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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공공부문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 확보하고
전문역량 강화·감사기구 간 소통협력 확대

공공부문 자체감사 역할은 감시자에서 안내자로 초점 맞추어 진화

공공부문 조직 환경이 복잡화, 다양화됨에 따라 기존의 외부통제와 감시가 아닌 기관 내부의 

자율적 점검과 관리를 기반으로 한 조직 운영에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자체감사는 이러한 

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핵심적 내부관리 기능으로, 기관의 목표 달성을 위해 업무 

적법성, 위험성, 효율성 등을 기관 스스로 확인·점검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과거 공공부문의  

위험관리 수준이 낮았던 시기에는 합규성에 초점을 둔 적발 중심의 감사로도 기관의 효율성 제

고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그러나 점차 공공부문의 업무가 분화되고 복합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자체감사의 역할도 규정, 적발보다 조직 내의 제도와 절차를 개선, 강화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 즉, 오늘날의 자체감사는 법규, 규정 등을 점검하고 통제하는 감시자(watch 

dog) 역할에서 조직 내의 업무 흐름(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조직운영 진단을 통해 실제 조직 

목표달성에 기여하는 안내자(guide dog)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진화하고 있다.

[그림 1] 자체감사의 역할 변화



ii / 서울시 공공부문 자체감사기구의 역할 강화방안

서울시 공공부문 자체감사기구는 유형별로 인력·예산 규모가 달라

2015년 기준 서울시 및 자치구, 산하 투자․출연기관 등 40개 공공부문의 자체감사 전담기구 현황

을 살펴본 결과 자체감사 평균 인력은 21.9명으로 현원 대비 1.23%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서울

시 감사위원회는 전체 현원 대비 0.9%의 감사인력 비율로 광역자치단체 중 상대적으로 높았으

며 자치구 자체감사기구 또한 전체 인원 대비 1.87%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은 전반적으로 자체감사기구 인력비율이 낮은 수준을 보여준다. 

서울시 공공부문 자체감사기구 예산 규모는 평균 219백만 원이며 기관유형별로 자치구가 

0.05%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예산 비중을 보이는 반면, 투자기관은 0.01%로 상대적으로 

낮은 예산 비중을 보이고 있다. 자체감사기구 예산 비중은 기관별로 0.01%에서 0.09%까지 

다양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으며, 일부 출연기관은 기관 내 경영본부 등과 함께 예산을 사용하

는 등 감사부서 전용 예산이 존재하지 않았다.

[표 1] 서울시 공공부문 자체감사기구 인원 및 예산 현황(2015년)
(단위: 명, 백만 원)

구분
기관 전체
인원

감사기구
인원

감사인력
비율

기관 전체
예산

감사기구
예산

감사예산
비율

본청(1) 16,788.0 151.0 0.90% 26,513,778 1,409 0.01%

자치구(25) 1,241.1 23.2 1.87% 440,381 229 0.05%

투자기관(5) 3,826.8 20.8 0.54% 1,500,856 140 0.01%

출연기관(8) 326.3 2.5 0.77% 67,122 12 0.02%

전체평균 1,783.6 21.9 1.23% 1,168,322 219 0.02%

인력·예산 등 물리적 환경 미흡…협력구조, 상급기관 지원에 치중

서울시 공공부문 자체감사기구들은 조직구조 관점에서 몇 가지 특징을 보이고 있다. 먼저 업무

권한 및 독립성과 관련하여 감사기구장의 임용을 전체 기관 중 76.9%가 개방형 공모직으로 

실시하는 등 외부임용 방식이 점차 확대-보편화되고 있다. 반면, 감사기구 소속은 독립형태

(15.4%) 및 기관장 직속(20.5%)에 비해 64.1%가 부기관장 직속으로 독립성 및 조직 내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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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 여전히 미흡한 부문이 확인되고 있다. 그 밖에 직원들의 경우 감사업무의 권한 등 

조직·문화적 환경은 비교적 양호하나 상대적으로 인력배치, 예산배정 및 감사부서 관련 물리적 

환경 부문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인력구조 측면에서는 자치구 및 투자기관 자체감사기구가 1인당 평균 교육시간 확보 및 우수

인력 유인을 위한 다양한 제도 도입 등의 노력이 두드러진 반면, 본청 및 출연기관은 상대적으

로 자체감사 전문성 확보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는 등 소속기관 유형별 격차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협력구조 측면에서는 감사 수행 과정에서의 외부 전문가 활용(38.5%)이나 유

관기관들과의 협력관계 구축(53.8%)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을 뿐 아니라 협력 관련 업무 대부

분이 감사원 등 상급기관 지원을 중심으로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 외 업무비중 높고 ‘위험 예방’ 내부통제 인식이 비교적 낮아

서울시 자체감사기구들의 감사업무 유형을 살펴보면 종합감사, 특정감사 및 복무감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성과감사와 재무감사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일상감사의 경우 서울시 

본청과 자치구 등은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에 비해 일상감사 실시 건수(1인당)는 적은 반면, 

의견제시 및 반영비율은 높아 감사업무의 활용방식도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상급기관 

대응 및 내부 지원업무 등 감사업무 외 비중이 35.8%에 이르는 등 기관 내 감사부서의 역할 

및 업무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감사활동 조치 결과를 보면 신분상 조치보다는 

주로 징계, 주의 등의 조치(94.5%) 비중이 높고 재무조치 비중이나 규모가 작아 온정주의적 감

사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으며, 실제 감사인 대상 인식조사에서도 현행 자체감사업무의 매우 

큰 문제점으로 ‘감사부서 독립성 미흡(16.0%)’과 ‘감사 온정주의(14.1%)’ 등이 지적되고 있다. 

현재의 자체감사 업무 수준에 대한 내부 인식조사 결과, 문제 발생 사전 점검 및 예방 부문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핵심업무로서 자체감사부서의 내부통제 활동에 대한 인

식이 비교적 낮았다. 특히 발생 가능한 리스크 사전 점검 기능으로서 관련 주요 부서와의 협력

이나 부서별 위험도 모니터링 및 개선 제안 업무 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적극적인 

내부통제 기능의 재정립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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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독립성 확보 등 ‘자체감사기구 역할 강화’ 4개 기본원칙 제시

서울시 공공부문 자체감사기구들은 전통적 규제, 점검 기능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기관의  

목표를 지원하고 내재적 문제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 점검하는 역할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을 제시하였다.  

첫째, 자체감사 업무에서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감사기구장에 대한 외부전문가 중심의  

개방직 임용을 확대하고 동시에 업무의 공정성 및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는 독립된 소속기관  

체계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는 인사체계 등 다양한 지원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인력관리 측면에서 자체감사기구의 전문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인력 채용, 교육

훈련 및 경력관리 등 인사관리 전 부문에 걸쳐 감사 관련 업무분야의 전문성이 유지, 강화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전문직위제 혹은 감사분야 직렬제의 정착은 자체

감사업무를 하나의 전문직군으로 인식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셋째, 부서 조직관리 체계 내에서 자체감사의 내부통제 지원 기능이 체계적으로 확립되어야 

한다. 해외 자체감사기구의 핵심업무가 내부통제 수행 및 리스크 평가, 점검 역할로 변화되어 

가고 있음을 감안할 때, 향후 서울시 공공부문 자체감사는 내부통제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부서 내부통제 활동을 점검하고 기관의 목표 및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역할이 전환되어야 한다. 

넷째, 서울시 공공부문 자체감사를 둘러싼 이해관계자 및 감사기구 간 협력과 소통이 더 강화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상급 기관 지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불평등한 협력체계는 지양하고 

장기적으로 자체감사 역량제고를 위한 실질적 협력방식에 대한 ‘서울형 자체감사기구 협력체계 

모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림 2] 자체감사 역할 강화를 위한 새로운 원칙과 방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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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부문 자체감사기구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바람직

서울시 자체감사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서는 앞서 제시한 원칙을 기반으로 각 공공 

부문의 자체감사기구 간 명확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그림 3] 서울시 공공부문 자체감사기구별 역할관계

먼저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내부적으로 기관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에 대한 지원자로서의 역할

을, 외부적으로는 자치구를 비롯한 서울시 공공부문 자체감사기구들에 대한 감사활동의 조정

자이자 서울시 전체 자체감사 업무에 대한 역할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확보해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서울시 공공부문 자체감사 전반에 대한 총괄 조정 기능으로서의 감사위원회 권한 강

화와 이를 위한 인력 및 조직,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감사관계관 회의를 중심으로 

감사제도, 인사교류, 전문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협력추진 체계를 체계화해야 한다. 

자치구 자체감사기구는 내부적으로 기관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

고, 외부적으로는 서울시 25개 자치구라는 공통요소를 바탕으로 교차감사, 협력감사 등 자치

구 감사업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실질적 협력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투자․출연기관 자체감사기구는 공공행정기관과 차별화된 기관업무 특성을 감안하여 공익성과 경영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한 다양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업무를 점검 평가하는 핵심부서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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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확대를 추진해 가야 한다. 이와 함께 외부적으로는 서울시 공공부문 자체감사기구 간 

협력을 강화하고 서울시 산하기관으로서 서울시 감사위원회 등과의 감사교류 등 업무에 대한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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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ㅣ 연구개요

1_연구 배경 및 목적

◦ 공공부문의 역할과 활동이 다양화·복잡화되면서 공공조직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외부통제와 감시만으로 조정·관리하는 데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음

◦ 이에 따라 최근 기관 내부의 자율적 관리활동을 기반으로 한 자체감사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음

‐ 자체감사는 기관의 목적 및 목표달성을 위한 구성원들의 업무 적법성, 위험성, 

효율성 및 효과성 등을 기관 스스로 재무적, 비재무적 관점에서 확인 점검

하는 자율적 시스템으로 공공부문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필수요소임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2010)에서도 공공부문의 핵심적 내부통제 기제 중 

하나로 업무 전반의 부정과 오류를 예방, 적발, 수정하기 위한 기관 내부의 

자체감사의 역할을 강조함

‐ 특히 최근 들어 자체감사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조직 내의 업무 

흐름(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조직운영, 위험관리 등에 대한 점검, 평가 등 일

종의 내부 컨설턴트로서의 역할을 요구받는 상황임 

◦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공공부문 자체감사는 내부통제를 지원 점검하는 역할보다

규정준수 및 적발중심 감사에 여전히 치중하고 있는 것이 사실임   

‐ 최근 전담부서 설치 확대를 비롯하여 공공부문 자체감사기구의 인력, 예산 등  

외형적 규모는 꾸준히 확대되어 왔으나 자체감사의 본질적 역할 및 기능은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존재함

‐ 독립적이고 객관적 검증활동을 통해 조직의 가치를 높이고 운영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체감사 본연의 역할을 강화해 가는 동시에 기관 내부

통제 기능의 적정성 및 효율성을 평가, 점검하는 등 시대적 흐름에 맞춘  

역할과 기능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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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서울시 공공부문 자체감사기구들의 업무활동 실태 및 역량

수준을 비교 분석하고, 기관의 목표 달성을 지원·감독·조정하기 위한 새로운 자체

감사의 방향성을 제시함

‐ 특히 감사제도 혁신대책(’16.10.) 등 새로운 역할 확대를 모색 중인 서울시 

감사위원회와 서울시 자치구 및 유관기관 자체감사기구들 간의 협력적 역할 

관계 등을 중심으로 한 개선방안을 모색함

2_연구 내용 및 방법

◦ 연구의 대상적 범위로 서울시 본청 및 자치구와 산하 투자․출연기관 자체감사기구를 

선정하였으며 기간적 범위로는 2015년을 분석기준 연도로 제시함1)

‐ 서울시 공공부문 전담자체감사기구로 운영되고 있는 서울시 감사위원회, 25개 

서울시 자치구 자체감사부서, 그리고 서울시 산하 5개 공사, 13개 출연기관 

감사실(팀)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함(서울연구원, 여성가족재단, 시립교향악단 

등 기관 내 전담감사기구가 없는 기관들은 제외) 

◦ 주요 연구 내용으로 공공부문 자체감사의 개념과 특성에 대한 개념적 논의를 중심

으로 최근 자체감사 기능 및 역할을 둘러싼 패러다임 변화를 검토함

‐ 국내외 공공부문 자체감사 관련 문헌 검토 등을 통해 자체감사 역할론에 대한 

이론적 체계를 제시하고 공공부문 자체감사의 투명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요구되는 전문성과 역량수준 등 자체감사의 역할과 방향성을 도출함

◦ 이러한 논의를 기반으로 현재 서울시 공공부문 자체감사기구들의 조직구조 및 

업무활동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점검함

‐ 서울시 및 자치구,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주요 자체감사기구를 대상으로  

1) 분석대상 기준년도의 경우 연구기간 중 2016년 각 자체감사기구 활동에 따른 실적결과가 취합 정리되지 않은 관계로 2015년 
결과를 중심으로 제시하였음.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의 실태조사는 연도별 비교나 각 실적 간 비교보다는 자체감사기구의 
업무구조 및 실태를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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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인력·예산 등 현황과 감사업무와 관련된 규정 및 절차, 그리고 주요 감

사업무 활동에 따른 재무적 비재무적 성과 등을 조사하여 자체감사기구 기

관유형에 따른 특성을 비교함

◦ 또한 서울시 자체감사기구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인식 설문조사를 통해 현행 자체

감사기구업무에 대한 인식과 중장기적 감사업무 역할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함

‐ 실무자 외에도 감사분야 전문가 심층인터뷰(Focus Interview)를 통해 시대

변화에 대응하는 자체감사기구 발전방향에 대한 제언을 도출함

[그림 1-1] 연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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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ㅣ 자체감사 역할에 대한 이론적 논의

1_자체감사의 의의

1) 공공감사의 기본개념

◦ 전통적 관점에서 감사(audit)2)는 재무적 자산이 규범 및 기준에 얼마나 정확하게 

집행되는지 독립적인 제3자의 검증과정을 통해 사후적으로 확인(assurance)하는  

활동임(박재완, 1998; Jones & Bates, 1990)

◦ 공공부문에서의 감사는 이러한 개념적 정의에 기반하되, 사적부문이 아닌 법률 및 

규칙 등 공적 기준을 토대로 수행된 업무나 지출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활동임

‐ 공공감사는 감사대상이 되는 공공기관 및 구성원의 업무나 행위가 정해진 

규칙, 조건 등 합의된 기준에 부합하게 이루어졌는지 증거자료에 기반하여 

조사, 점검, 분석하고 확인하는 과정으로 정의함(감사원, 2012)3)

‐ 또한 국민들에 대한 책무성 확보 차원에서 공공감사는 재무적 정보뿐 아니라 

공정성, 효율성 등 다양한 비재무적 정보에도 관심을 지님 

‐ 이를 통해 공공재원이 입법취지와 정책의도에 맞게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적용되었는지를 객관적, 비판적으로 검증함으로써 기관운영의 개선뿐 아니라 

이해 관계자(국민)들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수단으로 활용함

◦ 실시 주체에 따라 공공감사는 외부감사(external audit)와 자체감사(internal 

audit)로 구분됨(손승태, 2007)

‐ 외부감사는 감사수행이 대상기관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반면, 자체감사는 감사

수행이 대상기관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를 의미함

2) 감사의 어원은 영어(audit)로는 라틴어의 auditus(듣는 것)에서, 독일어(revision)나 불어(reviseur)는 라틴어의 revisere(다시 
살피다)에서 기원함(Woolf, 1985: 1; 신귀철, 1989: 2에서 재인용). 

3) 최근에는 이러한 감사의 개념이 조직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해 가는 조직변화 과정의 일환으로 
확대하여 정의되고 있음(심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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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체감사의 개념 및 특성 

◦ 자체감사(internal audit)는 외부가 아닌 기관 내부에서 주어진 권한에 따라 기관

의 운영 등 업무집행과 규정을 감시하고 점검하는 일체의 활동임

◦ 자체감사는 대상기관의 책임성 확보 및 투명성 제고라는 관점에서 외부감사와 

동일한 목적을 지니고 있으나 감사기구의 지위 및 역할, 그리고 활동 범위 등에서 

명백한 차별성을 지님(허명순, 2013) 

‐ INTOSAI4)(2004)에서는 자체감사의 핵심 기능을 독립적 외부검증을 강조하는 

외부감사와 달리 기관 내부 업무절차의 오류나 비효율적이고 비경제적인 업무처리, 

비리 가능성을 점검하는 등 기관 운영과정의 위험성 수준을 해당 기관장에게 

제시하고 이를 내부적으로 검증(assure)하는 수단임을 강조함

‐ 즉, 자체감사는 외부감사와 달리 실제 조직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다양하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기관의 업무활동을 점검하고 살펴보는 조

직관리 차원의 성격을 지님5) 

◦ 그러나 전통적 외부감사 관점에서는 자체감사를 이러한 차별화된 기능과 역할보다 

외부감사의 하부기능으로서의 역할에 초점을 두는 경향을 보임 

‐ 예를 들어 자체감사의 필요성을 감사원의 인력·자원의 한계로 인한 감사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시하거나 감사사각지대를 보완 또는 외부감사를 지

원하고 보조하는 차원에서의 역할분담을 더욱 강조함(성용락, 2013: 116)

◦ 자체감사는 외부감사와 명백히 구별된 역할과 기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

서 외부 및 자체감사 간 관계에 대한 인식이 필요함

‐ 특히 사후적 점검 및 적발기제로서의 외부통제 관점의 외부감사와 달리 자체감사는 

사전 점검을 통한 예방 등 내부통제 및 조직관리 도구로서의 역할이 요구됨

4) INTOSAI(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upreme audit institute)는 1953년 창설된 이후 현재 유럽감사원(the European 
Court of Auditors) 등 5개 대륙별 지역기구에서 총 194개국의 국가최고감사기구(SAI)가 참여하고 있음. 
(http://www.intosai.org/about-us.html) 참고(2017.05.07)

5) IIA(Institute of Internal Auditors) 홈페이지(https://na.theiia.org/Pages/IIAHome.aspx) 참고(2017.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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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외부 및 내부감사 간의 관계
      자료: 박희정(2013: 360)

3) 우리나라의 공공감사체계와 자체감사 

◦ 우리나라 공공감사체계는 감사원, 국회 등이 주체가 되는 외부감사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의 장이 주체가 되는 자체감사로 구분됨(허명순, 2013)

‐ 외부감사의 경우 국가최고감사기구인 감사원이 「헌법」 및 「감사원법」 등 법제

도에 기반하여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공공부문 전반에 실시하는 감사활동과 

국회가 소관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해당 분야 국가 정책 및 사업들에 대해  

수행하는 감사 등이 있음6)  

‐ 자체감사의 경우 감사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을 비롯하여 행

정감사규정(대통령령 제7082조), 지방자치법, 정부투자기관관리 기본법 등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하여 공기업 등 공공부문 기관  

내부에서 수행되는 감사활동 일체를 지칭함

◦ 자체감사는 1962년 행정감사규정으로 시행된 이후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2010년  

6) 이와 함께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 등이 국가위임사무 및 자치사무 등과 관련하여 정부조직법 및 지방자치법 등 법률에 
기반을 두고 수행하는 행정사무감사 등도 외부감사에 포함됨(허명순,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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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법」 제정 과정에서 역할 및 기능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됨

‐ 2010년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함께 효율적 공공감사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공감법」이 제정되면서 자체감사 전담기구의 설치, 감사책임

자의 위상 제고, 감사담당자의 전문성 제고 등 자체감사의 역량 개선을 위한 

법률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됨

‐  「공감법」 제2조는 자체감사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감사기구의 장이 그 소속되어 있는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

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으로 개념

을 정의함

‐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민간부문의 내부감사와 구별되도록 자체감사라는 법률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 감사의 주체가 조직 내부에서 이루어지고 자율

성에 기반한 내부통제의 점검 등에 있어 같은 의미이며 다만 정부 및 관련 기

관 등 입법적 테두리 내에서 수행되는 내부감사의 방식을 의미함7)     

[그림 2-2] 공공감사의 체계

7) 그러나 자체감사는 내부감사와 달리 감사 대상에 산하 기관이 포함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감사와 직무감찰 간 구분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내부감사와의 비교 및 차별성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는 의견도 존재함(허명순,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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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자체감사 패러다임의 변화

1) 내부감시자에서 지원협력자로 역할 진화

◦ 공공감사의 역할은 시대적 상황 및 요구에 따라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음

‐ 전통적으로 감사는 개별 지출행위에 대한 회계감사 혹은 규제, 적발 중심의  

합법성 감사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으나 최근에는 행정활동의 비능률로 인한 

재정낭비 문제 등에 따라 효율성, 경제성 등 사업성과를 강조하는 성과감사 

등으로 감사범위가 꾸준히 확대됨

◦ 자체감사 또한 공공부문을 둘러싼 불확실성의 확대, 국민들에 대한 책무성

(accountability) 강화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새로운 역할 및 기능에 대한 변화 

요구에 직면함

‐ 자체감사의 역할 및 기능 변화 요구는 현대 공공부문 기관 운영 과정에서 

내재화된 복잡성의 심화 등으로 설명할 수 있음.8) INTOSAI, IIA를 비롯한 

해외 주요 감사전문기구들은 자체감사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수립해 가고 있으며 많은 국가들은 이러한 표준화된 기준에 기반하여 공공

부문 자체감사의 역량을 제고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과거 조직 관리활동 자체가 복잡하지 않고 위험관리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합규성에 초점을 둔 적발 중심의 감사로도 충분히 기관의 효율성 제고 효과를 

거둘 수 있었으나 오늘날에 이르러 공공부문의 업무가 분화되고 복합적인 

기능이 확대되면서 한계가 발생함

‐ 특히 자체감사의 경우 규정, 적발보다는 조직 내의 제도와 절차를 개선, 강

화하기 위한 예방감사를 비롯하여 업무프로세스에 내재되어 있는 잠재적 결

함을 진단하기 위한 업무프로세스 진단감사, 그리고 전반적 전략적 시스템

을 점검하는 전사적 위험관리 감사 등으로 기능과 범위가 다양화되는 추세임

8) 한국감사협회(http://theiia.kr/new_html/03_infoservice/memguide_04_view.php?idx=75&iiacate=n&PHPSESSID=d6a2e07f 
ea7c3cbb7d 633bc1ccc9da8f)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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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최근 자체감사의 기능과 역할은 내부 규정 준수 자체에 목적을 둔 소극

적인 합규성(compliance) 기반 감사에서 기관 내부의 위험과 문제점을 예방하고 

점검하는 위험관리(risk management) 감사로 수요가 점차 전환됨

‐ 오늘날의 자체감사는 업무나 절차를 둘러싼 법규, 규정 등을 점검하고 통제

하는 감시자(watchdog) 역할에서 벗어나 조직 내의 업무 흐름(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조직 운영 과정 점검, 평가 등을 통해 실제 조직 목표달성에 기

여하는 안내자(guide dog) 역할에 초점을 둠

‐ 즉, 자체감사는 재정 및 유형 자산에 대한 준법, 준수를 통한 업무수행 절차를 

엄격하게 통제(hard control)하고 이를 사후적으로 내부차원에서 전달, 점검

하는 기능에서 유·무형자산을 모두 포함하는 사업 전반의 과정이나 결과의 적

정성 평가 및 점검을 통해 위험을 관리하는 유연한 통제(soft control)로 전

환 중임

[그림 2-3] 자체감사의 역할 변화

     자료: OECD/PIFC Expert Group(2004), 감사원(2012) 내용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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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통제 평가 및 점검 기능 강화  

◦ 일반적으로 기존 자체감사의 핵심적 기능은 회계 및 준법감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짐

‐ 무엇보다 재무적 관점에서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확인과 업무 과정에서의 절차 및 규정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원인과   

책임소재 등을 사후적으로 규명,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에 초점을 둠

‐ 또한 대국민 신뢰성 및 책무성 관점에서 요구되는 공직 윤리 기준에 기반한 

비리규찰, 복무윤리 점검 등 청렴 관련 업무를 수행함

◦ 최근 자체감사 업무의 핵심은 기관 내부통제 전반을 효과적으로 점검, 관리, 평가

하여 기관 내부의 위험(risk) 요소를 예방적으로 관리하는 기능으로 진화됨 

‐ 내부통제는 기관의 목표달성을 위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수행, 신뢰성 

있는 재무보고, 그리고 제반 법규의 준수 등에 대해 공식화된 절차 및 과정

에서 점검, 평가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관리운영시스템을 의미함9)

‐ 자체감사는 건전한 재무관리 및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운영 및 관리 시스

템인 내부통제에 대한 점검과정으로서의 성격이 강화됨(Baltaci & Yilmaz, 

2006). 즉, 기관이 자율적 기능을 통해 수행하고 있는 내부통제에 대한 평가, 

모니터링, 점검 등 자체감사활동을 수립하여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를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 또는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초점을 둠 

‐ 이러한 내부통제 점검을 중심으로 한 자체감사 활동은 사후적 처벌을 통한 

통제가 아닌 시행과정 혹은 그 이전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바로잡아 이후 

잘못된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사전예방적 감사로서의 기능을 수행함

(감사연구원, 2010)10)

9) 이러한 내부통제의 개념은 COSO를 중심으로 전파․확산되었음. COSO(Committee of Sponsoring Organizations of the 
Treadway Commission)는 미국 자체협회(IIA) 및 미국 공인회계사회(AICPA) 등 5개 기관이 공동으로 내부통제 등을 포함한 
기업환경 연구를 위해 1985년 설립한 비영리 연구전문기관임(http://www.coso.org). 

10) 특히 공공부문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정치적 환경, 공공자금의 활용, 성과의 복잡성, 사회윤리성의 강조, 그리고 폭넓은 책무성
(accountability)의 범위에 이르기까지 민간부문과는 다른 관점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부문의 내부통제는 기존 내부통
제 개념을 준용하되 경제적·윤리적 업무수행, 공공책무성의 이행, 법규의 준수, 그리고 손실과 남용으로부터의 자원 보호 
등이 통합적으로 설계되어 제시되고 있음(INTOSAI,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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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내부통제 과정에서 자체감사의 역할 

자료: IIA(2013), 차경엽 외(2014) 재작성

◦ 특히 조직관리 측면에서 자체감사는 구성원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조직 목표나 

규범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는 제어장치(feedback mechanism)로, 리스크 관리 기

능의 일환으로서 수행함

‐ 자체감사는 규범준수 자체보다 목표달성을 위해 조직구성원들이 수행하는  

프로세스 활동을 점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재무관리, 기관운영, 법규준수 등 

조직운영에서 발생하는 리스크 발생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함(유승현, 2010)

‐ 이를 위해 조직의 목표가 조직의 임무를 지원하고 일관성을 지니는지, 중대한 

리스크 및 불확실성이 식별되고 측정되는지, 그리고 리스크 관련 정보가 적

절한 절차를 거쳐 시의적으로 전달되고 대응책이 적절하게 채택되는지 등에 

대한 점검과 평가를 수행함

◦ 공공부문 자체감사의 핵심기능은 내부통제 과정에서도 기관의 공공책무성 달성을 

전제로 하고 있음   

‐ 특히 자체감사는 기관의 공공책무성과 관련하여 공공자원의 구매, 자산 관

리 등 재정자원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규와 절차, 감독기준 준수 등

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

‐ 이 과정에서 단순히 수익창출을 위한 재무적 성과보다 서비스 제공의 형평

성, 공정성 등 비재무적 성과와 절차적 공정성 등에 초점을 둔 점검활동을 수

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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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_자체감사에 요구되는 역할 기준

1) 감사활동 규정에 기반한 기준  

◦ 자체감사에 요구되는 역할에 대한 기본원칙 및 기준을 도출하기 위해서 자체감사의 

보편적 업무기준의 틀로 제시되는 국내외 감사기준 및 규정을 검토함

‐ 자체감사와 관련된 구성원들과 조직이 수행해야 할 역할과 기능에 대한 기본틀

(framework)은 감사업무 수행이라는 업무가 서로 다른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전문적 업무로서의 보편적 지침을 제공함

‐ 국내외 자체감사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대표적인 기준으로 내부감사인협회(IIA)

의 국제내부감사기준(ISPPIA)과 국내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들 수 있음

◦ 먼저 해외의 경우, 내부감사인협회(IIA)에서 국제내부감사기준(ISPPIA)을 제정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내부감사에 대한 기본 원칙을 제시함(IIA, 2011: 35)11)  

‐ 특히 내부감사라는 전문적 업무 수행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해서 독립성과 객관

성, 품질관리 등 필수적 요건을 제시하고 내부감사의 핵심 기능인 감사업무 수

행절차에 요구되는 관리요건들과 리스크 관리, 내부통제 등 조직목표와 연계된 

내부감사의 역할과 기능을 강조하고 있음

구성 세부 내용

일반기준
 ▪ 내부감사부서의 목적, 권한 및 책임
 ▪ 독립성 및 객관성 

▪ 숙달과 전문가로서의 정당한 주의
▪ 품질보증 및 내부·외부평가 

실행기준

 ▪ 내부감사부서 관리
 ▪ 감사자원 관리
 ▪ 감사업무계획, 업무수행, 업무감독 및 결과 보고
 ▪ 사후관리 

▪ 지배구조
▪ 리스크 관리
▪ 내부통제

[표 2-1] 내부감사인협회(IIA) 국제내부감사기준 구성 및 내용 

자료: IIA(2011), International Professional Practice Framework(IPPF), 2011 edition

11) 국제내부감사기준의 제정 목적은 다음과 같음. ① 내부감사직무의 수행을 나타내는 기본 원칙의 서술, ② 광범위하게 가치가 
증대된 내부감사활동을 수행하고 장려하기 위한 체계 제공, ③ 내부감사 수행성과에 대한 평가 기준 설정, ④ 조직의 프로세스와 
업무 개선 촉진(IIA, 2011: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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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의 경우 2010년 제정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

단체, 공공기관의 자체감사기구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일반론적 원칙과 역할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 특히 감사절차와 관련한 방법론적 수행 원칙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기존  

국내의 자체감사기준과 달리12) 자체감사 역량강화를 위해 요구되는 자체감사 

기구의 구성과 운영, 활동 등에 대한 요구 기준을 명시함

‐ 이와 함께 독립성과 전문성의 강화 등 감사활동을 위해 필요한 원칙들과 감사

원 감사와 자체감사 간의 긴밀한 협조 등 감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체계적 

역할방법론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제도적 차원에서 새로운 자체감사

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원칙들을 담아냄(감사원, 2014: 3)

구성 세부 내용

총칙
▪ 법률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 적용범위(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 다른 법령과의 관계

자체감사의 
운영

▪ 자체감사기구: 자체감사기구의 설치, 합의제감사기구의 운영, 감사기구
장의 독립성 보장

▪ 감사기구의 장: 임용, 임기, 신분보장, 자격, 임무, 직급, 결격사유 등
▪ 감사담당자: 임용, 결격사유, 우대조치 등

자체감사활동

▪ 자체감사계획 수립․실시, 자료 제출 요구, 실지감사, 일상감사, 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 감사결과의 공개

▪ 징계․문책사유의 시효정지, 재심의 신청 등 
▪ 외부전무가 등의 참여, 예산편성, 자체감사기구 간의 협조 등

[표 2-2]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주요 구성 및 내용

          자료: 감사원(2014),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의 이해」

12) 자체감사와 관련하여 「공공감사기준」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공기업․준정부
기관 감사기준」 등에서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일반적 원칙을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이 기준들은 적용범위에 차이가 있는데, 
「공공감사기준」은 감사원 감사와 감사원의 감사대상이 되는 모든 기관의 자체감사에 적용됨으로써 포괄하는 범위가 가장 
넓은 반면, 「공감법」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자체감사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기준」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에 적용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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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체감사 역량에 기반한 역할기준 

◦ 자체감사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재 자체감사기구가 지니고 있는 

여건이나 역량수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 내부감사가 변화되는 시대적 요구에 맞는 실질적 효과를 발휘하려면 복잡하고 

기능화된 조직 운영관리 전반에 대한 전문성과 독립적 권한 등에 기반한 충분한 

역량(capacity)이 전제되어야 함

◦ 대표적으로 내부감사인협회(IIA)는 자체감사 역량모형(Internal Audit Capability 

Model, IA-CM)을 통해 자체감사 역량수준을 5가지 단계로 제시

‐ 자체감사 역량을 5개 핵심 요소(관리구조, 내부감사기준, 감사조직, 감사인력, 

감사서비스)에 따라 총 20개 기준으로 구분하고 분야별로 초기 단계, 인프라 구

축단계, 통합단계, 관리단계 및 성숙단계 등으로 자체감사기구의 역량수준을 

구분하여 제시함(허명순․차경엽, 2010)13)

[그림 2-5] 자체감사의 역량성숙도 단계

자료: Institute of Internal Auditors(2004 & 2009); 허명순, 2013 재구성 

13) 자체감사 역량수준의 비교검토를 위한 분석틀과 관련하여 기존 연구들에 대한 분석이 진행되었음. 심호(2013) 등의 연구에서는 
기존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자체감사역량 현황에 대한 분석요소를 지배구조, 자체감사 서비스 및 역할, 사람관리(전문성), 
전문적 감사활동, 성과관리와 책무성, 조직 간 관계 및 조직문화, 감사중복 등 7개 영역으로 폭넓게 제시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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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자체감사 역량 단계는 자체감사의 특성 및 활동수준의 특성을 내포함

‐ 조직의 규모 혹은 복잡성이 크거나 운영과정에서의 리스크가 큰 경우 자체감

사에서 요구되는 역량수준은 더 심도 있는 단계임

‐ 역량모형에 따르면 초기단계에서는 주로 개별적 감사나 정확성과 법규 준수 

점검을 위한 점검활동을 중심으로 감사기능이 수행되지만, 점차 단계가 높아지

면서 4단계 관리단계 수준에 이르게 되면 조직 내부의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전반에 대한 관리와 점검을 중심으로 한 감사기능을 수행할 역량을 갖추게 됨

‐ 이렇게 자체감사의 역량수준이 기관 내부통제 과정에 대한 일정 역할을 수행

하게 될 때 자체감사기구는 소속기관의 전략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잘 관

리된 사업부서(well-managed business unit)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이오․오
윤섭․이석로, 2010)

역량단계 초기단계
인프라구축
단계

통합단계 관리단계
최적화 
단계

감사기능 및 
역할

서류, 거래
활동 점검

합법성 감사 성과감사
위험관리
내부통제 

변화관리

[표 2-3] 자체감사기구 역량수준에 따른 감사기능

       자료: IIARF(2009: 8~9), 이오·오윤섭·이석로(2010: 79) 내용 재구성 

◦ 우리나라의 감사원(2013)에서도 이러한 자체감사 역량성숙도 모형에 기반하여 국

내 공공부문 자체감사기구를 대상으로 역량수준을 비교한 바 있음

‐ 감사조직, 감사인력 및 감사활동, 협력관계(파트너십) 등 4개 분야로 구분하여 

진단을 수행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공부문 자체감사기구는 기관유형별

로 차이가 존재하나 대부분 인프라 구축 및 통합단계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이들은 어느 정도의 관리기능을 갖추고 있으나(managed function level) 실

제 최적화 및 성숙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공감법 등에 따라 감사제도 구축 및 감사활동 부문에서 역량수준의 변화 

및 성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반면 상대적으로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비해 자치단체(광역 및 기초) 자체감사의 역량수준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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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ㅣ 서울시 공공부문 자체감사기구 현황

1_서울시 공공부문 자체감사기구 개요

◦ 이 연구에서는 서울시 공공부문을 크게 서울시 본청 및 자치구, 투자 및 출자 출연 

기관으로 구분함

‐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이외에 서울시 투자기관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근거한 지방공사․지방공단으로 영리성과 공익성을 동시에 추구

하며 시 및 타 지자체 50% 이상 출자를 원칙으로 구성됨. 현재 서울시는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농수산식품공사, 주택도시공사, 에너지공사, 시설

공단 등 6개 투자기관이 존재함

‐ 서울시 출연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

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설립하고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

하는 기관으로 구성됨. 서울시에는 서울의료원, 서울연구원, 서울산업진흥원 

등 15개 기관이 존재함

‐ 서울시 출자기관은 출연기관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였으나 기관 특성이 

영리성을 띄며 시 및 타 지자체에서 10% 이상 출자된 기관을 의미함. 현재 

서울시 출자기관은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가 존재함

◦ 이러한 서울시 공공부문 기관들은 기관 내부 감사활동 수행을 위하여 전담감사조

직을 보유 및 운영 중임

‐ 서울시 공공부문 자체감사 관련 조직을 운영하는 기관은 40개 기관(83.3%)

이며 기관 내 전담조직이 없는 경우 외부감사(역)를 지정하거나 관련 부서에

서 감사업무를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 중임

‐ 서울시 본청은 1948년 이후 행정1부시장 산하에 감사관을 임명하고 독임제

로 자체감사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2015년 서울시장 직속의 합의제 행정기

관인 감사위원회로 전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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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자치구의 경우 25개 기관 모두 자체감사기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음. 

이들은 모두 부기관장 산하에 소속되어 있으며 개방직 또는 내부 출신 감사

담당관을 감사기구장으로 운영하고 있음

‐ 서울시 투자기관의 경우 6개 기관 모두 이사회로부터 독립된 기관인 감사(監

事)와 함께 내부 조직으로 감사전담기구인 감사실을 보유하고 있음 

‐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16개 기관 중 서울연구원을 제외한 15개 기관

에서 이사회와 독립된 감사(監事)를 두고 경영활동 등에 대한 견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기관의 규모 및 업무 특성 등 한계에 의해 실질적으로 기

관 내부에 감사업무를 전담하는 조직(팀 이상)을 두고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은 

8개 기관으로 전체의 50% 수준임

no 구분 기관명 감사기구명 전담조직 
여부

감사기구
소속

1
본청

(1개)
서울시 감사위원회 ○ 기관장

2

자치구

(25개)

종로구청 감사담당관 ○ 부기관장

3 중구청 감사담당관 ○ 부기관장

4 용산구청 감사담당관 ○ 부기관장

5 성동구청 감사담당관 ○ 부기관장

6 광진구청 감사담당관 ○ 부기관장

7 동대문구청 감사담당관 ○ 부기관장

8 중랑구청 감사담당관 ○ 부기관장

9 성북구청 감사담당관 ○ 부기관장

10 강북구청 감사담당관 ○ 부기관장

11 도봉구청 감사담당관 ○ 부기관장

12 노원구청 감사담당관 ○ 부기관장

13 은평구청 감사담당관 ○ 부기관장

14 서대문구청 감사담당관 ○ 부기관장

15 마포구청 감사담당관 ○ 부기관장

16 양천구청 감사담당관 ○ 부기관장

17 강서구청 감사담당관 ○ 부기관장

18 구로구청 감사실 ○ 부기관장

19 금천구청 감사담당관 ○ 부기관장

[표 3-1] 서울시 자체감사기구 설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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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구분 기관명 감사기구명 전담조직 
여부

감사기구
소속

20

자치구

(25개)

영등포구청 감사담당관 ○ 부기관장

21 동작구청 감사담당관 ○ 부기관장

22 관악구청 감사담당관 ○ 부기관장

23 서초구청 감사담당관 ○ 부기관장

24 강남구청 감사담당관 ○ 부기관장

25 송파구청 감사담당관 ○ 부기관장

26 강동구청 감사담당관 ○ 부기관장

27

투자기관

(6개)

서울메트로 감사실 ○ 독립기구

28 서울도시철도공사 감사실 ○ 독립기구

29 서울시시설관리공단 감사실 ○ 독립기구

30 서울주택도시공사 감사실 ○ 독립기구

31 농수산식품공사 감사실 ○ 독립기구

32 서울에너지공사 감사실 ○ 독립기구

33

출연기관

(15개)

서울의료원 감사실 ○ 기관장

34 서울신용보증재단 감사실 ○ 독립기구

35 세종문화회관 감사실 ○ 기관장

36 서울문화재단 감사실 ○ 기관장

37 서울시복지재단 감사실 ○ 기관장

38 서울시립교향악단 감사 × 기관장

39 서울시자원봉사센터 감사 × 기관장

40 서울산업진흥원 청렴감사팀 ○ 기관장

41 서울디자인재단 감사팀 ○ 기관장

42 서울연구원 - × -

43 여성가족재단 감사 × 기관장

44 서울장학재단 감사 × 기관장

45 서울디지털재단 감사 × 기관장

46 50플러스재단 감사 × 기관장

47 평생교육진흥원 감사 × 기관장

48 출자기관
(1개) 서울관광마케팅 감사실 ○ 기관장

[표 3-1 계속] 서울시 자체감사기구 설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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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서울시 공공부문 자체감사기구 구성 및 규정

1) 서울시: 감사위원회

◦ 서울시는 1948년 이후 행정1부시장 산하에 감사관을 임명하고 독임제로 자체감사

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2015년 서울시장 직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로 

전환됨

‐ 현재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감사위원회 산하에 감사담당관 등 3담당관 20팀의 전담조직으로 구성되며 

서울시 및 산하기관에 대한 실지감사를 비롯하여 조사, 일상감사, 안전감사 

등 감사 관련 업무를 관장함

◦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15)」에 

근거하여 설립 및 운영 관련 사항을 규정함

‐ 감사위원회의 경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2010)」에 의한 필요사항을 「서울

특별시 행정감사 규칙」을 통해 규정하고 있으며, 일상감사 시행에 관한 「서울

특별시 일상감사 규정」,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 공개에 관하여 규정한 「서울

특별시 감사결과 등의 공개에 관한 규정」 등을 시행하고 있음

‐ 최근에는 서울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공직비리를 사전예방하고 일상적 행정

효율성 개선에 대한 노력을 수행하는 ‘자율적 내부통제’ 절차에 대한 「서울

특별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 및 시행 중임

2) 서울시 자치구: 감사담당관

◦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대부분 부기관장 소속으로 감사담당관을 자체감사기구로 

두고 있음(구로구의 경우 감사실)

‐ 일반적으로 감사담당관 산하 4~6팀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있으며 2010년  

제정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등 

법적 기반을 토대로 자치구별로 유사한 전담감사기구 조직규모 및 구성체계를 

보유하고 있음



24 / 서울시 공공부문 자체감사기구의 역할 강화방안

◦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각 자치구는 별도로 「행정감사 규칙」을 각기 제정하여 행정

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음. 특히 강북구, 광진구, 도봉구, 서대문

구는 관련 규정을 「자체감사 규칙」으로 개정하여 적용 중임

‐ 행정자치부의 권고에 따라 각 자치구는 서울시 감사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자

율적 내부통제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감사담당관 중심으로 내부통제 활동

을 수행하고 있으며 일부 자치구에서는 구민이 직접 감사에 참여하도록 하는 

「구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 및 시행 중임

3) 서울시 투자기관: 감사실(부)

◦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서울주택도시공사, 농수산

식품공사, 서울에너지공사 등 6개 투자기관(공사)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사회로부터 독립된 기관인 감사와 산하 전담기구

로서 자체감사기구를 보유함

◦ 투자기관은 감사위원회 및 자치구 감사기구와 마찬가지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기준」에 근거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함

4) 서울시 출연기관: 감사실(팀, 역)

◦ 서울시 출연기관의 감사실 조직은 대부분이 자체감사기구로 전담 감사업무를 수

행하고 있으나 일부 투자기관은 팀 규모 혹은 팀 내 업무의 일부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등 전담감사조직으로서 조직규모를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감사역 한 명

이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존재함(서울시립교향악단)

◦ 출연기관의 경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상 감사대상은 아니지만 「공공감사에 관

한 법률」,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

기준」 등을 준용하여 ‘감사내규’ 등을 통해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기관에 

따라 ‘일상감사내규’를 따로 운영하는 경우도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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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감사부서 팀 구성 관련 규정

본청
감사위원회
(2015년~)

3담당관
 20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2010)」,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15)」 등

자치구 감사담당관 4~6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2010)」,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2010)」 등

투자기관 감사실(부)
2~3개 
부(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2010」,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기준(2010)」

출연기관 감사실(팀)
실, 팀, 
팀 일부, 

감사역 1인 등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2010)」,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2010)」 준용 ‘감사내규’ 운영

[표 3-2] 서울시 자체감사기구 조직 및 관련 규정

3_서울시 공공부문 자체감사기구 인력 및 예산

1) 자체감사기구 인력 현황

◦ 2015년 기준으로 서울시 주요 자체감사기구에 종사하는 감사인의 평균 인원수는 

21.4명으로 현원 대비 1.23%의 비율을 보임

‐ 서울시 본청 자체감사기구의 경우 정원 155명 중 15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전체 현원 대비 0.9%의 감사인력 비율을 보이는 등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인력을 보유하고 있음. 다만 서울시의 재정규모나 자체감사의 감

사 대상기관이 서울시 본청 외에도 서울시의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투자 

및 출연기관 등에 걸쳐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인력의 한계를 지니고 있음  

‐ 서울시 자치구 자체감사기구의 경우 평균 자체감사인 인력규모는 23.2명으

로 나타남. 자치구의 규모 등에 따라 인력규모는 최소 19명에서 최대 29명

까지 다양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으며 기관 전체 인원 대비 감사인력 비율은 

1.87%로 다른 기관유형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

‐ 서울시 투자기관 자체감사기구의 경우 투자기관 특성에 따른 규모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게 발생함에 따라 인력규모도 최소 6명에서 최대 36명으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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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규모의 편차가 크게 나타남. 투자기관 전체 인력 대비 자체감사기구 인력 

비율이 0.54%로 상대적으로 다른 기관유형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감사원에서 

권장하고 있는 자체감사인력 비율(전체 기관 인력 대비)이 0.8% 이상임을 고려

할 때 전담감사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규모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임

(감사원, 2011; 서울특별시의회, 2015)

‐ 서울시 출연기관의 경우 다른 기관유형에 비해 소규모 기관이 대부분으로 자체

감사기구의 인력규모도 최소 1명에서 최대 4명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됨. 이와 함께 기관 전체 인력 대비 자체감사 인력 규모도 0.81%로 상대적

으로 투자기관보다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본청 및 자치구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임

구분
기관 현원
(명)

자체감사기구 현원 
(명)

감사인력 비율
(%)

본청(1) 16,788.0 151.0 0.90

자치구 평균(25) 1,241.1 23.2 1.87

최소값 1,074.0 19.0 1.50

최대값 1,408.0 29.0 2.30

투자기관 평균(5) 3,826.8 20.8 0.54

최소값 296.0 6.0 0.40

최대값 9,102.0 36.0 2.00

출연기관 평균(9) 301.2 2.4 0.81

최소값 24 1.0 0.20

최대값 1,292.0 4.0 12.50

서울시 전체 평균(40) 1,741.5 21.4 1.23

최소값 24.0 1.0 0.20

최대값 16,788.0 151.0 12.50

[표 3-3] 자체감사기구 인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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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체감사기구 예산 현황

◦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2015년 기준으로 서울시 자체감사기구 평균 예산은 219백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시 본청이 1,409백만 원으로 가장 많고 출연기관은 평균 

12백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를 보임

‐ 기관유형별로 전체예산 대비 자체감사기구 예산을 비교해보면 자치구 자체

감사기구는 0.05%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예산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투

자기관은 0.01%로 상대적으로 낮은 예산 비중을 보임14) 

‐ 이러한 자체감사 예산 비중의 경우 기관별로 0.01%에서 0.09%(구로구)까지 

다양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는데 일부 출연기관에서는 경영본부 등과 함께 예

산을 사용하거나 그 외 운영경비 등을 감사예산으로 활용하는 등 별도 감사 

전용 예산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구분 기관 전체예산
감사기구
전용예산

감사예산
비율(%)

본청(1) 26,513,778 1,409 0.01%

자치구 평균(25) 440,381 229 0.05%

최소값 311,802 61 0.01%

최대값 672,167 446 0.09%

투자기관 평균(5) 1,500,856 140 0.01%

최소값 148,075 62 0.01%

최대값 4,554,689 292 0.04%

출연기관 평균(9) 67,122 12 0.02%

최소값 2,637 0 0.00%

최대값 165,600 36 0.05%

서울시 전체 평균(40) 1,168,322 219 0.02%

최소값 2,637 0 0.00%

최대값 26,513,778 1,409 0.09%

[표 3-4] 자체감사기구 예산 현황
(단위: 백만 원)

  

14) 이러한 감사예산 비중의 차이를 기관유형별 자체감사업무의 중요성에 대한 직접적인 지표로 해석하기는 어려움. 이는 상대적으
로 사업예산 등 기관의 예산 규모가 높은 경우 또는 서울시 본청과 같은 대규모 예산 규모 비중 등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임. 
그럼에도 기관별 특성이나 자체감사업무 영역 등의 여러 이유로 예산 비중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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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부문 

자체감사기구 역할 분석

1_분석 개요

2_구조적 관점: 업무구조

3_내용적 관점: 감사활동

4_자체감사기구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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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ㅣ 서울시 공공부문 자체감사기구 역할 분석

1_분석 개요

1) 분석의 틀

◦ 지금까지 공공부문 자체감사의 역할 관련 분석틀을 도출하기 위해 국내외 감사기준 

및 자체감사 역량수준 등 관련 주요 내용을 살펴봄 

‐ 변화되는 환경 속에서 오늘날 공공부문 자체감사에 요구되는 역할은 과거와 

차이를 보이고 있음. 물론 이러한 역할과 기능은 자체감사기구가 지니고 있는 

현실적 여건이나 역량에 따라 차이가 있고 그에 따라 자체감사에 요구되는 역

할구조의 구성 체계도 차별적인 특징을 보임 

‐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각 자체감사기구가 지니고 있는 기본적 조직 및 업

무구조와 활동들이 지니고 있는 공통요소들을 도출함 

◦ 이러한 논의를 중심으로 제시된 주요 항목들을 구조적 관점과 내용적 관점에서  

재분류함으로써 자체감사의 역할에 대한 분석의 기본틀을 제시함

[그림 4-1] 서울시 공공부문 자체감사 역할 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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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구조적 관점에서는 자체감사기구와 관련된 규정이나 제도적 여건을 중심으

로 조직구조 내용을 살펴봄. 이를 위해 자체감사기구가 기관 내에서 지니고 있는 

지위와 권한, 감사기구장의 선임방식 등 자체감사의 독립성 관련 조직구조와 함

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제도 운영 현황 등 자체감사 감사역량모형(IA-CM)을 기

반으로 제시된 자체감사 역량수준 핵심요소들을 확인함

‐ 내용적 관점에서는 자체감사가 수행하는 주요 감사활동을 중심으로 자체감사

업무의 유형과 수행절차, 그리고 감사활동에 따른 성과 등 내용들을 살펴보고 

아울러 리스크 관리, 내부통제 등 조직목표와 연계된 자체감사의 기능 수행 

여부 수준을 점검함

구성 세부 내용

구조적 관점
(업무구조)

▪ 조직구조: 전담감사조직 설치 및 운영, 업무의 권한 및 자율성, 감사기구장
임용 및 신분보장 등(독립성) 

▪ 인력관리: 감사인 자격요건, 교육훈련 등(전문성)
▪ 협력관계: 외부감사와의 관계, 협력체계

내용적 관점
(업무활동)

▪ 감사유형: 합법성 감사, 성과감사, 일상감사
▪ 감사절차: 감사계획 수립․실시, 감사결과 처리 및 공개
▪ 감사활동: 징계․문책사유의 시효정지, 재심의 신청 등 

[표 4-1] 자체감사 분야별 분석 내용

2) 자체감사기구 감사활동 현황조사 

(1) 조사개요

◦ 조사명: 서울시 공공부문 자체감사기구 감사활동 현황조사

◦ 조사기간: 2017. 02. 15 ~ 02. 28

◦ 조사방법: 각 기관 자체감사기구 담당자별 조사표 작성을 통한 자료 취합

◦ 조사항목: 2015년 기준 자체감사기구 일반현황, 전문성 강화 노력, 감사실시 현황, 

감사결과 및 처리 현황 등 4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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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항목 현황 지표 수

일반현황

전담감사기구 여부 1

감사인력 현황 3

감사 예산편성 현황 2

전문성 강화 노력

감사계획 수립 여부 1

감사인의 근무경력 현황 2

감사기구장 개방형 임용 3

우수인력 유인 5

감사담당자 교육 이수 현황 6

감사담당자의 전문성 4

감사기법 및 방법 2

자체감사 기준 1

감사자문위원회 3

감사실시 현황

일상감사 실시 현황 3

감사사항 및 연인원 정도 10

감사절차 준수 2

관계기관 협조 정도 5

감사결과 및 처리 현황

재무조치 실적 2

신분조치 실적 6

개선요구 사항 및 모범사례 발굴 5

자체감사결과 미집행 현황 2

자체감사결과 공개 현황 5

[표 4-2] 자체감사기구 감사활동 현황조사 항목

(2) 조사대상

◦ 서울시 본청 감사위원회(1), 자치구 감사담당관(25), 투자기관 감사실(5), 출연기

관 감사실-팀(9) 등 총 40개 자체감사기구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함

‐ 전담 자체감사기구가 존재하지 않는 3개 기관(서울연구원, 서울장학재단, 여

성가족재단) 및 2015~2016년도 초반에 설립되어 2015년도 현황 및 실적자

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4개 기관(서울디지털재단, 50플러스재단, 평생교육진

흥원, 서울에너지공사)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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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구분 기관명
1 본청(1) 서울시
2

자치구
(25)

종로구청
3 중구청 
4 용산구청 
5 성동구청 
6 광진구청 
7 동대문구청 
8 중랑구청 
9 성북구청 
10 강북구청 
11 도봉구청 
12 노원구청 
13 은평구청 
14 서대문구청 
15 마포구청 
16 양천구청 
17 강서구청 
18 구로구청
19 금천구청 
20 영등포구청 
21 동작구청 
22 관악구청 
23 서초구청 
24 강남구청 
25 송파구청 
26 강동구청 
27

투자기관
(5)

서울메트로
28 도시철도공사
29 서울시시설관리공단 
30 서울주택도시공사
31 농수산식품공사 
32

출연기관
(9)

서울의료원 
33 서울신용보증재단
34 세종문화회관
35 서울문화재단
36 서울시복지재단
37 서울시립교향악단
38 서울시자원봉사센터
39 서울산업진흥원
40 서울디자인재단

[표 4-3] 현황조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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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체감사기구 종사자 인식조사 

(1) 조사개요

◦ 조사명: 자체감사활동에 대한 내부직원 인식 조사

◦ 조사기간 및 방법: 2017. 04. 25 ~ 05. 10 (온라인 설문조사)

◦ 조사대상: 서울시 본청,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소속 감사담당자

◦ 문항구성: 감사부서 업무환경 인식(13), 감사부서 감사활동 수준 인식(13), 감사부

서 내부통제 활동 수준 인식(17), 자체감사활동 문제점 및 개선방향(2) 등 4개 분

야에 대해 총 45문항을 질문함([부록 2] ‘자체감사활동 인식조사 설문지’ 참조)

구분 질문 문항수

감사부서 업무환경 인식(13)
주요업무 비중 7

감사부서 권한 6

감사부서 감사활동 수준 인식(13)
전문전 감사활동 수준 인식 9

감사부서 감사활동 효과 4

감사부서 내부통제 활동 수준 
인식(17)

내부통제 과정에서 감사부서 역할 6

내부통제 활동 수준 6

감사부서 내부통제 활동 인식 5

자체감사활동 문제점 및 
개선방향(2)

자체감사활동 문제점 1

자체감사활동 개선방향 1

[표 4-4] 자체감사활동 인식조사 문항 구성

(2) 응답자 특성

◦ 총 163건의 응답자 중 성별로는 남성(73.6%), 여성(26.4%)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30대(41.7%), 40대(35.6%), 50대 이상(21.5%), 20대(1.2%)로 30대가 가장 많았음

◦ 응답자를 소속 기관별로 구분하면 본청(9.8%), 자치구(58.3%), 투자기관(20.9%), 

출연기관(11.0%)으로 나타남

◦ 직급별로 구분하면 실무자가 78.5%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관리자

(11.0%), 감사(8.0%), 책임자(2.5%) 순으로 나타남

‐ 기관 근속기간은 최소 3개월에서 최대 33년이며, 감사부서 근속기간은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7년까지 다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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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례 수 비율(%)

성별
남성 120 73.6

여성 43 26.4

연령

20대 2 1.2

30대 68 41.7

40대 58 35.6

50대 이상 35 21.5

근무처

서울시 본청 16 9.8

자치구 95 58.3

투자기관 34 20.9

출연기관 18 11.0

직급
관리자급

감사 13 8.0

책임자(처실장) 4 2.5

관리자 18 11.0

소계 35 21.5

실무자급 실무자 128 78.5

합계 163 100.0

[표 4-5] 응답자 특성별 분류

◦ 소속기관 및 직급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응답기관 중 관리자급(주로 3급)의 응답 비

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출연기관(38.9%)이며, 실무자급(주로 7급~9급)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자치구(83.2%)임

구분 사례 수 비율(%)

본청

관리자급 6 37.5

실무자급 10 62.5

소계 16 100.0

자치구

관리자급 16 16.8

실무자급 79 83.2

소계 95 100.0

투자기관

관리자급 6 17.6

실무자급 28 82.4

소계 34 100.0

출연기관

관리자급 7 38.9

실무자급 11 61.1

소계 18 100.0

합계 163 100.0

[표 4-6] 응답자 기관별-직급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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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구조적 관점: 업무구조

1) 자체감사기구 독립성과 업무지원

(1) 자체감사기구 소속

◦ 서울시 공공부문 자체감사기구의 조직편제하에서의 소속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기

관 중 62.5%는 부기관장 직속으로, 22.5%는 기관장 직속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15.0%는 독립형태로 존재함

‐ 서울시 본청에서는 서울시장 직속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는 반면, 모

든 자치구의 자체감사기구는 부구청장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음

‐ 투자기관은 원칙적으로 규정상 기관의 의결기관 및 집행기관과 독립되어 감

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독립기구로 설치되어 있는 반면, 출연기관은 

대부분(서울신용보증재단 제외) 기관장 직속으로 감사기구를 두며, 일부 기관은 

경영본부 등 하부조직에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설치하고 있음

구분(기관수) 기관장 직속 부기관장 직속 독립

본청(1) 1
(100.0%) - -

자치구(25) - 25
(100.0%) -

투자기관(5) - - 5
(100.0%)

출연기관(9) 8
(88.9%) - 1

(11.1%)

서울시 전체(40, 합계) 9
(22.5%)

25
(62.5%)

6
(15.0%)

[표 4-7] 자체감사기구 소속

(2) 자체감사기구장 임용

◦ 이와 함께 서울시 자체감사기구의 감사기구장 임용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기관 중 

76.9%는 개방형으로, 23.1%는 임명직으로 감사기구장을 임명함

‐ 서울시 본청은 감사위원장(국장급)을 개방형으로 임명하고 있으며 자치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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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곳(성동구)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모두가 개방형으로 감사담당관을 임명

하고 있음 

‐ 한편 투자기관은 모든 기관이 개방형으로 감사를 임명하고 있는 반면 출연

기관은 분석대상 기관들 모두가 임명직(서울시장 임명, 유관기관과 협의-서

울시 공무원 파견 등)으로 감사를 임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감사기구장의 출신을 살펴보면 공모를 거친 개방형 대상자의 경우 해당기관 

출신 외에도 감사원, 경찰 출신이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 

으며, 그 외 서울시, 청와대, 타 지자체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비개방형  

임명직으로 선출되는 감사기구장의 경우 공인회계사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그 외 서울시 공무원, 변호사 순으로 나타남

구분(기관수)
임용 형태

개방형 임명직

본청(1)
1

(100.0%)
-

자치구(25)
24

(96.0%)
1

(4.0%)

투자기관(5)
5

(100.0%)
-

출연기관(9) -
9

(100.0%)

서울시 전체(40, 합계)
30

(75.0%)
10

(25.0%)

[표 4-8] 감사기구장 임용 현황

(3) 자체감사기구 업무환경

◦ 감사부서 업무환경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기관 내 업무권한 및 지위에 대한 만족

도는 높은 반면 인적 물적 지원에 대한 불만이 상대적으로 큼

‐ 전반적으로 자체감사기구 내부직원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기관 내에서 감사

부서장의 지위 및 권한(3.85)이나 감사부서 의견 수용(3.82)이 비교적 원활

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감사부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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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인력 배치(2.90)나 예산 배정(3.06), 그리고 관련 감사부서에 대한 인사 

및 평가 관련상 제도적 지원(감사수당, 평가가점 등)(2.65)에 대해서는 미흡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15)

구분(1)
부서장 
지위, 권한

감사부서 
의견 수용

기관장의 
관심

인력 배치 
충분성

예산 배정 
충분성

감사부서 
지원 충분성

평균 3.85 3.82 3.64 2.90 3.06 2.65

구분(2)
조직․문화(평균) 물리적 지원(평균)

3.77 2.87

[표 4-9] 감사부서 업무환경 응답 결과

    주: 응답자는 163명

◦ 이러한 감사부서 업무환경의 인식수준 결과를 기관별로 구분해보면, 투자․출연기관

에서 상대적으로 자체감사기구 업무환경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

‐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경우 직원들이 감사부서장이 지니고 있는 지위, 권한

(3.19)이나 기관장의 자체감사기구에 대한 관심(3.25)이 낮다고 인식한 반면, 

투자기관의 경우 이러한 자체감사기구의 업무환경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특히 부서장의 지위, 권한(4.06) 

이나 기관 전체적으로 감사부서의 의견 수용 부문(4.12)에서 감사부서가 지니고 

있는 영향력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음 

‐ 그러나 자체감사기구에 대한 인력 및 예산 지원 수준의 경우 대상기관 감사

부서 직원들 모두 미흡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이는 상대적으로 권한과 지위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하고 있는 투자출연기관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15) 이 인식조사 문항은 5점 척도로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로 
응답을 구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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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본청 자치구 투자기관 출연기관 합계

부서장 지위, 권한 3.19 3.91 4.06 3.78 3.85

감사부서 의견 수용 3.38 3.77 4.12 3.89 3.82

기관장의 관심 3.25 3.64 3.71 3.89 3.64

인력 배치 충분성 3.00 2.91 2.79 3.00 2.90

예산 배정 충분성 3.25 3.02 2.94 3.28 3.06

감사부서 지원 충분성 2.00 2.56 2.94 3.17 2.65

평균 3.01 3.30 3.43 3.50 3.32

[표 4-10] 감사부서 유형별 업무환경 응답 결과

2) 자체감사기구 전문성 제고 노력

(1) 교육훈련 

◦ 먼저 자체감사기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현황을 살펴보면 연 평균 교육 

인원은 22.1명, 평균 교육시간은 881.9시간으로 1인당 평균 교육시간이 40.0시간임

‐ 서울시 본청 자체감사기구는 1인당 평균 교육시간이 23.2시간으로 타 기관

들보다 상대적으로 교육훈련 비중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자치구 자체감사기구들은 1인당 평균 교육시간이 46.1시간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시간 동안 교육에 참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반면 자체감사기

구별 편차가 최소 11시간에서 최대 117.6시간으로 전반적으로 크게 나타남

‐ 투자기관도 자체감사기구 규모별로 1인당 평균 교육시간이 최소 10.2시간에

서 최대 51.5시간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며, 전체 평균은 43.6시간으로 

나타남. 이 밖에도 출연기관은 전반적으로 1인당 교육시간이 평균 15.5시간

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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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기관수) 교육인원 교육시간
1인당 평균
교육시간

본청(1) 177 4,107 23.2

자치구 평균(25) 23.2 1,071.1 46.1

최소값 20.0 219.0 11.0

최대값 31.0 2588.0 117.6

투자기관 평균(5) 18.7 813.5 43.6

최소값 6.0 61.0 10.2

최대값 35.0 1744.0 51.5

출연기관 평균(9) 3.7 56.9 15.5

최소값 1.0 16.0 5.4

최대값 9.0 156.0 52.0

서울시 전체 평균(40) 22.1 881.9 40.0

최소값 1.0 16.0 5.4

최대값 117.0 4107.0 117.6

[표 4-11] 교육훈련 현황

(2) 우수인력 유인 노력

◦ 다음으로 서울시 자체감사기구의 감사분야 우수인력 유인 제도 실시 현황을 살펴보면 

감사수당(70.0%) 제도 도입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그 외에 희망보직제(62.5%), 우

선적 인력선발권(50.0%) 등을 도입하고 있었음

‐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감사수당 외 다른 인력 유인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것

으로 확인된 반면16) 자치구 자체감사기구들은 상당수가 희망보직제(68%), 

우선인력선발권(64%)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전반적으로 감사업무에 우수인력

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상대적으로 제도적 혜택 비중이 낮은 출연기관과 달리 투자기관은 감

사업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가점부여(100%), 희망보직제

(100%) 등을 비롯한 제도들을 도입․운영하고 있음

16)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 감사위원회 개편 관련 공청회(’17.05.15)를 통해 감사전문요원(6급~7급)
을 공개채용하고 신규채용도 매년 5명 이상 정례화하여 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 장기 근속자에 대한 표창, 
국외훈련 확대 등을 통해 감사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음(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2017). 



04 서울시 공공부문 자체감사기구 역할 분석 / 41

구분(기관수) 
- ’15년 기준 -

가점
부여

별도
평가

희망
보직제

인력
선발권

감사
수당

본청(1) - - - -
1

(100.0%)

자치구(25)
4

(16.0%)
4

(16.0%)
17

(68.0%)
16

(64.0%)
21

(84.0%)

투자기관(5)
5

(100.0%)
1

(20.0%)
5

(100.0%)
4

(80.0%)
4

(80.0%)

출연기관(9) - -
3

(33.3%)
-

2
(22.2%)

서울시 전체(40, 평균)
9

(22.5%)
5

(12.5%)
25

(62.5%)
20

(50.0%)
28

(70.0%)

[표 4-12] 우수인력 유인 노력

(3) 감사매뉴얼 수립 및 활용

◦ 이와 함께 일부 자체감사기구들은 전문적 감사활동 수행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감사매뉴얼을 수립 및 활용함 

‐ 조사대상인 전체 40개 자체감사기구 중 42.5%가 자체적으로 감사매뉴얼을 

수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투자기관의 비중이 높은 반면 자치구나 출연기관

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또한 매뉴얼 대부분이 감사원의 감사매뉴얼에 기반하고 있으며 기관의 업무

특성에 맞게 보완․개편해서 활용하고 있는 기관들은 많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구분(기관수) 매뉴얼 보유 기관수

본청(1) 1 (100.0%)

자치구(25) 9 (36.0%)

투자기관(5) 4 (80.0%)

출연기관(9) 3 (33.3%)

서울시 전체(40, 평균) 17 (42.5%)

[표 4-13] 감사매뉴얼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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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협력체계 구축 활동

(1) 외부전문가 활용

◦ 서울시 자체감사기구들은 상대적으로 한정된 조직 및 인력 운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자체감사 업무과정에서 외부전문가를 활용하거나 타 기관들과의 협력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 먼저 외부전문가 활용과 관련하여 서울시 자체감사기구 중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활용한 기관은 전체 40개 기관 중 23개(57.5%)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실지감사   

수행 과정에서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는 기관은 15개(37.5%), 평균 활

용 인원은 7.7명 수준으로 나타남

‐ 서울시 본청 자체감사기구는 외부전문가 활용에 매우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

났는데 감사수행 관련 자문 외에도 현장 시설점검, 모니터링 등 다양한 분

야에서 전문가들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활용인력(연평균 35

명)도 다른 기관들에 비해 매우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자치구 자체감사기구는 전체 기관 중 16개 기관(64.0%)이 감사업무 관련 

자문을 위해 외부전문가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에서 실지

감사업무에 전문가를 활용하고 있는 자체감사기구는 10개(40%)로 확인됨

‐ 투자기관은 전체 기관 중 80.0%가 전문가 자문활용 및 실지감사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인원수는 평균 2.3명으로 많지 않음

‐ 출연기관은 이러한 전문가 활용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22.2%)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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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기관수)
- ’15년 기준 -

외부전문가
자문활용 기관수

외부전문가 
차출 기관수

연평균
차출 인원

본청(1)
1

(100.0%)
1

(100.0%)
35

자치구(25)
16

(64.0%)
10

(40.0%)
6.6

투자기관(5)
4

(80.0%)
4

(80.0%)
2.3

출연기관(9)
2

(22.2%)
- -

서울시 전체(40, 평균)
23

(57.5%)
15

(37.5%)
7.7

[표 4-14] 전문가 차출 및 외부전문가 자문 여부

(2) 관계기관 협력 

◦ 서울시 자체감사기구들은 외부감사기관인 감사원을 비롯하여 상급행정기관이나 

업무특성이 유사한 기관들과의 협력활동을 수행함

‐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유관기관들과 협력관계를 구축한 자체감사기구는 22개로 

55.5%에 해당하며 그중에서 감사인력 지원을 한 자체감사기구는 16개로 전

체의 40.0%, 그 외 감사 관련 업무를 지원해 준 감사기구는 11개로 27.5%

를 차지함. 이 중 출연기관은 실질적인 인력이나 감사지원 등 직접적인 협력

관계보다 감사업무 관련 자료(협조) 등을 중심으로 한 외부기관과의 협조관

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주요 협력대상의 경우 서울시 본청은 국가 최고감사기구인 감사원에 대한 

감사인력 및 감사지원 업무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반면, 자치구 자체감

사기구와 투자․출연기관 자체감사기구들은 서울시 본청 자체감사기구와의 협

력이 대부분을 차지함

‐ 이 외에 자치구 자체감사기구의 상호 간 협력감사나 국가 최고감사기구인 

감사원에 대한 감사지원 등을 중심으로 감사업무에 대한 협력관계가 이루어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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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기관수)
협력관계
존재

인력지원
기관수

감사지원
기관수지원

인력수
감사지원
건수

본청(1)
1

(100.0%)
1

(100.0%)
8.0

1
(100.0%)

1.0

자치구(25)
13

(52.0%)
11

(44.0%)
6.1

6
(24.0%)

1.7

투자기관(5)
4

(80.0%)
4

(80.0%)
1.8

4
(80.0%)

1.8

출연기관(9)
4

(44.4%)
- - - -

서울시 전체
(40, 평균)

22
(55.5%)

16
(40.0%)

5.1
11

(27.5%)
1.6

[표 4-15] 관계기관 협력 현황

3_내용적 관점: 감사활동

1) 자체감사 업무 범위 및 감사업무 인식

(1) 감사업무 유형

◦ 먼저 서울시 자체감사기구에서 수행하고 있는 감사유형 및 시행현황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재무감사 및 성과감사의 비중이 낮음

‐ 서울시 본청 자체감사기구의 경우 별도로 재무감사를 수행하지 않고 종합 

감사(10.5%)에서 재무부문을 포괄적으로 감사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주로 특정 현안 정책이나 업무, 사업들을 중심으로 수행하는 특

정감사의 비중(76.3%)이 다른 자체감사기구들보다 매우 높은 수준을 보임

‐ 반면 자치구 자체감사기구의 경우 종합감사(31.6%), 특정감사(34.3%), 복

무감사(27.7%) 등의 시행 비중이 비교적 골고루 나타났으며 역시 재무 및 

성과감사 비중은 낮게 나타남

‐ 투자기관의 경우 복무감사(46.9%)와 특정감사(39.5%)의 시행 비중이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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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고 있는 반면, 출연기관의 경우 종합감사(35.1%)의 비중이 상대적으

로 높게 나타남

◦ 이와 함께 일상감사17) 건수를 중심으로 업무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시 자체감사기

구 감사인력의 1인당 평균 일상감사 실시 건수가 15.7건이며, 감사 실시 건수 대비 

의견제시율은 49.0%로 나타남

‐ 서울시 본청 감사위원회의 경우 1인당 일상감사 실시 건수가 1.4건으로 많지 

않으나, 의견제시율(94.5%) 및 의견반영률(99.5%)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 실질적으로 일상감사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4-2] 감사종류별 시행 현황

‐ 투자기관-출연기관 자체감사기구들의 경우 평균 1인당 일상감사 실시 건수

가 서울시 본청 및 자치구 자체감사기구들보다 많은 반면, 일상감사를 통한 

의견제시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일상감사가 점검 및 검토 절차 이전

에 일상적인 업무절차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판단됨

17) 일상감사는 기관의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등에 대하여 집행부서와 독립된 감사부서에서 최종결재자의 결재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사전·예방적 감사업무로 감사유형에서 제시되지는 않았으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주요한 자체감사기구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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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기관수)
일상감사
실시 건수

의견제시
건수

1인당
실시 건수

의견
제시율(%)

의견
반영률(%)

본청(1) 217.0 205.0 1.4 94.5 99.5

자치구 평균(25) 281.7 195.6 12.2 69.4 99.9

최소값 10.0 0.0 0.5 0.0 83.3

최대값 887.0 709.0 40.3 100.0 100.0

투자기관 평균(5) 834.4 269.4 40.1 32.3 99.9

최소값 376.0 73.0 26.1 12.4 99.3

최대값 1,189.0 546.0 66.1 60.6 100.0

출연기관 평균(9) 221.0 14.9 90.4 6.7 96.3

최소값 2.0 0.0 0.7 0.0 72.7

최대값 1,315.0 36.0 657.5 244.4 100.0

서울시 전체 평균(40) 335.5 164.4 15.7 49.0 99.8

최소값 2.0 0.0 0.5 0.0 72.7

최대값 1,315.0 709.0 657.5 244.4 100.0

[표 4-16] 일상감사 실시 건수, 의견제시 건수

(2) 자체감사기구 업무 비중(인식조사 결과)

◦ 이러한 감사업무 활동과 관련하여 실제 자체감사기구 직원들에게 업무빈도 및 부담 

정도를 감안한 업무 비중을 조사한 결과 감사업무 외 활동 비중도 상당부문 나타남

‐ 주요 업무 비중과 관련해서 실지감사업무 및 일상감사업무 등 감사업무가 

43.7%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감사 외 조사 및 사정업무, 부패방지업

무 등은 35.8%로 나타남

‐ 그러나 이러한 전담감사기구로서의 감사활동 업무 외에도 각종 상급기관 관

련 지원업무 비중이 약 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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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1)
실지감사 
업무

일상감사 
업무

조사 및 
사정업무

부패방지 
업무

점검, 평가 
컨설팅

관련 지원 
업무

기타 업무

평균 27.9% 15.8% 14.5% 13.5% 7.8% 9.4% 11.1%

최소값 0 0 0 0 0 0 0

최대값 70 70 50 65 50 35 60

구분(2)
감사업무 감사 외 업무 기타 지원업무

43.7% 35.8% 20.5%

[표 4-17] 자체감사기구 업무 비중

    주: 극단치를 제외한 응답자는 147명

◦ 이를 소속기관 특성별로 살펴보면 서울시 본청의 감사업무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출연기관의 감사업무 비중이 낮은 것으로 조사됨

‐ 소속기관별로 살펴보면 서울시 감사위원회 직원들은 감사업무가 평균 

52.3%라고 응답하였으며 투자기관도 48.9%로 감사업무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반면 자치구와 출연기관의 감사업무 비중은 각각 41.7%, 

38.4%로 상대적으로 낮음

‐ 이에 반해 출연기관(21.7%)과 자치구(21.2%)의 자체감사기구 직원들은 서

울시 및 투자기관보다 상대적으로 기타 지원업무 비중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음

◦ 이들 업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실지감사업무의 비중은 본청이 42.3%로 타 기관

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일상감사업무의 비중은 투자기관이 24.8%로 본청 및 

자치구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일상감사업무의 특성은 앞서 투자․출연기관의 1인당 일상감사 실시 건

수가 본청 및 자치구보다 많게 나타난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자체감사업무의 주요한 활동으로 일상감사 방식에 초점을 두는 투자출연기

관의 업무방식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즉, 서울시와 자치구 등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구는 감사업무 활동방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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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실지감사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투자출연기관 자

체감사는 일종의 업무절차 중 하나로 사전검토 단계 중심의 일상감사를 중

심으로 업무배분이 이루어진 것과 밀접히 연관됨

[그림 4-3] 자체감사기구 업무 비중 응답 결과

(3) 감사업무의 역할에 대한 인식(인식조사 결과)

◦ 현재 자체감사기구가 수행하고 있는 감사업무의 역할을 ‘내부통제 활동 적절성 

점검 역할’, ‘비효율성에 대한 적시적발 및 개선 역할’ 그리고 ‘문제에 대한 사전 

확인․예방 역할’로 구분하고 각 감사업무 역할의 중요성과 현재 수행 수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함

◦ 응답 결과 ‘문제 발생위험 사전 확인․예방’ 역할로서 감사업무의 중요성, 즉 필요성

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내부통제 활동 적절성 점검의 

역할은 낮게 나타남

‐ 현재 서울시 공공부문 자체감사기구 직원들의 경우 자체감사가 수행하는  

감사업무의 역할은 사전예방이나 문제를 즉각 적발하고 개선하는 데 초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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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내부통제 활동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점

검활동으로서의 역할에는 인식이 낮음 

[그림 4-4] 감사업무 역할에 대한 중요도 및 현재수준 응답 결과

◦ 소속기관별로 자체감사업무의 역할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공통

적으로 ‘문제발생위험에 대한 사전예방’ 역할이 자체감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로 

인식되는 등 상대적 차별성이 두드러지지 않음

‐ 서울시 감사위원회를 비롯한 대부분의 자체감사기구 직원들은 ‘내부통제 활동 

적절성 점검’과 관련된 역할보다 상대적으로 ‘비효율성에 대한 적시적발’ 활

동을 감사업무의 핵심기능으로 인식하고 있어 일상적 업무를 감시하고 적발

하는 부분을 자체감사의 핵심기능으로 인식하는 경향성을 보임

‐ 이에 반해 실제 이러한 감사활동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수준과 관련해서 

기관별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음. 모든 기관 종사자들이 사전예방 역할을 

현재의 감사업무가 가장 잘 수행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서울시와 자치구 

등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구 직원들은 여전히 비효율성에 대한 적시적발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상대적으로 투자출연기관 

자체감사기구 직원들은 내부통제 활동에 대한 적절성을 점검하는 역할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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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현재수준이 가장 낮다고 응답하고 있음

‐ 이러한 결과는 기관별 차이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해석하는 데 어려

움이 있으나 오히려 상대적으로 감사업무활동이 적발 및 개선에 더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직원들의 인식이 일정수준 반영되어 있다고 판

단할 수 있음

감사활동 역할　 본청 자치구 투자기관 출연기관 합계

문제발생위험
사전예방

중요도 4.25 4.08 4.41 4.61 4.23

현재수준 4.06 3.98 4.06 4.44 4.06

비효율성
적시적발·개선

중요도 3.94 3.92 4.03 4.17 3.97

현재수준 3.31 3.56 4.00 4.06 3.68

내부통제 활동 
적절성 점검

중요도 3.50 3.63 3.82 4.00 3.70

현재수준 3.38 3.60 3.79 3.83 3.64

[표 4-18] 감사활동 역할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주: 응답자는 163명

2) 자체감사 단계별 역할과 수준 인식

(1) 감사계획 수립 및 실시

◦ 서울시 공공부문 자체감사기구에서 수행하고 있는 감사계획 현황을 살펴보면 예

외 없이 기본적으로 연간감사계획에 기반하여 감사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 이러한 연간 감사계획 대비 감사실시 이행률을 살펴보면 대부분 높은 이행률을 

보이고 있음. 이를 기관유형별로 보면 자치구와 투자기관은 각각 계획대비 

106.1%, 118.5% 등 계획보다 더 높은 이행률을 보이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

로 출연기관이 83.5%로 비교적 낮은 이행률을 보임

‐ 감사계획 대비 이행률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주로 사전계획에 없었

던 상급기관의 지침이나 정책 및 사업수립 방향에 따른 점검, 지도 등 감사

업무가 추가되는 경우가 다수이며, 이는 사전에 예측하기 힘든 기관유형에 따

른 특성이 일부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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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기관수) 감사계획 수립 기관수 감사계획 이행률(%)

본청(1) 1 (100.0%) 100.0

자치구(25) 25 (100.0%) 106.1

투자기관(5) 5 (100.0%) 118.5

출연기관(9) 9 (100.0%) 83.5

서울시 전체(40, 평균) 40 (100.0%) 102.7

[표 4-19] 감사계획 이행률

(2) 감사결과 처리 및 공개 

◦ 감사결과 공개실적의 경우 서울시 자체감사기구들의 공개율은 전체 평균 96.0%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이 중 감사결과를 모두 공개하는 기관이 전체 기관 중 

50.0% 수준으로 나타남

구분(기관수)
연간 처분 
요구 건수

연간 공개 
건수

감사결과
공개율(%)

전체결과 공개 
기관수

(해당기관 중 %)

본청(1) 1,357.0 1,327.0 97.8 1 (100.0%)

자치구 평균(25) 277.8 276.0 99.4
12

(48.0%)
최소값 10.0 10.0 89.5

최대값 684.0 684.0 100.0

투자기관 평균(5) 274.0 206.5 75.4
3

(60.0%)
최소값 82.0 80.0 33.8

최대값 405.0 380.0 100.0

출연기관 평균(9) 16.0 15.6 97.3
4

(44.4%)
최소값 1.0 1.0 76.9

최대값 55.0 55.0 100.0

서울시 전체 평균(40) 254.5 244.2 96.0
20

(50.0%)
최소값 1.0 1.0 33.8

최대값 1,357.0 1,327.0 100.0

[표 4-20] 감사결과 공개율, 전체공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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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별로 살펴보면 서울시 본청 및 자치구는 공개율이 각각 97.8%와 

99.4%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특히 자치구의 경우 전체 25개 자치구 

중 48%에 해당하는 12개 자체감사기구가 감사결과 전체를 공개한다고 밝힘

‐ 출연기관의 경우 감사결과 평균 공개율이 97.3%로 높게 나타난 반면, 투자

기관의 경우 감사결과 평균 공개율이 평균 75.4%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임. 또한 감사결과를 전체 공개하는 기관의 경우 투자기관이 60%로 자치

구 및 출연기관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임

(3) 감사활동 단계별 수준 인식 

◦ 이러한 전반적인 감사활동 단계별 수준에 대해 감사기구 종사자들에게 질문한 

결과 ‘감사결과 공개 등 투명성 노력’과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사후점검’ 등 

결과처리 단계 수준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인식한 반면, ‘중장기 전략 수립’ 및 

‘연간감사계획 수립’ 등 계획단계에 대한 만족도 수준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인식함

‐ 세부적으로 보면 자체감사기구 직원들은 감사결과 처리단계인 ‘감사결과 공개 

규정 마련 등 투명성 노력(4.13)’,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반영 여부 사후점검

(4.09)’ 등과 관련한 업무활동 수준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반면, 계획

단계에서 ‘중장기 전략 수립 충실성(3.52)’ 및 실행단계에서 ‘타 감사기구 등 

외부와의 협력관계 구축(3.55)’ 등의 항목과 관련하여 현재 감사활동 수준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인식함

‐ 이러한 결과를 기관별 차이로 살펴보면 특히 계획단계에서 ‘중장기 전략 수

립 충실성’의 경우 모든 기관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으며, 

실행단계에서 ‘타 감사기구 등 외부와의 협력관계 구축’의 경우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은 비교적 감사활동에 대한 만족도 수준이 낮은 반면 서울시 

본청은 외부협력 관련 활동수준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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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단계
중장기 전략 
수립 충실성

연감감사계획 
수립 충실성

계획단계
평균

N 163 163 -

평균 3.52 3.92 3.72

실행단계
기관 특성에 
맞는 감사방법 
수립-시행

감사규정, 정책, 
절차 등 정기적 
검토/개정

보안통제 정책 
및 규정 
수립-시행 

타 감사기구 
등 외부와의 
협력관계 구축

실행단계
평균

N 163 163 163 163 -

평균 3.84 3.82 3.73 3.55 3.74

결과처리
단계

감사결과 처리 
공정성 제고 
노력 수행

감사결과 공개 
규정 마련 등 
투명성 노력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반영 
여부 사후점검

사후단계
평균

N 163 163 163 -

평균 3.89 4.13 4.09 4.04

[표 4-21] 감사활동 단계별 수준 응답 결과

(4) 내부통제 활동에서의 감사기구의 역할 

◦ 먼저 각 기관에서 현재 잘 수행되고 있는 내부통제 분야에 대한 질문과 관련하여 

(1, 2순위 응답 합계) 전체 응답자의 31.6%는 재무관리, 29.4%는 계약관리라고 

답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정보관리 및 인사관리에 대한 응답은 각각 10.7%와 

5.8%에 그침

‐ 이러한 결과는 기관별 차이에도 동일하게 나타났는데 내부통제 분야에서 재무

관리 및 계약관리가 현재 각 기관에서 가장 잘 수행되는 것으로 일관성 있게 

응답하였으며, 인사관리 및 정보관리에 대한 내부통제는 낮은 수준을 보임

전체응답 전략관리 정보관리 재무관리 계약관리 인사관리 합계

빈도 73 35 103 96 19 326

응답비중 22.4% 10.7% 31.6% 29.4% 5.8% 100.0%

[표 4-22] 기관에서 잘 수행하는 내부통제 분야 응답

         주: 응답자는 16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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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기관에서 잘 수행하는 내부통제 분야 응답

◦ 현재 감사부서가 수행하고 있는 내부통제 점검 활동의 수준에 대한 질문에 ‘일상

감사, 상시 모니터링 등 사전예방감사를 적절히 시행한다’는 응답(4.18)이 가장 높

게 나타났으며, ‘각 부서 의견을 적극 수렴, 검토하여 반영한다’는 응답(3.71)이 그 

뒤를 이음

‐ 이러한 인식결과는 기관별로 차이가 크지 않았는데 서울시 본청과 자치구, 

출연기관 등의 경우 상대적으로 각 부서들과의 협력적 관계를 주도하는 역

할(2.94)이 가장 취약하다고 인식한 반면, 투자기관의 경우 상대적으로 새로

운 법령, 규정이 기관업무나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나 영향력을 

점검하는 기능이 상대적으로 가장 취약하다고 인식함

‐ 그러나 전반적으로 현재 감사부서가 수행하는 내부통제 활동에 대해 주로 

일상감사를 중심으로 하는 사전예방기능이 가장 잘 수행되고 있다고 전반적

으로 인식함. 반면 각 부서의 업무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risk)를 주기적으로 

확인 모니터링 하고 이를 개선하는 활동이나 각 부서 간 관계를 협력적으로 

조정하여 사전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예방하려는 노력 등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인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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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새로운 법령, 
규정 영향 검토

일상-사전예방 
감사 수행

각 부서업무 
위험도 확인, 개선

주요 부서와의 
협력적 관계 주도

애로점 부서 
의견 반영

본청 3.44 3.75 3.13 2.94 3.56

자치구 3.53 4.14 3.55 3.46 3.74

투자기관 3.50 4.50 3.91 3.74 3.68

출연기관 3.72 4.22 3.72 3.39 3.78

평균 3.53 4.18 3.60 3.46 3.71

[표 4-23] 감사부서의 내부통제 활동 수준 응답

주: 응답자는 163명

◦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이들 감사부서의 내부통제 활동 중 가장 

잘 수행되지 않는 취약한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 결과 ‘주요 부서(기획, 인

사, 재무 등)와의 협력적 관계 주도’(29.1%)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하였으며, 

그다음에 ‘각 부서업무 위험도 모니터링 및 개선 제안’(23.4%) 순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기관유형과 상관없이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아

직까지 현재 서울시 공공부문 자체감사기구의 내부통제 활동에 대한 역할 

이 일상감사를 중심으로 한 사전업무 검토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등 초기 

감사활동 수준을 보여주고 있음

전체응답
새로운 법령, 
규정 영향 검토

일상-사전예방
감사 수행

각 부서업무 
위험도 확인, 개선

주요 부서와의 
협력적 관계 주도

애로점 
부서의견 반영

합계

빈도 59 15 62 77 52 265

응답비중 22.3% 5.7% 23.4% 29.1% 19.6% 100.0%

기관별
분류

새로운 법령, 
규정 영향 검토

일상-사전예방
감사 수행

각 부서업무 
위험도 확인, 개선

주요 부서와의 
협력적 관계 주도

애로점 
부서의견 반영

본청 7.7% 11.5% 30.8% 30.8% 19.2%

자치구 25.0% 5.3% 23.7% 28.3% 17.8%

투자기관 24.5% 5.7% 20.8% 26.4% 22.6%

출연기관 17.6% 2.9% 20.6% 35.3% 23.5%

[표 4-24] 취약한 내부통제 활동 응답

주: 응답자는 16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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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체감사 시행 결과 및 성과

(1) 감사시행 횟수

◦ 서울시 자체감사기구의 자체감사 실시현황을 살펴보면 평균 감사시행 횟수는 14.2

회, 연간 총 감사 참여 인원은 936.8명이며 인원수 대비 감사횟수는 평균 0.015회 

수준으로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감사시행 횟수의 경우 서울시 본청 감사위원회가 76건을 실시하여 가장 

많은 감사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원수 대비 감사횟수는 0.013회 수준

이었음. 반면 자치구 자체감사기구의 경우 자치구별로 감사시행 횟수의 편차가 

크게 나타남. 최소 5건에서 최대 27건으로 평균 13.2건의 감사를 수행하고 

있음

‐ 투자기관은 평균 16.2건의 감사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출연기관은 

평균 8.3건으로 기관유형별로 비교하면 가장 적은 감사시행 횟수를 보임 

구분(기관수) 감사시행 횟수(A) 감사참여 연인원(B) 인원수 대비 
감사횟수(A/B)

본청(1) 76.0 5,750.0 0.013

자치구 평균(25) 13.2 941.1 0.014

최소값 5.0 30.0 0.004

최대값 27.0 2,509.0 0.433

투자기관 평균(5) 16.2 1,062.8 0.015

최소값 10.0 51.0 0.006

최대값 22.0 2,211.0 0.393

출연기관 평균(9) 8.3 243.0 0.034

최소값 4.0 3.0 0.006

최대값 18.0 1,578.0 1.667

서울시 전체 평균(40) 14.2 936.8 0.015

최소값 4.0 3.0 0.004

최대값 76.0 5,750.0 1.667

[표 4-25] 감사시행 횟수 및 연인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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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무조치 실적

◦ 서울시 자체감사기구의 감사활동에 따른 주요 성과로 제시되는 재무조치, 신분조치, 

그리고 개선요구 실적 결과는 연도별 특성에 따른 편차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기관유형별 특성을 반영함

◦ 먼저 서울시 자체감사기구 감사활동에 따른 재무조치 건수는 평균 37.8건, 금액은 

240백만 원임

‐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경우 재무조치 건수는 137건이며 기관 전체 예산대비 

평균 0.021% 수준으로 재무조치를 실시하였음. 자치구 자체감사기구의 경

우에도 기관 전체예산 대비 평균 0.032% 수준으로 자체감사를 통한 재무

조치 성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

‐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자체감사기구의 경우 감사활동을 통한 재무조치 성과가 

기관 전체예산에 비해 다소 낮은 편임  

구분(기관수)
재무조치
건수

재무조치 
실적(백만 원)

기관 전체
예산(백만 원)

예산 대비 재무 
조치 비율(%)

본청(1) 137.0 5,685 26,513,778 0.021

자치구 평균(25) 52.4 144 444,145 0.032

최소값 0.0 0 311,802 0.000

최대값 250.0 1,218 672,167 0.334

투자기관 평균(5) 11.6 64 1,500,856 0.004

최소값 0.0 0 148,057 0.000

최대값 27.0 135 4,554,689 0.019

출연기관 평균(9) 0.6 1 64,555 0.001

최소값 0.0 0 2,637 0.000

최대값 2.0 6 165,600 0.004

서울시 전체 평균(40) 37.8 240 1,142,567 0.021

최소값 0.0 0 2,637 0.000

최대값 250.0 5,685 26,513,778 2.954

[표 4-26] 자체감사 재무조치 성과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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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분조치 실적

◦ 한편 서울시 자체감사기구 감사활동에 따른 신분상 조치 실적을 살펴보면 조치  

건수는 평균 62.2건, 조치인원수는 73.1명으로 나타나며, 인원수 기준 대부분이 주

의 등의 조치(94.5%)를 받았고 징계/문책 혹은 고발까지 간 경우는 전체의 4.1% 

수준임

‐ 서울시 본청 감사위원회의 경우 기관 전체인원(현원) 대비 신분조치 비율이 

2.8%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치구(6.5%)와 출연기관(4.6%)보다 다소 낮은 반

면 투자기관(1.7%)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임

‐ 신분조치의 경우 단순주의 등 경징계는 본청 및 자치구에서 비중이 높은 반면 

징계/문책, 고발 등 중징계는 출연기관과 투자기관에서 각각 17.5%와 19.0%

를 차지하는 등 상대적으로 더 높은 비중을 보임

구분(기관수)
-건수 기준-

고발(건)
징계/
문책(건)

주의 등
(건)

합계
(건)

본청(1) - 20.0
(31.3%)

44.0
(68.8%)

64.0
(100.0%)

자치구(25) 0.1
(0.1%)

1.2
(1.4%)

84.6
(98.4)

86.0
(100.0%)

투자기관(5) 0.2
(0.5%)

7.0
(17.2%)

33.4
(82.3%)

40.6
(100.0%)

출연기관(9) 0.8
(9.6%)

0.8
(9.6%)

6.6
(80.8%)

8.1
(100.0%)

서울시 전체(40, 평균) 0.3
(0.4%)

2.3
(3.7%)

59.6
(95.8%)

62.2
(100.0%)

구분(기관수)
-인원수 기준-

고발(명) 징계/
문책(명)

주의 등
(명)

합계
(명)

기관
전체현원

신분조치
비율(%)

본청(1) - 40.0
(8.5%)

429.0
(91.5%)

469.0
(100.0%) 16,788.0 2.8

자치구(25) 0.2
(0.2%)

1.3
(1.6%)

78.8
(98.1%)

80.3
(100.0%) 1,241.1 6.5

투자기관(5) 0.4
(0.6%)

11.8
(18.4%)

51.8
(80.9%)

64.0
(100.0%) 3,826.8 1.7

출연기관(9) 1.7
(11.9%)

0.8
(5.6%)

11.6
(82.5%)

14.0
(100.0%) 301.2 4.6

서울시 전체(40, 평균) 0.6
(0.8%)

3.5
(4.7%)

69.1
(94.5%)

73.1
(100.0%) 1,741.5 4.2

[표 4-27] 신분조치 실적 건수, 인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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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정조치 실적: 개선요구 및 모범사례 발굴

◦ 한편 감사결과의 일환이자 행정조치 성과로 인식되는 개선요구사항 실적을 살펴보면 

서울시 자체감사기구 전체 평균이 121.3건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에서 현지조치 실

적(39.3%)이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함

‐ 서울시 본청 감사위원회의 경우 전체 개선요구 실적은 총 1,174건으로 직원 

1인당 개선요구 실적은 7.8건임. 법령이나 규정 개정보다 주로 현지조치

(40.5%) 및 기타 제도개선(58.9%)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 기관특성상 자치구 자체감사기구는 법령 및 규정 제․개정 관련 개선요구 실적

(2.3%)이 존재하는 반면, 출연기관은 개선요구 실적이 대부분 현지조치(78.1%) 

중심으로 이루어짐

◦ 모범사례 발굴도 기관유형별로 다소 차이가 있는데, 자치구 및 투자기관의 자체감사

기구들은 각각 평균 15.1건과 10.8건으로 상대적으로 사례발굴에 적극적인 반면 

서울시 본청 감사위원회 및 출연기관은 각각 6.0건과 2.2건으로 적은 수준임

구분
(기관수)

합계

개선요구 실적
모범
사례
발굴

1인당
개선요구
실적

법령
제개정

자체
규정
제개정

기타
제도
개선

현지
조치

본청(1)
1,174.0
(100.0%)

-
6.0

(0.5%)
692.0

(58.9%)
476.0

(40.5%)
6.0 7.8

자치구(25)
91.0

(100.0%)
0.2

(0.2%)
2.4

(2.6%)
52.3

(57.5%)
36.2

(39.8%)
15.1 3.9

투자기관(5)
240.0

(100.0%)
-

5.6
(2.3%)

160.8
(67.0%)

73.6
(30.7%)

10.8 11.5

출연기관(9)
22.3

(100.0%)
-

0.1
(0.5%)

4.8
(21.4%)

17.4
(78.1%)

2.2 9.1

서울시 전체
(40, 평균)

121.3
(100.0%)

0.1
(0.1%)

2.4
(1.9%)

71.2
(58.7%)

47.7
(39.3%)

11.4 5.7

[표 4-28] 개선요구 및 모범사례 발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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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감사활동의 성과(인식조사 결과)

◦ 현 감사부서의 감사활동을 통한 성과, 즉 업무 효과성에 대해 질문한 결과 ‘기관의 

투명성 제고(비리/부패예방 등)’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기관의 자산손실 및 위험 예방’, ‘기관 미션 및 목표달성에 기여’ 등의 순임

‐ 기관별 차이를 살펴보면 서울시 본청은 감사를 통해 ‘실제 사업의 효율성이나 

성과 개선’ 등 사업개선 효과가 나타났다고 보는 반면, 자치구를 비롯한 투자․
출연기관 자체감사기구는 사업 효율성 부문보다 사업수행을 위한 ‘사전적 

위험예방이나 업무개선’이 자체감사기구 감사활동의 주요 성과라고 인식함

감사활동 성과
기관 목표달성 
기여

사업 효율성 및 
성과 개선

투명성 제고
위험 예방, 
업무개선

본청 3.75 3.94 4.13 3.81

자치구 3.81 3.74 4.02 3.84

투자기관 4.12 4.06 4.29 4.21

출연기관 3.83 3.78 4.22 3.89

평균 3.87 3.83 4.11 3.92

[표 4-29] 감사활동 성과에 대한 응답 결과

          주: 응답자는 163명

[그림 4-6] 감사활동 성과 응답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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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_자체감사기구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자체감사활동 문제점

◦ ‘자체감사활동이 지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한 질문에(1,2,3 순위 응답 합

계) 전체 응답자의 16.0%는 ‘감사부서 활동의 독립성 확보 어려움’이라 응답하였

으며, 14.1%는 ‘감사결과의 온전주의 관대화 경향’을, 13.5%는 ‘인원 및 예산 부

족’을 가장 큰 문제라고 응답함

문제점(1,2,3 순위 합계) 빈도 비중

기관 전용 매뉴얼 수립 37 7.6

사전예방 통제활동 30 6.1

감사부서 독립성 확보 78 16.0

인원 및 예산 66 13.5

감사직 기피 및 비선호 53 10.8

기타 업무의 과중 57 11.7

전문성 개선 미흡 58 11.9

감사 온정주의 69 14.1

관련 부서와의 소통 부족 41 8.4

합계 489 100.0

[표 4-30] 자체감사활동의 문제점에 대한 응답 결과 

◦ 기관별 자체감사활동의 문제점 인식을 살펴보면, 본청은 ‘감사직 직무기피 및 비선

호 현상’(22.9%)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응답한 반면, 자치구는 ‘순환보직 등에 

따른 감사온정주의’(16.8%)와 ‘감사부서 활동 및 의견조치의 독립성 확보 어려

움’(15.4%)이 가장 큰 문제라고 응답함

‐ 투자․출연기관은 순위의 차이가 있지만 ‘감사부서 활동 및 의견조치의 독립성 

확보 어려움’(투자기관: 18.6%, 출연기관: 16.7%)과 ‘감사부서의 인원 및 예

산 부족’(투자기관: 14.7%, 출연기관: 20.4%)을 문제점으로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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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자체감사활동의 문제점에 대한 기관별 응답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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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체감사활동 개선방안

◦ ‘자체감사활동 문제 개선을 위해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질문에

(1,2,3 순위 응답 합계) 전체 응답자의 18.2%는 ‘감사부서 위상, 권한 확대를 통

한 자율권(독립성) 확보’라고 응답하였으며, 16.2%는 ‘인사상 지원(근무평정 등) 

및 교육기회 확대 등 직무 매력도 확대’를, 16.0%는 ‘적정인력 및 충분한 예산 확

보’를 가장 필요한 조치라고 지적함

개선방안(1,2,3 순위 합계) 빈도 비중

매뉴얼 등 지침 지원 55 11.2

사전적 내부통제 활동으로 업무전환 27 5.5

감사부서의 자율성 확보 89 18.2

인력 및 예산 지원 78 16.0

인센티브 및 교육기회 확대 79 16.2

자체감사기구 간 역할 구분(단일감사체계) 31 6.3

관련 업무부서와 협력 강화 32 6.5

감사직렬제 강화(감사업무의 전문직화) 77 15.7

타 감사부서와 정기적 인사교류 21 4.3

합계 489 100.0

[표 4-31] 자체감사활동의 개선방안에 대한 응답 결과 

◦ 기관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먼저 본청의 경우 문제점에서 지적한 ‘기피부서로서

의 감사부서 이미지’ 탈피를 위한 ‘인사가점 및 평가수당 등 인센티브 및 교육기회 

확대’(27.1%)를 가장 필요한 조치로 뽑았으며, 자치구의 경우 문제점에서 지적한 

‘감사 온정주의’의 원인을 순환보직으로 판단하고 ‘감사직렬제 강화를 통한 감사업

무의 전문직화’(16.5%)와 ‘감사부서의 자율성 확보’(16.5%)를 가장 필요한 조치로 

꼽음

‐ 투자․출연기관의 경우에도 앞서 문제점으로 지적한 ‘감사부서 독립성 부족’ 

문제와 ‘인원 및 예산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감사부서 자율성 확보’(투자

기관: 22.5%, 출연기관: 20.6%) 및 ‘인력 및 예산 지원’(투자기관: 18.5%, 

출연기관: 20.4%)이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라고 응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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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자체감사활동 개선방안 기관별 응답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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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ㅣ 서울시 자체감사 역할 강화방안 제언

1_종합 및 시사점 

◦ 최근 공공부문 업무범위의 확대와 복잡성은 기관 내부업무에 대한 통제업무를 수행

하고 있는 자체감사에 더 많은 역할을 요구함

‐ 전통적 규제 중심의 외부감사가 지니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  

부문 내부의 자율적 점검 기제로서의 자체감사에 관심이 확대되는 것은 세

계적 추세임

◦ 그러나 현재 공공부문 자체감사를 바라보는 시선들은 대체로 적발 혹은 형식적 점검, 

내부에 대한 관용적 처분, 단기적 처방 등 부정적인 시각이 다수임

‐ 이는 현재의 자체감사 활동들이 외부감사와 역할의 차별성 없이 주로 절차나 

규정에 대한 점검을 강조하는 외형적 통제 혹은 합법성 감사 중심으로 이루

어져 왔기 때문임

‐ 업무행위의 현실관계와 전후 관계의 맥락 등에 대한 고려 없이 규정, 절차 

등 합규성만을 강조하는 기존 감사활동은 실질적으로 기관 내부의 창의적 

업무나 개선을 어렵게 만드는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에 직면함  

◦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 의식을 토대로 서울시 자체감사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한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서울시 공공부문 40개 자체감사기구를 대상으로 구조적·

내용적 관점에서 자체감사 조직제도 및 업무활동을 분석함

1) 구조적 관점

◦ 먼저 조직구조 부문에서는 서울시 공공부문 자체감사기구들의 업무 독립성 및 자율

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여전히 미흡함

‐ 전담 감사기구 설치 및 외부 개방직 감사 임용 등 형식적 기반의 경우 자체

감사에 대한 법제도에 따라 설치 운영되고 있는 등 서울시 자체감사 절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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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측면에서의 제도적 틀이 비교적 잘 갖추어지고 있음. 반면 현실적으로 

감사기관장의 소속 등 기관장과의 관계에서 감사기구가 독립적으로 견제 업

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취약하고, 예산 및 인력 확충 및 지원 또한 여

전히 미흡한 상황임

‐ 특히 자치구 등 개방직 감사 임명의 경우 외부 전문가 임용보다 현실적 여건 

등을 이유로 기관 내부 출신 인사 임용비율이 상당수 나타나고 있어 실질적

인 독립성 확보 등의 어려움이 존재함 

◦ 인력관리 부문에서는 전반적으로 서울시 공공부문 자체감사기구 직원들의 감사업무

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조직 내부의 노력이 상대적으로 충분하지 못함

‐ 감사 업무가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감시와 규제 등 네거티브한 성격으

로 인식되면서 우수인력 유인요인 확보에 제약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

타남. 특히 전문성 확보 노력이 대부분 감사수당, 희망보직제, 별도 평가 등 

인센티브 부여 관점의 단기적 지원에 초점을 맞춘 반면, 전문 직업군으로 성

장 가능성 등에 초점을 둔 교육훈련, 자격증 지원 등 실질적인 전문인력 양

성을 위한 기관 차원의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흡함

◦ 협력관계 부문에서는 주로 상급기관 감사나 업무에 대한 지원이나 협조 등 상하

관계 중심의 협력에 치우쳐 있음

‐ 공공부문 전체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관점에서 자체감사기구 간 관계는  

감사 역할의 분담과 협력체계의 구축이 전제되어야 함에도 여전히 현재 협력

은 상하관계를 토대로 한 지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질적으로 자체감

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나 지원 노력은 미흡한 상태임

‐ 또한 대부분의 자체감사기구가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외부전문가들을 자문으로 

활용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시민들이나 외부 전문가들을 직접적으로 감사

업무에 활용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음. 감사업무의 특성상 일부 제약이 

있을 수 있으나 전문성과 관련된 자체감사의 현실적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외부 전문인력의 활용방식 도입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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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적 관점

◦ 업무유형 및 절차 등 감사활동의 경우 일률적 적발 중심의 감사적 접근 외에도 

높은 감사 외 업무비중, 사전예방감사로서의 일상감사의 형식적인 운영 등이 지적됨 

‐ 현재 통제 중심의 자체감사 활동은 기관의 신뢰성과 책무성 확보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도 있으나 이것이 지나치게 강조될 경우 실제 업무 개선 효과 등

이 반감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음 

‐ 또한 중장기적 자원관리가 아닌 단년도 중심 재무관점의 자원관리, 조직 내

부에 잠재된 내재적 리스크보다 외형적 요건이나 절차에 초점을 둔 감사적 

접근 등은 기관의 목표달성을 위한 지원에 초점을 둔 자체감사의 새로운 역

할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내부통제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는 반면 이러한 기관 내부통제 과정에서의 

자체감사의 역할에 대해 명확한 합의나 추진활동은 미흡함 

‐ 자체감사기구 종사자들은 자체감사의 내부통제 활동에 대해 일상감사업무를 

통한 위험예방이나 업무 개선 등으로 제한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자체감사

기구가 주도적으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부서업무 전체를 모니터링하고 

주도적으로 협력관계를 마련하는 부문에서는 합의된 공감대가 부족함

2_자체감사 역할 강화를 위한 기본원칙

1) 서울시 자체감사 역할 강화를 위한 원칙과 방향 

◦ 현재 서울시 공공부문 자체감사는 기관 내부의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전반에 대한 

혁신적 주도권을 담당하기에는 현실적 역량수준이나 제도적 여건상 제약이 있음 

◦ 그럼에도 서울시 자체감사기구의 역할은 자체감사가 기존의 외부통제나 감시 중심

에 머무르기보다 기관의 목표달성을 위한 핵심 수단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원칙

과 방향성이 제시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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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공공부문 자체감사는 기관의 목표를 지원하기 위하여 업무에서 발생하는 오류 

및 비효율성을 점검하고 내재적 문제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전달하는 제어  

장치로서의 역할을 추진해야 함 

[그림 5-1] 자체감사 역할 및 기능의 새로운 원칙과 방향성

◦ 첫째, 조직구조 관점에서 자체감사기구의 실질적 업무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함

‐ 특히 독립성 혹은 견제자의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동시에 집행부

서가 수행한 과업에 대해 조직의 전략적 목표를 고려한 체계적이고 심도있

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외부감사에서 논의되는 소속의 독립성과 달리 내부감사는 원칙적으로 조직 

내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관장, 부기관장 등의 소속으로 설치되어 감

사업무를 수행함

‐ 따라서 기관운영에 필요한 정보와 부가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감사업무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함(허명순·차경엽, 2010). 이를 위해 감사기구의 

장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를 가질 수 있는 전담기구 체제나 투명성이 보

장되는 임용체계 등이 확보될 필요가 있음  

◦ 둘째, 인력관리 관점에서 자체감사기구의 전문역량이 강화되어야 함

‐ 자체감사기구의 경우 현실적으로 부서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모두 확보할 수

는 없음. 그러나 업무절차 및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와 관련해서

는 독립적 권한에 기반하여 체계적인 평가와 진단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역

량이 요구됨. 이를 위해 전문인력의 채용에서부터 감사업무가 지니고 있는 

전문성을 확대 강화할 수 있는 교육훈련 등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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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전문직위 혹은 직렬제의 정착은 자체감사 감사업무를 하나의 전문직

군으로 인식하게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음

◦ 셋째, 자체감사의 내부통제 지원기능이 체계적으로 확립되어야 함

‐ 현대적 의미에서 진화되고 있는 자체감사의 역할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 내부의 효율성을 평가하고 동시에 각종 경영활동에 대한 기록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최고의사결정자에게 보고함으로써 조직운영 개선에 대

한 적극적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음

‐ 따라서 내부감사는 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내부통제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고 

각 부서의 통제활동 준수 여부를 평가 점검하고 이러한 활동을 통해 향후 

중대한 리스크 및 내부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검토

해가는 기관의 핵심기능으로 자리잡아야 함

◦ 넷째, 자체감사를 둘러싼 이해관계자 및 감사기구들 간 협력과 소통이 더 강화되

어야 함

‐ 현재 감사원을 비롯한 상급 기관 지원을 위한 수동적 협력체계는 지양하고 

장기적으로 실질적이고 능동적인 상호교류가 필요한 시점임

‐ 감사기구 역량제고를 위한 실질적 협력방식에 대한 ‘서울형 자체감사기구 협

력체계 모형’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즉, 서울시를 둘러싼 환경적 여건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자체감사기구 간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권역별·유형별 공동교육 등과 인사교류의 확대, 자체

감사 업무활동과 관련된 협력감사, 교차감사, 그리고 시민들을 비롯한 외부 전문

인력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감사업무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를 추진해 

나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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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시 자체감사기구 간 역할관계 

◦ 서울시 자체감사기구의 역할 및 기능 개선을 위해서는 각 자체감사기구 간 역할관계 

구축이 필요함

‐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내부적으로 기관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에 대한 지원

자로서의 역할을, 그리고 자치구를 비롯한 서울시 주요 자체감사기구들에 

대해서는 감사활동의 조정자이자 서울시 전체 자체감사 업무에 대한 역할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함 

‐ 자치구 자체감사기구는 내부적으로 기관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지원자로서

의 역할을 수행하고, 외부적으로는 서울시 25개 자치구라는 공통요소를 바

탕으로 자체감사업무 전문성, 독립성 확보와 관련된 다양한 계획들을 구축

하여 상호 간 실질적 협력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 

‐ 투자출연기관 자체감사기구는 내부적으로 행정기관과 차별화된 공익성과 효

율성을 담보하기 위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의 지원자로서, 외부적으로는 자

체감사기구 간 협력과 함께 산하기관으로서 서울시 감사위원회와의 감사업

무에 대한 공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그림 5-2] 서울시 공공부문 자체감사기구별 역할관계



72 / 서울시 공공부문 자체감사기구의 역할 강화방안

3_자체감사기구 유형별 역할 강화방안

1) 서울시 감사위원회

◦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서울시 공공부문 자체감사기구 간 조정자(moderator)로서 

자체감사활동을 둘러싼 감사기구 간 업무 배분 및 조정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소통협력을 통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

◦ 먼저, 업무 독립성 확보와 관련하여 감사위원회의 기능 강화 방안 등을 마련될 필

요가 있음

‐ 장기적으로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권한 및 기능 강화를 위해서 감사위원장의 

직원 임면권한의 강화를 비롯하여 이를 위한 인력 및 조직, 예산 확대 방안

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전문역량 강화와 관련하여 감사인력계획 등 중장기적 접근방식이 요구됨

‐ 서울시를 둘러싼 감사직군으로서 자체감사와 관련된 중장기 인력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근거하여 기존 전문직위 확대 및 전문관 확충, 산하기관 자

체감사심사 제도 수립 및 활용방안 모색, 감사교육의 내실화 방안 등의 마

련이 필요함

◦ 내부통제 지원과 관련하여 서울시 공공부문 특성을 반영한 ‘서울시 공공부문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서울시 공공부문 전반에 걸쳐 어떠한 내부통제의 원칙과 절차를 마련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이러한 기준을 기반으로 

하여 분야별로 요구되는 내부통제 점검 체크리스트 등 다양한 통제활동에 

필요한 절차와 방안 등을 감사부서의 주요 업무로 수립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현재 감사부서 업무 중에서 투자출연기관 등 산하기관 업무

에 대한 감사를 해당 자체감사기구에 역할 분담하는 등 상대적으로 비중을 

줄이고 감사부서 업무방식을 사후적 적발 감사에서 평가, 모니터링 중심  

기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주기적 시설안전 등 점검과 관련해서는 기획 평가부서 내 안전분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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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수행 중인 시정 리스크 관리업무 등과 연계성을 강화하고 시민감

사단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예방적 업무 중심으로 감사활동의 다양

성을 확대해야 함

◦ 소통협력을 위해 시민참여, 서울시 감사관계관 회의 등 내실화를 추진해야 함

‐ 서울시 조직내부 이슈 외에도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 서울시 예산수행  

범위 안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

요가 있음

‐ 이를 위하여 서울시 감사관계관 회의를 감사업무 외에도 감사제도, 인사교

류, 전문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협력추진 체계로 확대 및 강화시키고 

자치구와 투자출연기관 자체감사기구와의 인사교류 구축도 확대해야 함 

부문 주요 내용

업무 독립성 
확보

▪ 감사위원회 기능 강화(감사위원장 임면규정 및 권한 확대)
▪ 기능 강화에 따른 인력, 조직, 예산 확대

전문역량 
강화

▪ 서울시 중장기 감사인력 관리운영계획 수립
▪ 산하기관 자체감사기구 감사활동 심사 개편(컨설팅 및 지원 중심)
▪ 감사교육 확대(적정 의무시간 준수제)
▪ 전문직위 전문관 채용 확대

내부통제 
지원

▪ 서울시 공공부문 내부통제기준 마련
▪ 주요업무 분야별 내부통제 점검 체크리스트 개발 및 보급
▪ 기존 안전부문 감사조직을 리스크 관리 전담부서 조직으로 재편하는 등

주기적 점검 및 모니터링 비중 강화
▪ 특정감사 비중의 점진적 축소 및 성과감사 비중의 확대

소통협력 
확대

▪ 서울시 감사관계관 회의 등 협업 기능 강화
▪ 인사교류 협업체계 구축 확대(감사직류제 등)
▪ 외부전문가, 시민참여감사 확대

[표 5-1] 서울시 감사위원회 역할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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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치구 자체감사기구

◦ 자치구 자체감사기구는 개별 자치구 감사업무에 대한 노력 수행과 동시에 서울시 

전체의 투명성, 효율성 제고를 위한 상호 간 협력관계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업무 독립성의 경우 우선적으로 개방직 감사에 대한 자격요건 강화 등 감사기구  

장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함 

‐ 실제 자치구 감사기구장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감사기구장의 자

격요건을 강화하고 내부 임용보다 외부 임용을 활용하거나 자치구 간 인사

교류 등을 통해 자치구 감사활동 수행에 대한 전문성이 검증된 인력을 확보

해야 함 

◦ 전문역량 강화의 경우 자체감사부서를 위한 교육지원계획 등의 다변화를 모색해야 함 

‐ 감사 관련 교육 내실화 및 자격증 취득 등 실무적 차원에서 감사업무를 전

문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제도지원 방안을 수립하고 기관 특성에 맞는 감사 

매뉴얼 수립, 감사부서 역량수준별 컨설팅 등 다양한 전문성 강화방안을 마

련해야 함

‐ 특히 자치구 감사부서 개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수립 한

계 등을 극복하기 위하여 타 자치구 등과의 권역별, 분야별 공동교육 수립 

등 자치구의 업무특성을 반영한 교육협력체계의 수립이 필요함

◦ 내부통제 지원과 관련하여 감사업무 관련 기능의 재조정이 필요함

‐ 서울시 행정업무 특성을 반영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핵심 

부서별 내부통제를 효과적으로 평가 및 모니터링 수행에 초점을 둔 업무  

기능 수립이 필요함

‐ 특히 기존의 법규나 규정 중심의 사후적 감사활동에서 벗어나 중장기적으로 

감사 업무 수행이 사전적인 업무수행의 예방점검 기능으로 전환될 수 있도

록 감사업무나 형태에 대한 비중을 조정해야 함  

◦ 소통협력을 위해 유관기관 간 감사업무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상호교류협력을 위한 감사공동협약 등을 체결하고 각 자치구에서 수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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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공통사무나 특정업무 등과 관련하여 협력감사, 교차감사 등을 확대 시

행하고 이를 통해 감사업무의 효율화 및 독립성을 확보함

‐ 이러한 협력기반의 감사업무 활동을 통해 누적된 감사사례 등을 기반으로 

하여 장기적으로 서울시 공공부문 자체감사 업무의 표준 매뉴얼 구축 및 사

례연구 공동연구 등을 통해 실질적 감사업무 활동의 역량을 강화해야 함

부문 주요 내용

업무 독립성 
확보

▪ 개방직 감사기구장 자격요건 강화
▪ 기능 강화에 따른 인력, 조직, 예산 확대

전문역량 
강화

▪ 감사교육 내실화(권역별 분야별 공동교육 등)
▪ 감사분야 자격증 취득 지원
▪ 감사부서 역량 수준별 컨설팅 추진
▪ 기관 특성에 맞는 자체감사매뉴얼 구축  

내부통제 
지원

▪ 기능분석 및 업무 재배치(기관 내부통제절차에 감사비중 강화)
▪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평가 및 모니터링 강화

소통협력 
확대

▪ 협력감사, 교차감사 등 유관기관 간 감사업무 협력 강화 

[표 5-2] 서울시 자치구 자체감사기구 역할강화 방안

3) 투자출연기관 자체감사기구

◦ 투자출연기관 자체감사의 경우 행정기관이 지닌 전형적 감사활동의 틀에서 벗어나  

사업 수행 과정에서의 리스크 평가, 점검 등 감사를 강화하고 형식적 일상감사에 대한 

내실화 방안 등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 업무 독립성의 경우 적극적으로 전문성 높은 개방직 감사 확보를 위한 수단을 확

대하고 감사기구장의 실질적 권한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독립성을 지니고 있는 감사가 업무수행 과정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예방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내외부적으로 통제 

전반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해야 함

◦ 전문역량 강화와 관련하여 기관별 특성 및 자체감사부서 역량 수준에 따른 감사 

업무 및 역할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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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적으로 자체감사부서의 역량수준에 대한 진단 등을 통해 현 단계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와 향후 중장기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업무범위를 

구분하고 이에 따른 중장기 발전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내부통제 지원과 관련하여 감사업무 관련 기능 재조정이 필요함

‐ 일상감사 등 기존 사전 점검 절차를 내부통제 주요 절차로 포함시키는 등 

기관별 공공부문 내부통제 업무과정에 감사부서의 역할과 업무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관련 규정 등을 조정해야 함

‐ 또한 단일감사체계(single audit) 구축을 통해 서울시가 수행하는 감사업

무의 범위와 산하기관에서 수행하는 자체감사 업무 간 구분을 명확히 하

고 감사 중복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 등을 마련하여 감사업무의 위

상과 권한을 확대해야 함

◦ 소통협력을 위해 외부전문가의 활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주요 사업분야와 관련한 내외부 전문가 등을 감사업무에 적극 활용하고  

감사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시민들과의 소통 및 지속적인 감사활동에 대한 

피드백 및 견제를 실질화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함  

부문 주요 내용

업무 독립성 
확보

▪ 개방직 감사기구장의 자격요건 및 전문성 강화
▪ 감사업무 강화를 위한 권한 확대

전문역량 
강화

▪ 감사업무 및 권한 재조정
▪ 감사분야 교육확대 및 자격증 취득 지원
▪ 감사부서 역량 수준별 컨설팅 추진

내부통제 
지원

▪ 단일감사체계(Single Audit) 구축을 통한 서울시와 감사역할 조정
▪ 일상감사 의견제시 절차 및 권한 강화를 통한 실효성 확보

소통협력 
확대

▪ 감사자문위원회의 운영 강화를 통한 투명성 및 시민소통 강화

[표 5-3]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자체감사기구의 역할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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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_서울시 자체감사기구 주요 현황

1) 서울특별시: 본청

< 자체감사기구 현황 >

기관 
기본현황

조직(실국, 개) 총원(명) 예산(세출, 백만 원)

1실 8본부 8국 16,788 26,513,778

감사기구 
기본현황

기구명칭 소속 조직(과팀)

감사위원회 기관장 3담당관

현원/정원(명) 예산(백만 원) 기구장 임용형태

118 / 119 1,329 개방직

< 주요 업무분장 >

감사담당관
- 감사위원회 운영 및 회의 지원, 감사종합계획 수립·조정 및 감사,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수립·추진 및 공직기강 확립, 시비보조단체 및 보조사업 감사

안전감사담당관
- 재해·재난대책 및 도시시설물 감사, 안전 감사 옴부즈만 운영, 일상·사전
컨설팅감사, 산하기관 지도, 하도급 관련 조사 및 부조리신고센터 운영

조사담당관
- 공직자 비리 및 주요사건 조사처리, 시정 주요 시책사업 확인·점검, 
공익제보센터 및 클린신고센터 운영,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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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치구: 종로구청

< 자체감사기구 현황 >

기관 
기본현황

조직(실국, 개) 총원(명) 예산(세출, 백만 원)

5국 1단 1,190 323,505

감사기구 
기본현황

기구명칭 소속 조직(과팀)

감사담당관 부기관장 5팀

현원/정원(명) 예산(백만 원) 기구장 임용형태

24 / 26 225 개방직

< 주요 업무분장 >

감사팀 - 청렴시책평가, 감사계획, 공직기강, 공직자 재산등록 

조사팀 - 감찰, 외부기관 통보, 특별환경순찰단 운영

민원관리팀 - 민원처리 실태점검, 리콜민원통계, 인터넷 민원처리 

도시비우기팀 - 도시비우기 사업 추진 및 실무협의회 운영

직소민원실 - 직소민원 업무처리

3) 자치구: 중구청

< 자체감사기구 현황 >

기관 
기본현황

조직(실국, 개) 총원(명) 예산(세출, 백만 원)

5국 1,211 335,692

감사기구 
기본현황

기구명칭 소속 조직(과팀)

감사담당관 부기관장 5팀

현원/정원(명) 예산(백만 원) 기구장 임용형태

21 / 21 191 개방직

< 주요 업무분장 >

감사팀 - 청렴시책평가, 감사계획, 청탁금지법 관련업무, 감사업무 총괄

조사팀 - 공직기강 업무, 동향보고 공익신고

민원관리팀 - 민원처리 실태점검, 고충민원 처리, 국가인권위원회 업무 

기술심사팀 - 기술심사 및 계약심사 업무(공사 용역, 물품학술용역 등), 일상감사업무

직소민원팀 - 직소민원 업무처리, 인터넷 민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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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치구: 용산구청

< 자체감사기구 현황 >

기관 
기본현황

조직(실국, 개) 총원(명) 예산(세출, 백만 원)
5국 1,271 331,300

감사기구 
기본현황

기구명칭 소속 조직(과팀)

감사담당관 부기관장 5팀
현원/정원(명) 예산(백만 원) 기구장 임용형태

25 / 26 201 개방직

< 주요 업무분장 >

감사팀 - 상시감사, 일상경비 및 세입현금관리, 간부 및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조사팀
- 공직자재산등록 및 윤리위원회 운영, 외부기관 통보사항 처리(수사기관), 
조사계획 수립 및 조사

직소민원팀 - 방문 및 전화 민원관리

환경순찰팀 - 기획순찰 및 환경순찰 실태 점검

계약심사팀 - 계약원가심사 계획수립, 계약원가심사 및 원가관리시스템 운영 총괄

5) 자치구: 성동구청

< 자체감사기구 현황 >

기관 
기본현황

조직(실국, 개) 총원(명) 예산(세출, 백만 원)
5국 1단 1,340 364,222

감사기구 
기본현황

기구명칭 소속 조직(과팀)

감사담당관 부기관장 5팀
현원/정원(명) 예산(백만 원) 기구장 임용형태

22 / 24 174 임명직

< 주요 업무분장 >

감사팀
- 감사활동 및 각종 청렴시책 추진, 공직기강 확립 업무, 주요업무 평가, 일상감사, 
계약심사업무

조사팀 - 클린신고센터 운영, 비위공무원 조사

인권팀 - 구청장과 대화의 날 운영, 인권 보장 및 증진 업무, 새올상담민원 처리

안전순찰팀 - 찾아가는 현장 구청장실 운영, 환경순찰, 응답소 민원 처리

구민고층민원실 - 구청장에게 바란다 업무, 고충민원 조사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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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치구: 광진구청

< 자체감사기구 현황 >

기관 
기본현황

조직(실국, 개) 총원(명) 예산(세출, 백만 원)

5국 1단 1,080 355,543

감사기구 
기본현황

기구명칭 소속 조직(과팀)

감사담당관 부기관장 4팀

현원/정원(명) 예산(백만 원) 기구장 임용형태

21 / 22 181 개방직

< 주요 업무분장 >

감사팀
- 감사종합계획, 특명사항·감사원 등 외부기관 관련업무 처리, 감사제도(법령, 
조례규칙 등)·클린감사방·공공감사정보시스템 운영, 공직기강 점검

조사순찰팀
- 청렴조사 및 구청장 특명사항 조사 및 처리, 청렴업무 관련 조사 및 청렴 
해피콜 업무

일상감사팀 -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인권업무 전반, 부패영향 평가

직소민원팀 - 구청장 지시사항 및 민원관리 추진, 인터넷·서울시 원클릭 민원관리

7) 자치구: 동대문구청

< 자체감사기구 현황 >

기관 
기본현황

조직(실국, 개) 총원(명) 예산(세출, 백만 원)
5국 1단 1,336 457,133

감사기구 
기본현황

기구명칭 소속 조직(과팀)

감사담당관 부기관장 5팀
현원/정원(명) 예산(백만 원) 기구장 임용형태

24 / 25 220 개방직

< 주요 업무분장 >

감사팀
- 자체감사 및 부패방지 종합계획수립 및 시행, 공무원 기강확립 및 청렴 업무, 
일상감사, 외부기관 감사

민원조사팀 - 수사기관 통보사항 처리, 공직자 재산등록 및 윤리위원회 운영

계약심사팀 - 주요업무 평가, 계약심사에 관한 업무

청렴팀 - 국민권익위원회, 반부패·청렴시책 수립 추진,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

환경순찰팀 - 시기별 종합대책 및 안전 점검 실시, 주민참여 환경순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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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치구: 중랑구청

< 자체감사기구 현황 >

기관 
기본현황

조직(실국, 개) 총원(명) 예산(세출, 백만 원)

5국 1,205 466,766

감사기구 
기본현황

기구명칭 소속 조직(과팀)

감사담당관 부기관장 3팀

현원/정원(명) 예산(백만 원) 기구장 임용형태

24 / 20 197 개방직

< 주요 업무분장 >

감사팀 - 연간감사계획, 자체감사, 감사원 관련 업무, 주요업무계획, 부패방지 시책 총괄

조사팀 - 특별조사, 복무감찰, 일상감사, 재산등록, 기동대 운영

민원관리팀 - 응답소 종합운영 및 관리, 고충민원, 친절도 점검

9) 자치구: 성북구청

< 자체감사기구 현황 >

기관 
기본현황

조직(실국, 개) 총원(명) 예산(세출, 백만 원)

5국 1단 1,408 478,443

감사기구 
기본현황

기구명칭 소속 조직(과팀)

감사담당관 부기관장 3팀 1센터

현원/정원(명) 예산(백만 원) 기구장 임용형태

23 / 24 422 개방직

< 주요 업무분장 >

감사팀
- 청렴시책추진, 자체감사업무, 일상감사, 계약심사(물품), 하도급, 자체감사업무, 
서울시 감사, 자율적 내부통제

민원조사팀 - 구청장 직소민원실 관리, 고충민원 , 재산등록 등

환경순찰팀 - 현장민원, 환경순찰, 시민불편살핌 등

인권센터 - 인권위원회, 재개발인권영향평가, 공무원인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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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자치구: 강북구청

< 자체감사기구 현황 >

기관 
기본현황

조직(실국, 개) 총원(명) 예산(세출, 백만 원)
5국 1,116 410,041

감사기구 
기본현황

기구명칭 소속 조직(과팀)

감사담당관 부기관장 4팀
현원/정원(명) 예산(백만 원) 기구장 임용형태

22 / 23 167 개방직

< 주요 업무분장 >

감사팀
-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운영, 청렴정책 추진, 행정감사(정기·수시·특정감사 등) 
및 일상감사, 공직기강 업무

민원조사팀 - 고충민원 등 민원사항 처리, 민원심의위원회 운영,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계약심사팀 - 품질관리 적정성 및 예산절감, 시설공사 사전점검제 운영

환경순찰팀 - 응답소 현장민원 상시모니터링 관리, 기획순찰제 운영 및 환경순찰 운영

11) 자치구: 도봉구청

< 자체감사기구 현황 >

기관 
기본현황

조직(실국, 개) 총원(명) 예산(세출, 백만 원)

5국 1단 1,159 436,368

감사기구 
기본현황

기구명칭 소속 조직(과팀)

감사담당관 부기관장 4팀

현원/정원(명) 예산(백만 원) 기구장 임용형태

21 / 22 268 개방직

< 주요 업무분장 >

감사팀 - 종합·일상감사, 공직기강 확립, 주민감사, 감사원 업무, 계약심사

민원조사팀 - 특명사항 조사, 공직자 재산등록, 각종 고충민원 및 집단민원 처리

청렴인권팀 - 청렴종합대책 및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공무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처리

일사천리팀 - 기획·일상순찰, 휴일 기동반 운영, 응답소 현장민원, 재난(수방·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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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자치구: 노원구청

< 자체감사기구 현황 >

기관 
기본현황

조직(실국, 개) 총원(명) 예산(세출, 백만 원)

5국 1,391 668,991

감사기구 
기본현황

기구명칭 소속 조직(과팀)

감사담당관 부기관장 4팀

현원/정원(명) 예산(백만 원) 기구장 임용형태

20 / 20 183 개방직

< 주요 업무분장 >

감사팀
- 자체감사 및 감사원, 서울시 외부감사, 공공감사정보시스템, 자율적 내부통제, 
일상감사 및 계약원가심사, 주요업무계획 수립

조사팀 -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직무감찰, 기획조사

민원서비스팀 - 고충민원, 집단민원, 전화.방문.인터넷 민원 처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인권청렴팀
- 인권정책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 수립, 인권위원회 운영, 인권교육 실시, 청렴시책 
수립 및 실시

13) 자치구: 은평구청

< 자체감사기구 현황 >

기관 
기본현황

조직(실국, 개) 총원(명) 예산(세출, 백만 원)
5국 1,271 540,000

감사기구 
기본현황

기구명칭 소속 조직(과팀)

감사담당관 부기관장 5팀 1센터
현원/정원(명) 예산(백만원) 기구장 임용형태

25 / 25 273 개방직

< 주요 업무분장 >

감사청렴팀
- 종합감사계획 및 결과조치 사항, 청렴도 향상 수립 및 추진, 과 서무, 인사관리, 
예산회계

조사팀 - 특명사항 및 주요 시책사업 조사, 공직자윤리위원회운영
민원순찰팀 - 환경순찰 종합계획 수립, 응답소 현장민원 모니터링 및 평가
기술감사팀 - 분야별 감사계획 수립 및 계약심사
구청장민원팀 - 갈등분쟁조정협의회 운영
인권센터 - 인권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시행, 인권침해 상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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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자치구: 서대문구청

< 자체감사기구 현황 >

기관 
기본현황

조직(실국, 개) 총원(명) 예산(세출, 백만 원)
5국 1,256 392,412

감사기구 
기본현황

기구명칭 소속 조직(과팀)

감사담당관 부기관장 4팀
현원/정원(명) 예산(백만 원) 기구장 임용형태

21 / 22 171 개방직

< 주요 업무분장 >

감사팀
- 자체감사 및 감사원·서울시 외부감사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감사정보시스템, 
청렴시책평가, 주요업무계획 수립

기술감사팀
- 안전건설분야 감사, 일상감사, 공사·용역 등 계약심사, 청렴교육 및 부패영향평가, 
간부직 청렴도 운영

조사팀 -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공직기강 확립, 공익제보 처리

민원조사팀 - 기획·환경순찰, 민원지도시스템 관리, 서면민원 및 응답소 민원처리, 옴브즈만 운영

15) 자치구: 마포구청

< 자체감사기구 현황 >

기관 
기본현황

조직(실국, 개) 총원(명) 예산(세출, 백만 원)

5국 1단 1,386 498,354

감사기구 
기본현황

기구명칭 소속 조직(과팀)

감사담당관 부기관장 5팀

현원/정원(명) 예산(백만 원) 기구장 임용형태

23 / 24 216 개방직

< 주요 업무분장 >

감사팀 - 종합감사, 공직기강, 일상감사, 자율적 내부통제 총괄, 청렴교육 및 홍보

조사팀 - 특명사항 조사, 시책추진사항 조사, 청탁금지법 관련 신고접수처리 등

심사팀 - 일상감사(계약분야), 하도급 부조리 개선 업무 추진, 물품제조 및 구매 심사

민원소통팀 - 고충민원, 집단민원 업무, 공익신고에 관한 사항, 고객만족 및 민원대책 계획수립

환경순찰팀 - 기획·합동순찰, 응답소 현장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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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자치구: 양천구청

< 자체감사기구 현황 >

기관 
기본현황

조직(실국, 개) 총원(명) 예산(세출, 백만 원)
5국 1,145 466,933

감사기구 
기본현황

기구명칭 소속 조직(과팀)

감사담당관 부기관장 4팀
현원/정원(명) 예산(백만 원) 기구장 임용형태

19 / 20 181 개방직

< 주요 업무분장 >

감사팀
- 자체감사 및 상급기관 감사수감, 공무원비위조사 및 징계제청, 공직기강 확립, 
청렴지수 향상 추진

조사팀 - 특명사항 조사처리, 외부기관 비위통보 공무원 조치,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청장민원순찰팀 - 청원·진정민원 및 전화·방문민원 처리, 구청장민원실 운영,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심사평가팀 - 물품구매, 공사용역 사전 심사

17) 자치구: 강서구청

< 자체감사기구 현황 >

기관 
기본현황

조직(실국, 개) 총원(명) 예산(세출, 백만 원)
5국 1,370 584,426

감사기구 
기본현황

기구명칭 소속 조직(과팀)

감사담당관 부기관장 5팀
현원/정원(명) 예산(백만 원) 기구장 임용형태

24 / 24 219 개방직

< 주요 업무분장 >

감사팀
- 감사계획수립 및 감사기본계획 수립,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추진, 부패영향평가, 
공무원 행동강령, 감사원 외 기타 외부감사 자료

조사팀
- 외부기관 공무원 비위통보사항 조사, 특명사항 조사처리, 공직자 재산등록, 시책
추진사업 점검 및 지도

민원갈등관리팀 - 공공갈등 관리 민원조사 및 접수, 구청장 관련 민원조사 처리

지역순찰팀 - 응답소 현장민원 운영, 순찰 관리

계약심사팀 -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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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자치구: 구로구

< 자체감사기구 현황 >

기관 
기본현황

조직(실국, 개) 총원(명) 예산(세출, 백만 원)
5국 1실 1,198 429,240

감사기구 
기본현황

기구명칭 소속 조직(과팀)

감사실 부기관장 7팀
현원/정원(명) 예산(백만 원) 기구장 임용형태

20 / 23 381 개방직

< 주요 업무분장 >

감사팀 - 생활복지국, 안전행정국, 시설관리공단, 국민권익위원회 등 업무
조사팀 - 특명사항 조사, 서울시, 공직자비리신고센터 업무
청렴인권팀 - 청렴 및 인권업무, 해피콜
계약심사팀 - 계약심사,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
민원순찰팀 - 갈등관리업무, 전자민원(새올상담), 고충민원(응답소)
직소민원실 - 직소민원담당보좌관 및 민원처리 
구로구옴부즈맨 - 옴부즈맨 업무지원

19) 자치구: 금천구청

< 자체감사기구 현황 >

기관 
기본현황

조직(실국, 개) 총원(명) 예산(세출, 백만 원)

5국 1,074 314,004

감사기구 
기본현황

기구명칭 소속 조직(과팀)

감사담당관 부기관장 4팀

현원/정원(명) 예산(백만 원) 기구장 임용형태

21 / 24 135 개방직

< 주요 업무분장 >

감사팀
- 청렴도·부패방지 시책 및 평가 업무, 외부기관 감사(감사원·서울시·권익위), 예산·
회계 관련 업무

조사팀
- 특명 및 지시사항 조사, 순찰 및 응답소 현장민원 운영 총괄,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심사평가팀 - 주요 계약심사 및 성과평가

열린민원팀 - 고충민원 확인 및 업무분쟁 조정, 공공갈등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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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자치구: 영등포구청

< 자체감사기구 현황 >

기관 
기본현황

조직(실국, 개) 총원(명) 예산(세출, 백만 원)
5국 1,334 428,470

감사기구 
기본현황

기구명칭 소속 조직(과팀)

감사담당관 부기관장 7팀
현원/정원(명) 예산(백만 원) 기구장 임용형태

27 / 28 287 개방직

< 주요 업무분장 >

감사팀 - 청렴도 개선 및 평가 업무, 자율적 내부통제 총괄운영, 감사계획수립 총괄 등
조사팀 - 외부기관 및 감사관련업무, 감사관련업무 동향보고
민원관리팀 - 민원처리 및 공공갈등 관리, 감사담당관 직소민원실 업무
계약심사팀 - 계약심사 업무 및 조정 총괄 
순찰팀 - 일반·합동순찰 기획 및 추진
인권팀 -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현장행정지원팀 - 안전·복지민원 현장방문 조사 및 지원

21) 자치구: 동작구청

< 자체감사기구 현황 >

기관 
기본현황

조직(실국, 개) 총원(명) 예산(세출, 백만 원)
5국 2단 1,254 466,987

감사기구 
기본현황

기구명칭 소속 조직(과팀)

감사담당관 부기관장 5팀
현원/정원(명) 예산(백만 원) 기구장 임용형태

22 / 26 67 개방직

< 주요 업무분장 >

감사팀 - 청렴도·부패방지 시책 및 평가 업무, 외부기관 감사, 예산·회계 업무 등

경영감사팀 - 주요 계약심사 및 성과평가

조사인권팀
- 특명 및 지시사항 조사, 순찰 및 응답소 현장민원 운영,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안전순찰팀 - 기획순찰 총괄, 환경순찰 적출, 응답소 현장민원, 동장 현장행정 관리
소통민원팀 - 고충민원 확인 및 업무분쟁 조정, 외부기관 등 각종 고충민원 접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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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자치구: 관악구청

< 자체감사기구 현황 >

기관 
기본현황

조직(실국, 개) 총원(명) 예산(세출, 백만 원)
5국 1,331 457,588

감사기구 
기본현황

기구명칭 소속 조직(과팀)

감사담당관 부기관장 5팀
현원/정원(명) 예산(백만 원) 기구장 임용형태

22 / 25 214 개방직

< 주요 업무분장 >

감사팀 - 청렴시책 및 평가 업무,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 서무·회계 업무

인권조사팀
- 특명 및 지시사항 조사업무, 외부기관 통보사항 처리,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

민원관리팀 - 전자민원관리 및 주민불편 신고 처리

환경순찰팀 - 기획순찰, 일반순찰 계획 및 평가, 응답소 업무

민원실 - 전화 및 방문민원 상담

23) 자치구: 서초구청

< 자체감사기구 현황 >

기관 
기본현황

조직(실국, 개) 총원(명) 예산(세출, 백만 원)
6국 1,359 592,759

감사기구 
기본현황

기구명칭 소속 조직(과팀)

감사담당관 부기관장 6팀
현원/정원(명) 예산(백만 원) 기구장 임용형태

24 / 24 210 개방직

< 주요 업무분장 >

감사팀 - 일상·감사원·자체감사 업무, 청백시스템, 청탁금지법

조사팀 - 특명 및 지시사항 조사업무, 공직자 재산등록 및 수사기관 비위통보 처리

환경순찰팀 - 기획순찰, 환경순찰 계획 및 평가

민원실 - 민원관련 사항 업무

계약심사팀 - 공사 및 기술용역 계약심사

구청장민원비서팀 - 관련업무 총괄 및 상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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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자치구: 강남구청

< 자체감사기구 현황 >

기관 
기본현황

조직(실국, 개) 총원(명) 예산(세출, 백만 원)
5국 1,514 668,525

감사기구 
기본현황

기구명칭 소속 조직(과팀)

감사담당관 부기관장 4팀
현원/정원(명) 예산(백만 원) 기구장 임용형태

25 / 23 446 개방직

< 주요 업무분장 >

감사팀
- 감사종합계획수립, 자체감사 실시, 감사원・행자부 및 기타 외부기관 감사 업무, 
예산・회계・물품관리업무

리스크관리팀 - 청렴 추진 기획 및 업무,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총괄, 일상감사 업무

조사순찰팀 - 특명사항 및 공직기강, 공직자 비리 신고처리, 환경순찰 등

민원조정팀 - 고충·응답소 민원시스템 운영,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25) 자치구: 송파구청

< 자체감사기구 현황 >

기관 
기본현황

조직(실국, 개) 총원(명) 예산(세출, 백만 원)
5국 1단 1,437 577,004

감사기구 
기본현황

기구명칭 소속 조직(과팀)

감사담당관 부기관장 4팀
현원/정원(명) 예산(백만 원) 기구장 임용형태

23 / 22 252 개방직

< 주요 업무분장 >

감사청렴팀
- 주요업무계획 및 성과관리, 반부패 청렴업무, 특별대책 관련 업무,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총괄, 예산·회계 업무

조사팀 - 안전점검 주요시책 점검,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공직자재산등록 관리 등

민원지원팀 - 고충민원(응답소, 서면민원) 관리, 주민만족도 모니터링 및 평가 및 소통민원실 운영

계약심사팀 - 계약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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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자치구: 강동구청

< 자체감사기구 현황 >

기관 
기본현황

조직(실국, 개) 총원(명) 예산(세출, 백만 원)
6국 1단 1,130 436,156

감사기구 
기본현황

기구명칭 소속 조직(과팀)

감사담당관 부기관장 4팀
현원/정원(명) 예산(백만 원) 기구장 임용형태

23 / 23 192 개방직

< 주요 업무분장 >

감사팀
- 자체감사 및 처분, 주요 정책업무 모니터링, 공직기강 대책 및 행동강령 운영, 
청렴도 종합대책 추진, 

조사인권팀
- 비위공무원 징계 등 처분, 진정민원 및 지시사항 조사, 공직자 비리센터 및 
위원회 운영, 인권교육 및 민관 거버넌스 구축 

생활민원팀 - 기획순찰 및 환경 불편사항 개선 및 각종 시책 점검, 인터넷 민원관리 등

심사평가팀 - 계약심사

27) 투자기관: 서울메트로

< 자체감사기구 현황 >

기관 
기본현황

조직(실국본부, 개) 총원(명) 예산(세출, 백만 원)
5본부 3실 10,215 1,850,468

감사기구 
기본현황

기구명칭 소속 조직(과팀)

감사실 독립 3처
현원/정원(명) 예산(백만 원) 기구장 임용형태

37/37 136 개방직

< 주요 업무분장 >

경영감사
- 연간감사계획 수립, 종합감사, 재무감사, 사무분야 감사(일상감사, 사후감사), 
통합감사시스템 운영 등

기술감사
- 기술분야 감사(일상감사, 사후감사), 리스크 예상사업 특별감사, 민원처리 및 
특명사항 감사 등 

청렴감사
- 반부패 청렴계획 수립‧시행, 청렴시책평가(권익위, 서울시) 업무, 공직기강 및 
감찰활동 등



94 / 서울시 공공부문 자체감사기구의 역할 강화방안

28) 투자기관: 서울시 도시철도공사

< 자체감사기구 현황 >

기관 
기본현황

조직(실국본부, 개) 총원(명) 예산(세출, 백만 원)
4본부 5실 6,501 898,000

감사기구 
기본현황

기구명칭 소속 조직(과팀)

감사실 독립 2팀
현원/정원(명) 예산(백만 원) 기구장 임용형태

26 / 26 101 개방직

< 주요 업무분장 >

감사1팀
- 기획조정실, 홍보실, 경영지원본부 소관 협력기관, 고객서비스본부 및 소관 
협력기관 감사, 타 기관 감사결과 처리 및 총괄

감사2팀
- 안전관리실, 운영본부 소관 협력기관, 기술본부 및 소관 협력기관 감사,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관련 업무 등

29) 투자기관: 서울시설공단

< 자체감사기구 현황 >

기관 
기본현황

조직(실국본부, 개) 총원(명) 예산(세출, 백만 원)
6본부 2실 2,656 265,393

감사기구 
기본현황

기구명칭 소속 조직(과팀)

감사실 독립 3팀
현원/정원(명) 예산(백만 원) 기구장 임용형태

21 / 23 139 개방직

< 주요 업무분장 >

부패방지팀 - 시민옴부즈만·모니터링, 청렴시책 및 부패신고센터·윤리지수

경영감사팀 - 자체·일상감사, 복무감사 및 재무감사, 민원업무 등

기술감사팀 - 전기·통신·조경·토목 등 기술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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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투자기관: 서울주택도시공사

< 자체감사기구 현황 >

기관 
기본현황

조직(실국본부, 개) 총원(명) 예산(세출, 백만 원)
6본부 1실 1,107 5,188,293

감사기구 
기본현황

기구명칭 소속 조직(과팀)

감사실 독립 2부 1반
현원/정원(명) 예산(백만 원) 기구장 임용형태

18 / 20 334 개방직

< 주요 업무분장 >

행정감사부
- 행정분야 감사, 외부기관 감사수감 총괄, 공직기강 관련 업무, 윤리경영 및 
청렴 관련 업무, 행정분야 현장 사고 및 진정민원

기술감사부
- 기술분야 감사, 기술분야 외부기관 감사 수감, 사업현장 업무상황 점검 및 
공과사항 조사, 현장 부조리 및 감찰 관련 업무

청렴추진반 - 청렴도 조사 및 공직기강 업무, 공직기강, 부패영향평가 등

31) 투자기관: 농수산식품공사

< 자체감사기구 현황 >

기관 
기본현황

조직(실국본부, 개) 총원(명) 예산(세출, 백만 원)
5본부 2실 296 148,075

감사기구 
기본현황

기구명칭 소속 조직(과팀)

감사실 독립 1실
현원/정원(명) 예산(백만 원) 기구장 임용형태

6 / 7 62 개방직

< 주요 업무분장 >

감사실
- 종합감사, 직원사정 업무, 반부패 청렴시책, 청탁등록시스템 업무, 기술감사, 
동향업무, 공직기강 등 감사업무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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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출연기관: 서울의료원

< 자체감사기구 현황 >

기관 
기본현황

조직(실국본부, 개) 총원(명) 예산(세출, 백만 원)
4부, 3실 1,292 140,143

감사기구 
기본현황

기구명칭 소속 조직(과팀)

감사실 기관장 1실
현원/정원(명) 예산(백만 원) 기구장 임용형태

3 / 3 3 임명직

< 주요 업무분장 >

감사실 -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및 부패방지 업무, 행정 개선 감사 등

33) 출연기관: 서울신용보증재단

< 자체감사기구 현황 >

기관 
기본현황

조직(실국본부, 개) 총원(명) 예산(세출, 백만 원)
2본부 3실 5부 287 154,800

감사기구 
기본현황

기구명칭 소속 조직(과팀)

감사실 기관장 1실
현원/정원(명) 예산(백만 원) 기구장 임용형태

4 / 4 - 임명직

< 주요 업무분장 >

감사실
- 감사계획수립, 각종 감사 실시, 반부패-청렴시책 관련 업무, 대외감사 대응, 
결과의 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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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출연기관: 세종문화회관

< 자체감사기구 현황 >

기관 
기본현황

조직(실국본부, 개) 총원(명) 예산(세출, 백만 원)
3본부 1실 453 47,455

감사기구 
기본현황

기구명칭 소속 조직(과팀)

감사실 기관장 1실
현원/정원(명) 예산(백만 원) 기구장 임용형태

2 / 3 19 임명직

< 주요 업무분장 >

감사실 - 감사 실시, 감사 관련 조사 업무, 청렴도 및 부패방지 업무 총괄

35) 출연기관: 서울문화재단

< 자체감사기구 현황 >

기관 
기본현황

조직(실국본부, 개) 총원(명) 예산(세출, 백만 원)
4본부 2실 142 19,915

감사기구 
기본현황

기구명칭 소속 조직(과팀)

감사실 기관장 1실
현원/정원(명) 예산(백만 원) 기구장 임용형태

2 / 3 - 임명직

< 주요 업무분장 >

감사실
- 감사 및 일상감사 운영, 외부감사 추진 지원, 시민감사 옴부즈만 공공사업 
감시 지원, 정보공개제도 운영 관리, 청렴 자율준수제 관련 평가, 반부패-청렴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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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출연기관: 서울시복지재단

< 자체감사기구 현황 >

기관 
기본현황

조직(실국본부, 개) 총원(명) 예산(세출, 백만 원)
3본부 1실 95 20,780

감사기구 
기본현황

기구명칭 소속 조직(과팀)

감사실 기관장 1실
현원/정원(명) 예산(백만 원) 기구장 임용형태

3 / 3 - 임명직

< 주요 업무분장 >

감사실
- 대외감사 수감, 투자·출연·출자기관 자체감사기구 활동 평가 지원, 일상감사업무
(계약, 예산), 자체 상시모니터링 업무, 청렴교육 및 청렴문화 확산 사업 등

37) 출연기관: 서울시립교향악단

< 자체감사기구 현황 >

기관 
기본현황

조직(실국본부, 개) 총원(명) 예산(세출, 백만 원)
1본부 1단 144 19,142

감사기구 
기본현황

기구명칭 소속 조직(과팀)

감사역 기관장 -
현원/정원(명) 예산(백만 원) 기구장 임용형태

1 / 1 1 임명직

< 주요 업무분장 >

감사역
- 감사 관련 업무, 부패방지 관련 업무, 청탁등록시스템 운영, 부서 목표관리, 
심사분석, 평가 관련 업무, 윤리경영 관련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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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출연기관: 서울시자원봉사센터

< 자체감사기구 현황 >

기관 
기본현황

조직(실국본부, 개) 총원(명) 예산(세출, 백만 원)
1국 3부 24 2,741

감사기구 
기본현황

기구명칭 소속 조직(과팀)

경영기획부 기관장 기획조정팀
현원/정원(명) 예산(백만 원) 기구장 임용형태

3 / 3 2 임명직

< 주요 업무분장 >

기획조정팀(일부) - 감사 및 반부패(청렴) 관련 업무, 정보공개 등

39) 출연기관: 서울산업진흥원

< 자체감사기구 현황 >

기관 
기본현황

조직(실국본부, 개) 총원(명) 예산(세출, 백만 원)
5본부 1실 199 132,523

감사기구 
기본현황

기구명칭 소속 조직(과팀)

청렴감사팀 기관장 1팀
현원/정원(명) 예산(백만 원) 기구장 임용형태

2 / 4 36 임명직

< 주요 업무분장 >

청렴감사팀 - 감사 및 윤리경영 관련 업무, 내외부 민원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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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출연기관_서울디자인재단

< 자체감사기구 현황 >

기관 
기본현황

조직(실국본부, 개) 총원(명) 예산(세출, 백만원)
2단, 5본부 127 54,406

감사기구 
기본현황

기구명칭 소속 조직(과팀)

감사팀 기관장 1팀
현원/정원(명) 예산(백만원) 기구장 임용형태

2 / 2 - 임명직

< 주요 업무분장 >

감사팀 - 감사 및 윤리경영 관련 업무, 부조리통합신고센터 운영, 민원 및 분쟁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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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자체감사활동 인식조사 설문지

자체감사활동에 대한 내부직원 인식 조사

                     CODE - - ID

안녕하십니까? 

서울연구원에서는 ‘서울시 자체감사기구 역할 개선방안’ 연구를 위해 감사부서 직
원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각 부문별 질문과 관련하여 근무 중인 감사부서의 활동 및 운영 현황 등에 대해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추상적이거나 여러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질문되어진 경우
에는 전체적 맥락을 고려하여 답변하시면 됩니다. 

응답내용은 자체감사 지원을 위한 연구에 사용될 뿐 그 외의 목적으로는 결코 사용
되지 않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솔직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2017년 4월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신 민 철

                                  문의처: 02-2149-1113(김성수 연구원)

    
※ 통계법 1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 본 조사에서 개인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엄격히 보호됩니다.

인적사항 관련 사항

성    별  1) 남           2) 여 

연    령  1) 20대     2) 30대      3) 40대      4) 50대 이상 

근 무 처  1) 서울시 본청     2) 자치구     3) 투자기관      4) 출연기관

직    급  1) 감사    2) 책임자(처실장)   3) 관리자(____급)   4)실무자(____급)

기관
근속기간

 _________ 년 _________개월  

감사부서 
근속기간

 _________ 년 _________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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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부서 업무환경에 대한 인식

(1-1~1-7) 다음은 근무하시는 감사부서의 업무비중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현재 감사부서 전체 업무량을 100으로 보았을 때, 아래 제시된 주요 업무들의 비중이 인력 

및 예산 배분, 업무빈도 및 부담도 등을 감안했을 때 각각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각 업무량들의 전체 합은 100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부서 주요업무 현재 업무 
비중(%)

(1-1) 연간 수립한 감사계획에 따른 실지(현장) 감사 업무

(1-2) 정책의 계약, 집행 등 업무관련 일상감사 업무

(1-3) 진정 및 비위사항에 대한 처리 등 조사 및 사정 업무 

(1-4) 기관장, 의회 및 상급기관(감사원 등) 관련 지원 업무 

(1-5) 공직기강 관련 청렴도 평가, 진단, 교육 등 부패방지 업무 

(1-6) 기관의 사업 및 업무수행 과정의 비효율성, 문제점 등에 대한 점검, 평가 
및 컨설팅 업무

(1-7) 기타 업무(예시: 기획, 홍보, 법무, 계약, 일반민원처리, 대외협력 등 )

합  계 100% 

(1-8~1-13) 현재 감사부서에 근무하면서 감사부서의 권한과 관련하여 느끼시는 부문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가 생각하는 정도에 따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관에서는 ____________.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8) 감사부서장이 감사활동과 관련한 적절한 지위
와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9) 감사부서의 의견이 기관 내에서 잘 받아들여지
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0) 감사에 필요한 인력이 충분히 배치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1) 감사에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2) 감사부서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감사수당, 평
가가점 등)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3) 기관장이 감사부서의 권한, 권위, 의견 등을 
충분히 인정하고 지원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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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부서의 전문적 감사활동 수준에 대한 인식

 (2-1~2-9) 현재 감사 부서에 근무하면서 자체감사에 요구되는 전문적 감사활동 수

준과 관련하여 느끼시는 부문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가 생각하시는 부서의 

감사활동 수준에 대해서 솔직하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속한 감사부서는 ____________.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1)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중장기(3-5년) 감사전략
계획을 충실히 수립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2) 연간감사계획을 감사환경분석, 감사 우선순위 
및 감사 사각, 기관 위험 등을 모두 고려하여 
충실히 수립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3) 관행적 감사가 아닌 기관의 업무특성에 맞는 
감사방법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4) 감사결과 처리(처분요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
한 절차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5) 전문적 감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사규
정, 정책, 절차들을 정기적으로 검토 및 개정하
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6)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보안통제 정책 및 규
정을 만들어 적절히 시행하고 있다. (예：서류 
보관기한, 외부공개 전 승인절차, 전자서류 비
밀번호 등 보안규정)

① ② ③ ④ ⑤

 (2-7) 감사결과(보고서) 공개 규정을 마련하고 적절
히 공개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8)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사항 반영여부를 확인하
기 위해 사후점검(집행전말감사)하고 그 결과
를 적절히 보고 및 관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9) 감사활동 수행 과정에서 타 감사기구 및 전문
가 등 외부와의 협력관계가 충분히 구축-활용
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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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13) 현재 근무하는 감사부서의 감사활동의 효과와 관련하여 느끼시는 부문

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가 생각하는 정도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속한 감사부서의 ____________.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10) 감사활동이 기관의 미션 및 목표달성에 기여하
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11) 감사활동이 기관의 사업(정책) 효율성 및 성과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12) 감사활동이 기관의 투명성 제고(비리/부패예방 
등)에 기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13) 감사활동이 기관의 자산손실이나 위험을 예방
하고 업무를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감사부서 내부통제 활동 수준에 대한 인식

※ 내부통제란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가능한 부정과 오류를 예방, 적발, 수정하기 위한 모든 

제도적 절차적 장치를 의미합니다.

(3-1~3-6) 다음은 기관의 내부통제 과정에서의 감사부서의 역할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각 내용별로 ‘중요도’ 항목에는 예방/적발/사후점검을 위한 내부통제 과정에서 감사부서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1(전혀 중요/필요하지 않음)에서 5(매우 중요/필요함) 중에 

선택해 주시고, ‘현 수행수준’ 부문에서는 해당 내용에 대한 현재 감사부서의 수행 수준에 

대해서 1(매우 취약함)에서 5(매우 뛰어남) 중에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설문 문항
감사부서 역할 중요도 / 수행수준

낮음<----------높음

(3-1,2) 업무상 부정오류의 발생위험이나 업무절차(규
정) 문제를 사전에 확인 및 예방

중요도 ① ② ③ ④ ⑤

현수준 ① ② ③ ④ ⑤

(3-3,4) 사건(문제) 발생 직후 비효율적, 비경제적 업무
절차(규정)을 적시적발 및 개선 

중요도 ① ② ③ ④ ⑤

현수준 ① ② ③ ④ ⑤

(3-5,6) 업무관련 절차 및 규정 등 전반적 내부통제 활
동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 및 평가  

중요도 ① ② ③ ④ ⑤

현수준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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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11) 현재 내가 속한 감사부서는 기관의 핵심운영 업무 중 어떤 부분에 대한 

내부통제를 가장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순위별로 번호를 

표시하여 주십시오.

설문 문항 순위(1-5)

(3-7) 전략 관리 (기관의 미션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의 기획, 실행, 모니터링, 
학습 등의 적정성 및 실효성 점검)  

(3-8) 정보 관리 (정보시스템 관련 권한관리, 안정성, 보안 등 운영 실효성 점검) 

(3-9) 재무 관리 (예산편성 및 구매, 자산, 현금 관리의 기록, 관리 및 보고 적정성 
및 실효성 점검)

(3-10) 계약 관리 (사업 필요성 및 계약규정 및 체결, 실행 관리 적정성 및 실효성 점검)

(3-11) 인사 관리 (채용, 승진배치, 평가 및 보상 업무 적정성 및 실효성 점검)

(3-11-1) 위의 문항 중에서 현재 감사 부서 내부통제 활동 중 가장 잘 수행되고 있지 않는 

취약한 부문이 무엇인지 2가지만 번호를 표시해 주십시오. (    )  (     )

(3-12~3-16) 현재 감사 부서에 근무하면서 감사부서의 내부통제 활동과 관련하여 느

끼시는 부문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가 생각하는 정도에 따라 체크(✔)해 주

시기 바랍니다.

내가 속한 감사부서는 ____________.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3-12) 새로 제안된 법령, 규정 등이 기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해당 부서, 기
관에 제공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13) 일상감사, 상시 모니터링 등 사전예방감사를 
적절히 시행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14) 각 부서업무(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통
해 위험도 우선순위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감사 및 개선 제안에 활용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15) 내부통제 관련하여 기획, 인사, 재무 등 주요 
부서와의 협력적 관계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16) 각 부서의 위험요인, 규정개선, 애로점 등 부서
의견을 적극 수렴, 검토하여 반영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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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감사활동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한 인식

(4-1) 앞서 질문내용 등을 살펴 볼 때 현재 기관 내부통제를 위한 자체감사활동이 
지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순위별로 3
가지를 번호로 표시하여 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자체감사활동 주요 문제점

 1) 내부통제 기준, 점검리스트 등 기관에 특화된 감사매뉴얼의 수립 및 활용 부족  

 2) 평가, 점검 및 모니터링 등을 통한 사전예방적 통제활동 미흡 

 3) 내부부서 한계에 따른 감사부서 활동 및 의견조치의 독립성(권한) 확보의 어려움

 4) 감사부서의 인원 및 예산 부족

 5) 감사부서 지원미흡 등에 따른 감사직 직무기피 및 비선호 현상 

 6) 감사업무 외 기타 업무의 과중

 7) 감사부서 전문성 활용도 미흡 (교육훈련 및 내외부 전문가 활용 등)

 8) 순환보직 등에 따른 감사결과의 온정주의, 관대화 경향

 9) 법무, 인사, 재무, 기획, 평가 등 관련 부서들과의 소통 및 협력 부족

10) 기타 (                                                             )

(4-2) 자체감사활동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도입 및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순위별로 3가
지를 번호로 표시하여 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자체감사 강화를 위한 개선대안

 1) 내부통제기준 및 점검 체크리스트, 감사 매뉴얼 보급 등 지원 (교육, 평가 등) 강화

 2) 사전적 내부통제 활동 중심으로 자체감사 업무 전환 유도

 3) 감사부서 위상 및 권한 확대를 통한 자율성(독립성) 확보

 4) 감사업무 수행을 위한 적정인력 및 충분한 예산 확보 지원 

 5) 인사상 지원(근무평정, 수당 현실화 등) 및 교육기회 확대 등을 통한 직무 매력도 확대

 6) 감사원, 상급기관과 자체감사부서 간 업무 역할 구분 (단일감사 체제 강화)

 7) 내부통제를 위한 관련 업무부서(법무, 예산, 회계, 기획, 평가 등)간 협력체계 강화

 8) 감사직렬(직류)제 강화를 통한 감사업무의 전문직화 추진 

 9) 서울시, 자치구, 출연기관 감사부서 간 정기적 인사교류 추진 (인사적체 해소 등)

10)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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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마지막으로 자체감사활동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감사원, 서울시 감사위원회 혹은 소속 감사
부서와 관련되거나 자체감사업무, 국가 감사체계 등 감사와 관련하여 평소에 
생각하셨던 문제의식이나 개선방안에 대한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주관적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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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nhancing the Role of Internal Audit in the Public Sector of Seoul 

Min Chul ShinㆍSung-Soo Kim

As the organizational environment in the public sector has sharply 

changed, interest in internal rather than external control of 

organizations has increased. Internal audit is evolving from a role of 

‘watch‐dog’ that checks laws, regulations and rules. and controls 
them, to a role of ‘guide‐dog’ that contributes to running the 
organization regarding the overall work flow inside the organization 

and actually attaining the organization’s goal. However, internal audit 

in the Korean public sector still focuses inspection on examining 

whether to comply with rules and on finding noncompliance rather 

than on supporting and monitoring internal control.  

 

This study is intended to comparatively analyze the working conditions 

and capability levels of internal audit agencies in the public sector of 

Seoul, and to suggest improvements based on ideal internal audit 

systems for supporting, supervising and coordinating the attainment 

of organizational goals. A survey was conducted which analyzed the 

present conditions of internal audit agencies in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 autonomous district in Seoul and an affiliated 

invested‐funded organization. In order to understand current internal 
audit agency work and to enhance the role of mid‐ to long‐term audit 

work, the study created groups for a scheme of improvement to survey 

understanding about working‐level officials in the internal audit 
agencies in Seoul .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nalysis, independence was enhanc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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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ay the chief of the organization was appointed in the 

autonomous district and in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Building cooperative relationships with other agencies and material 

support (employee placement, budget allocation. etc.) to audit 

organizations in the agencies, however, was insufficient. Inside the 

audit organizations it was shown that, as the portion of work in 

addition to audit work was large, coordinating the work of employees 

in the audit department was a necessity. Also in the results of the audit, 

a concern about lenient audits and the like was brought forth.     

Internal audit agencies in public sectors of Seoul need to focus on 

checking on the possibility of problems occurring, preventing them, 

and supporting attainment of the agency’s goals, getting out of 

conventional regulation and check function. To this end, an effort 

should be made to enhance independence and human resources’ 

professional competencies. In order to build a new role of internal 

audit in Seoul,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clear role relationship 

between respective internal audit ag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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