.4
4.8
1
3
3
1

최댓값
71
4.5
7.9
5
8
8
5

2. 일원 분산 분석(One-way ANOVA)
기관 유형에 따라 전문성, 윤리성･독립성, 청렴도 수준이 다르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
해 일원 분산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전문성은 기관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윤리성･독립성과 청렴도는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윤리성･독
립성의 경우 시장형이 5.8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기금관리형(5.63점), 준시장형
(5.62점), 위탁관리형(5.00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렴도는 기금관리형이 3.56점으로 가장 높
았고, 그 다음으로 위탁관리형(3.00점), 시장형(2.78점), 준시장형(2.69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5> 일원 분산 분석 결과

변수
전문성
윤리성
독립성
청렴도

기관유형
시장형
준시장형
기금관리형
위탁관리형
시장형
준시장형
기금관리형
위탁관리형
시장형
준시장형
기금관리형
위탁관리형

*=p<0.05, **=p<0.01

N
18
26
27
48
18
26
27
48
18
26
27
48

평균
5.39
5.81
6.07
5.52
5.83
5.62
5.63
5.00
2.78
2.69
3.56
3.00

표준 편차
1.09
1.10
1.36
1.20
1.25
1.20
1.15
1.01
0.88
0.84
0.75
0.97

F
1.70
3.62*
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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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관관계 분석(Correlation Analysis)
연구가설 검증에 앞서, 주요 변수들 간의 관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아래 표와 같으며,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렴도는 경영평가 결과, 준시장형, 기금관리형, 전
문성과 상관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문성은 윤리성･독립성과 청렴도와 관계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제변수 중에서는 조직규모만이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리성･독립성의 경우 조직규모, 예산, 위탁집행형, 전문성과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6> 상관관계 분석 결과

1
1. 조직연령
1
2. 조직규모
.044
3. 예산
-.095
4. 경영평가 결과 -.120
5. 시장형
.049
6. 준시장형
.150
7. 기금관리형
.016
8. 위탁집행형 -.176
9. 전문성
-.027
10. 윤리성 독립성 -.030
11. 청렴도
.066

2

3

4

5

6

7

8

9

10

1
.345** 1
.082 .122 1
.092 .192* -.065 1
.183* .009 -.201* -.223* 1
-.163 .351** .127 -.229* -.286** 1
-.082 -.448** .108 -.347**-.435**-.445** 1
.220* .171 .009 -.105 .052 .173 -.115 1
.217* .257** -.078 .157 .097 .106 -.287** .705** 1
-.140 -.044 .207* -.113 -.191* .312** -.023 .256** .093

*=p<0.05, **=p<0.01

4.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
감사의 전문성과 윤리성･독립성이 청렴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통제변수로 조직연령, 조직규모, 예산, 경영평가 결과, 시장형, 기금관리형, 위탁
집행형이 포함되었다. 기관 유형의 경우, 준시장형을 준거변수로 하여 준시장형을 제외한 나
머지 3개 유형을 더미변수로 포함하였다. 일반적으로 비중이 작거나 큰 집단을 준거변수로
선정하기도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청렴도 수준에 따라 기준을 설정하였다. 기관 유형의 준
거변수를 선정하기 위해 청렴도를 수준을 점검해본 결과, 위탁집행형 기관의 청렴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준시장형을 준거변수로 설정하였다. 독립변수로는 전문성과 윤
리성･독립성이 포함되었다.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adj R2은 약 17%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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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통제변수 중 경영평가 결과가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영평가가 청렴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선행연구와 동일하게 나
타나 기존 연구 결과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기금관리형이 청렴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형이나 위탁집행형은 준시장형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지만, 기금관리형이 준시장형보다 청렴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기관 특성에 따른 차이로
볼 수 있다. 적게는 수백억 원에서 많게는 180조 원에 이르는 기금을 관리하는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의 특성상 다른 유형의 기관보다도 청렴도에 대한 기준이 높게 적용되며, 청렴도
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도 더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독립변수 중 감사의 전문성이 청
렴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윤규(2018) 또한 감사의 전문성이 높고,
기관 업무의 이해도가 높을수록 부정을 적발할 가능성이 높고 기관의 부패 가능성을 줄인다
고 보았다. 넷째, 감사의 윤리성･독립성은 청렴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감사제도에 다른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분석하여 독립성과 청렴도
와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제시한 라영재(2015)의 연구결과와는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윤리
성･독립성의 변수가 윤리성과 독립성의 의미를 함께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결과가 도출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윤리성을 윤리기준 준수, 부서원 복무관리, 윤
리경영 성과관리 등을 정의하고, 이러한 윤리성이 기관 청렴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표 7> 다중회귀분석 결과

구분

조직연령
조직규모
예산
경영평가 결과
시장형
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
전문성
윤리성 독립성
R2
adj R2
F

*=p<0.05, **=p<0.01

β

.004
-.203
-.180
.174
.225
.735
.170
.247
-.063

0.234
0.172
3.723**

t
1.041
-1.097
-1.377
2.146*
0.838
2.842**
0.756
2.565**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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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연구는 공공기관 감사의 역량이 기관 청렴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를 요약해보면, 첫째, 감사의 전문성이 청렴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둘째, 청렴도 수준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타 유형 기관에 비하여 청렴도 수준이
높게 나타나 공공기관 유형에 따라 청렴도의 수준이 다름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
를 토대로 도출한 함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감사의 역량 중 전문성이 기관 청렴도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
다. 감사의 역할은 기관의 청렴도 제고뿐만 아니라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법규와 정
책 등을 준수했는지도 감독해야 한다. 이러한 감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감사로서의 전
문성 확보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는 감사의 자격 기준을 ‘감사로서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
춘 사람’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에 감사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많은 비판을 받음에
따라 최근 공공기관 감사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이 통과되어, 내년부터는 적용되게 되
었다. 자격 기준으로는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서 3년의 경력이 있는 자 등의 보다 구체적
인 항목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상임감사로서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바람직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 감사의 자격 요건을 신설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유사사례 검토 등 관련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보완
장치의 마련 이외에도 감사의 역량을 진단할 수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한, 감사 관련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부족한 역량을 높이기 위한 감사의
노력도 요구된다.
둘째, 기관 유형에 따른 전문성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청렴도는 기관
에 따라 다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금관리형의 청렴도가 3.56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
으로 위탁관리(3.00), 시장형(2.78), 준시장형(2.69) 순으로 나타났다. 기금관리형은 국가재정법
에 의해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 관리를 위탁받기 때문에 다른 유형의 기관보다 더 높은 수
준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모든 공공기관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청렴
도를 제고해야 하지만, 기관의 특성에 따라 청렴도를 확보하기 위한 감사의 전문성 수준이
다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개별 공공기관의 특성에 따른 전문지식뿐만 아니라 정부정책이
나 공공기관 관리정책에 대한 이해도도 요구된다. 따라서 기관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감사
역량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닌다. 먼저 자료 분석을 위한 충분한 표본 수를 확보
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다양한 출처의 자료를 활용하였지만, 최종적으로 119개의 표본으로
분석을 시도하였다. 2014년에서 2018년까지 상임감사 실적을 평가받은 감사는 총 159명
(2014년 27명, 2015년 29명, 2016년 24명, 2017년 22명, 2019년 57명)으로 이 중 청렴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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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받은 기관과 매칭하면서 40개 기관이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2018년부터는 상임감사･감
사위원 직무수행실적 평가의 대상을 감사 임기 중 1회 평가에서 매해 감사 평가를 시행하는
것으로 변경함에 따라, 2019년 또는 2020년 평가가 진행되면 충분한 표본 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본 모델에서 통제변수로 활용된 경영평가 결과와 청렴도는 평
가 대상이 되는 시기상 중첩되는 시점이 있어 동시성의 문제가 존재할 수 있다. 경영실적 평
가의 대상 시점이 청렴도 평가보다 6개월 이전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동시성이 완화될 수
는 있으나 양방향적인 영향력에 대한 한계점은 존재한다. 셋째, 감사의 역량을 세분화하여
살펴보지 못했다는 점이다. 감사의 역량으로 윤리성과 독립성은 경우 의미와 성격이 다름에
도 불구하고 평가보고서의 결과를 활용함에 따라 윤리성과 독립성을 함께 살펴보았다. 향후
연구에서는 윤리성과 독립성 분야의 역량을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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