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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적 관점에서의 국민참여감사 청구제도 변화 방향 연구

- 국민감사와 공익감사를 중심으로 -
1)

조경호*·이정주**

  본 은 감사원의 감사청구제도  거버 스 에서 외부통제방안으로 논의되는 국민감사

와 공익감사를 심으로 실태분석을 실시하여 국민참여감사의 발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

을 두었다. 그간 감사원을 심으로 한 국민참여감사 시스템의 한계로 상당히 많은 들이 지

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 으로 ‘국민감사청구의 낮은 인용률’, ‘감사청구제도의 기능상의 

복’, ‘감사청구 근성의 어려움’, ‘감사청구결과에 한 투명한 정보공개의 부족’, ‘조사과정에서

의 감사청구인에 한 배려 부족’, ‘정권별 감사처리 황의 편차’, ‘홍보 부족  국민참여형 감

사 련 기  자료 부족’ 등이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이들을 종합 으로 분석하고 실행 가능한 

개선방안에 해 논하 다. 특히 최근 세계 각국의 국가 감사시스템의 변화 방향이 감사인과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참여 감사 형태의 강조임을 감안한다면 이 논문은 우리나라 국가 

감사 패러다임의 변화 방향을 제시하 다는 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것이다. 

주제어: 공익감사, 감사청구제도, 국민참여감사, 국민감사청구

Ⅰ. 서 론

  최근 공기업의 도덕  해이로 인한 부채규모의 증가, 지방정부의 선심성 행정으로 인한 

산낭비, 복지재정 확 에 따른 비리확산 가능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한 여러 이해

계자가 국책 사업에 한 정책결정이나 집행 과정 속에서 상호간의 입장에 따라 립하고 

갈등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공공문제를 해결하기 해 정부는 공공부문의 정책이나 사업 반에 여러 주체 특

히 시민들의 참여 등을 통한 민 력체계구축에 심을 두면서 이에 한 정책  안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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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도 1996년에 공익감사제도와 2002년 국민감사청구제도를 도입하여 공익  사업에 

있어 불합리하거나 부조리한 행태에 해 시민의 감사 참여가 가능함으로서 참여형 감사거

버 스 체계를 구축하여 민주주의의 제도화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특히 지방정부의 자

체감사의 부실과 지방의회의 행정 감시 역할소홀로 인하여 국민참여감사의 청구가 증가하

고 있다1). 

  국민참여감사제도는 지 까지의 정부와 국민과의 계가 지배자-피지배자, 서비스 공 자

-수요자로 각인되어 왔다면 이제는 국민이 국정운 의 주체가 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는 

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을 것이다(조경호․소순창, 1999; 조경호 외, 2000). 국정운 의 주체

가 된다는 것은 시민의 정부의 활동에 단순히 참여하는 수 을 벗어나 행정과정에 극 으

로 참여하여 주체가 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정부는 시민들에게 정부의 정책결

정  집행 과정을 모니터링 하기 해 정보 근을 용이하게 해야 함과 동시에 필요한 정보

나 자원을 충분히 제공해야 할 것이다. 한 다른 한편으로 시민들은 정보제공에 해 요구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하지만 최근 언론 보도의 내용을 보면 감사원의 국민참여감사가 유명무실하다는 비  

견해(로이슈, 2010. 10. 14자), 기각이나 각하 사유에 한 비공개(참여연  보도자료, 2012. 

3. 15)  기각 사유에 한 반발(뉴시스, 2013. 10. 22자; 해럴드경제, 2014. 03. 06자) 등에 

한 비  논의 등이 존재함에 따라 10여년 이상 운 해 왔던 국민참여감사제도에 한 

평가가 있어야 할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 감사 시스템의 심에 있는 국민참여감사제도의 운  실태를 

분석하고 이러한 제도를 축시킬 수 있는 문제 을 제시하면서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모색

하고자 한다. 연구범 로서는 감사원의 감사청구제도  공익  에서 외부통제방안으로 

논의되는 국민감사와 공익감사를 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아울러 본 연구는 감사원의 감

사 패러다임 변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감사청구제도의 이론적 배경

1. 감사청구제도의 의의와 필요성 

1) 공공감사의 본질과 역할

  감사의 본질 인 성격은 리인 이론과 시스템 이론의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해 볼 수 있

1) 감사원 감사청구법상 다른 감사기 에서 처리된 사안이 다시 처리되면 각하 처리됨에 따라 지역주민이나 시민

단체 등이 감사원에 곧바로 감사청구를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서울신문, 2011. 11. 1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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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크게 리인 이론과 시스템 이론의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선정원 외, 2010: 28).  

리인 이론은 감사의 의미를 주인과 리인 간의 정보 비 칭을 최소화하기 한 독립  

제3자의 비  검증․보고활동으로 이해하는바, 감사의 일차  의미를 책임성 제고수단으

로 본다. 이에 반해 시스템 이론은 감사를 리 개선을 해 정책을 평가하여 환류 시키는 

것으로 이해하는바, 성과 리의 한 수단으로 보고 있는 입장이다.  

  물론 두 이론 간 감사의 상, 실시, 결과처리 등에 한 차이는 존재하지만, 오늘날  

공공감사의 다양한 측면을 설명하기 해 두 이론 간에 엄 히 구분하기보다 상호 첩하여 

사용한다. 따라서 공공감사는 주인과 리인의 계에서 나타나는 정보의 비 칭과 갈등을 

여 정부기 의 책임성 확보, 행정운 의 개선, 공공자원의 효율  리, 이해 계자  국

민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2) 감사행정의 패러다임의 변화

  공공감사는 세계감사원장회의의 리마선언에 의해 공공재원의 한 사용, 건 한 재무

리시스템 개발, 행정활동의 정한 집행, 감사보고서 발간을 통해 공공기 이나 국민에 한 

정보제공  소통을 진하기 해 수행된다(허명순, 2012: 19).

  통  의미의 공공감사는 주로 회계상 지출행 에 한 합법성 감사를 심으로 이루어

지는 반면  의미의 감사는 통 인 감사가 정책이나 성과보다 회계에 을 두었기 

때문에 책임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보아 조직의 목표달성도나 그 과정의 효율성․효과성

에 을 두는 성과감사가 두되었다(허명순, 2012: 20)

  한편 감사원의 발 단계(GAO, 2006)를 보면 감사기능과 련된 것으로 부패척결, 투명성

강화, 책임성 확보, 경제․효율․윤리․형평․효과성 제고, 통찰력 제고, 측력 제고를 거친

다고 되어 있다. 이러한 감사기능  오늘날 사회가 상호신뢰와 력에 근거한 거버 스 사

회라는 에서 시민참여가 강조되고, 여러 가지 이해 계에 의한 사회  갈등을 해결하기 

해서 소통을 통한 참여가 강조되는 시  분 기 하에서 감사행정에 한 투명성이나 책

임성 확보가 더욱 더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3) 외부통제형 감사로서의 국민참여감사

  국민참여감사라 함은 감사원 조직을 기 으로 국회, 시민단체, 국민 등 감사원 밖의 주체

의 요청에 의한 외부통제형 감사로  감사청구제도를 의미한다. 이는 감사원 스스로 기획

해서 행하는 내부 감사와 차별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오늘날 사회가 국가주도의 거번먼트(government) 사회에서 시민들이 극 참여하는 

거버 스(governance) 사회로의 환에 따라 참여를 통한 책임성, 투명성 확보가 주요한 이

슈인 만큼 감사에 있어서도 국민참여감사가 날로 요해 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거버넌스학회보」제22권 제1호(2015년 4월)36

 하지만 국민참여감사는 과거와 다른 새로운 감사의 형태는 아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서 지

방행정의 문란이나 비 사실에 한 양반의 상소제도, 백성들의 억울함을 하소연 할 수 있

었던 신문고제도 등이 존재했다(선정원 외, 2010). 과거 역사상 이러한 제도를 극 으로 

수용하여 료부패를 통제했던 시 에서는 국민의 삶이 안정 이고 정권에 한 신뢰로 이

어졌으나, 상소나 신문고 제도가 형식으로 운 되어 부패를 통제하지 못했을 경우 정권의 

몰락을 가져오는 주요 원인 의 하나 다는 에서 국민참여감사에 한 효율  운 이 오

늘날 우리에게 주는 시사 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사회에서 외부통제형 국민참여감사는 감사기구 내부의 공직자 주도의 감사에 

국한하지 말고 국민이 참여하는 감사로서 감사의 외부 근성을 높여 감사원의 신뢰성 확보

와 더불어 민주  통제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  방안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노

력이 필요할 것이다.  

2. 거버넌스로서의 국민참여감사

  과거 정부는 공공서비스의 독 인 공 자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신공공 리에 

의해 정부개 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공공서비스의 달에 있어 정부의 역할에 한 한계가 

나타났으며 이를 극복하기 해 민간부문과 비 리 부문의 참여가 확 되기 시작했다. 그러

한 결과로 공공서비스 달의 효율성 제고를 해 정부부문과 민간부문  비 리부문 간 

력 인 네크워크가 강조 될 수밖에 없으며 그러한 것이 거버 스라 할 수 있다(오세덕·이

명재·강제상·임 제, 2013: 45).

  그러나 거버 스에 한 개념, 성격, 유형에 해 아직까지 합의된 보편  논의가 정립되

지 못하고 있다(이종수·윤 진 외, 2010: 158).

  UNDP(1997)는 거버 스란 한 국가내의 모든 수 에서 국정을 리하기 해 경제 ·정

치 ·행정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라 규정 했으며, Frederickson(1997)은 공공부문에서의 상

호 력 계에 있는 통 인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범 를 거버 스로 보았다(오세덕·

이명재·강제상·임 제, 2013: 45).    

  Rhodes(1996)는 거버 스 의미를 최소국가, 기업  거버 스, 신공공 리, 좋은 거버 스, 

사회  인공지능 체계, 자기조직화 네크워크 등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정정길

(2000)은 거버 스를 가장 넓은 의미의 거버 스인 국가통치행 , 넓은 의미의 거버 스인 

신공공 리, 좁은 의미의 거버 스인 서비스 연계망으로 구분한 다음 좋은 의미의 거버 스

가 가장 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이종수·윤 진 외, 2010: 158-159).

  이처럼 거버 스에 해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일반 으로 합의될 수 있는 사실은 정부가 

모든 일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주체인 민간부문, 비 리부문 간 상호 신뢰와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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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근거한 수평  네트워크가 요하게 되었다는 이다.

  이러한 시  흐름에 있어 감사원도 외가 아니다. 감사원이 시간이나 자원의 한계로 모

든 감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최근 2013년도에 공공감사에 한 법률을 제정하여 지자체나 

공공기 의 자체감사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앙과 지방, 공공기 과의 감사와 련된 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 의 주요 역 사업에 해 비리나 

산낭비와 련하여 의혹규명이 부족할 경우 시민이나 시민단체 등이 감사청구를 할 수 있

게 하여 국민의 참여를 극 으로 유도하는 것도 거버 스의 방식이라 할 수 있다.  

  

Ⅲ. 감사청구제도의 실태분석 및 문제점

1. 감사청구제도의 실태분석2)

1) 감사청구제도의 의의 및 유형

  감사청구제도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청구인이 공익을 목 으로 특정 사항에 해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감사기 이 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는 제도이다(감사

원, 2013). 이러한 제도는 행정처리 과정에서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사항에 해 국민 등이 

직  제기하여 감사기 이 신속히 해결하게 함으로써 감사에 한 만족도 제고를 통해 행정

의 투명성과 공정성, 더 나아가 정부신뢰를 높이기 해 도입되었다. 그리고 이 제도는 권익 

구제형의 성격보다 공익  구제의 필요성이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재 우리나라에서 운 되고 있는 감사청구에는 국회감사요구3), 국민감사청구, 공익감사

청구, 주민감사청구 등 총 4가지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  지방자치단체와 련된 주민감사

청구제도를 제외하고 감사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감사청구는 국회감사청구, 국민감사청구, 

공익감사청구가 있다(<표 1> 참조). 그리고 그  국민 등이 실질 으로 제기할 수 있는 것

으로 국민감사청구와 공익감사청구가 이에 해당 된다. 주민감사청구도 행정에 한 주민의 

참여와 감시를 확 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지만 감사청구사

항이 지방자치단체와 련된 사무에 국한4)된데 비해 국민감사와 공익감사는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국가, 공공기 의 사무에 해 포 으로 다룰 수 있다는 에서 외부통제의 

2) 국민참여감사에 한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이에 해서는 학문 인 논의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악되어 기

존의 감사원 백서 자료(감사원, 2013)와 용역보고서(선정원 외, 2010)를 심으로 검토해 보도록 한다.

3) 국회감사요구는 2010. 3. 12. 국회감사청구에서 명칭이 변경되었다.

4) 주민감사청구의 조건은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서 그 처리가 법령에 반되거나 공익을 

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청구가 가능하며, 수사 는 재 에 여하게 되는 사항,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 할 우려가 있는 사항, 다른 기 에서 감사를 하 거나 감사 인 사항인 경우 청구 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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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근거규정 청구인 감사실시결정 감사기관

국회감사요구 •국회법 제127조의2 •국회 •감사원

국민감사청구
•부패방지  국민권
익 원회 설치와 운
에 한 법률

•19세 이상 국민 300
명 이상

•국민감사청구 심사
원회

•감사원(다만 국회․법원․
헌법재 소․선거 리 원
회 는 감사원의 사무에 
해서는 국회의장․ 법

원장․헌법재 소장․ 앙
선거 리 원회 원장, 
감사원장에 청구)

공익감사청구

•공익사항에 한 감
사원 감사청구 처리
에 한 규정(감사
원 훈령)

•19세 이상 국민 300
명 이상
•감사 상 기 의 장
•지방의회
•시민단체

•사무총장 는 공
직감찰본부장(감
사청구심사자문
원회의 심사 자문 
필요시)

•감사원

주민감사청구 •지방자치법 제16조
•500명을 넘지 않은 
범 에서 조례로 정
하는 수의 주민

• 역시 시․도지사
•주무부 장

  자료: 국민과 소통하는 감사원: 감사원 감사청구․민원백서(2013), p.15.  

<표 1> 감사청구제도

범 가 넓다고 할 수 있다. 한 최근 공공기 의 방만 경 으로 인한 산낭비 등이 주요

한 사회  이슈로서 등장하는데 주민감사 청구방식보다 감사원의 국민감사나 공익감사청구

를 통해 산낭비와 같은 부패행 를 통제하는 것이 보다 효율 인 방안이라 단하여 본 

연구에서는 국민감사나 공익감사에 을 맞추어 논의하도록 한다.

2) 업무처리절차과정

   (1) 국민감사청구

  국민감사청구는「부패방지 국민권익 원회설치와운 에 한법률」제72조에 근거해 2002

년에 도입되어 공공기 의 사무처리가 법령 반 는 부패행 로 인해 공익을 히 해하

는 경우 19세 이상의 국민 300명 이상이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것이다. 국민감

사는 청구기간에 한 제한이 없으며, 감사청구인이 감사청구서를 우편이나 직  방문하여 

수할 수 있으며 수가 이루어진 후 담당부서(감사청구조사1과)에 보내어 지며, 담당부서

는 감사청구서를 검토하여 담당자를 지정한다. 담당자는 2～4일 동안 기 사실을 확인 후 

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장 조사는 략 1주일～2주일 정도 소요된다.

  그 이후 행정실(조사1과)이 악한 사실 계와 법령을 검토하여 국민감사청구심사 원

회5)에서 감사실시 여부, 각하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감사가 실시될 경우 통상 10일에서 15

5) 국민감사청구심사 원회는 7인으로 구성되며 7인  4인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외부 문가 에서 감사원

장이 하며, 임기는 2년이고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나머지 3인은 당연직 원으로 제1사무차장, 제2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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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2주에서 3주) 정도 소요된다.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의 처리안이 작성되어 감사 원회에 부의되고 감사 원회 부의 

결과에 따라 감사원의 처리방향이 결정된다. 감사청구 처리기간을 보면 감사실시 여부는 국

민감사 청구 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고, 실지감사는 감사실시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종결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

다. 그리고 감사가 종결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감사를 실시한 국민감사청구사항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통상

으로 총 100일 이내에 처리완료 되어야 한다.  

  (2) 공익감사청구

  공익감사청구는 1996년 7월 「감사원 청구제 시행방안」에 따라 최 로 도입된 제도로서 

19세 이상 300명 이상의 국민, 시민단체, 감사 상기 의 장, 지방의회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자가 공익을 목 으로 특정사항에 해 감사를 청구하면 이를 심사하여 감사의 필요성이 인

정되는 경우 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는 제도이다. 다만 감사 상기

의 장은 당해 감사 상기 의 사무 처리에 한 사항  자체감사기구에서 직  처리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자체감사기구가 없는 경우여야 하고, 지방의회는 당해 지방

자치단체의 사무 처리에 한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익감사청구는 사무처

리가 있었던 날 는 종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국민감사청구와 마찬

가지로 청구인이 우편이나 직  방문하여 수할 수 있으며 담당부서(감사청구조사1과․2

과)에 보내어 지며, 담당부서는 감사청구서를 검토하여 담당자를 지정한다. 담당자는 2～4일 

동안 기 사실을 확인 후 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장 조사는 략 1주일～2주일 정도 

소요된다.

  그 후 조사1·2과에서 조사된 사실 계와 련 법령을 검토하여 감사청구심사자문회의6)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자문을 거쳐 감사실시 여부, 각하 여부 등을 결정한다. 감사가 실시될 

경우 통상 10일에서 15일 정도 소요된다.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의 처리안이 작성되어 감사 원회에 부의되고 감사 원회 부의 

결과에 따라 감사원의 처리방향이 결정된다.

무차장  공직감찰본부장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당해 직  재직기간 동안이다. 모든 청구사항에 해 의무

으로 감사실시여부를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지닌다. 최근 5년(2003년- 2012)간 37회의 국민감사청구 원회를 

개최하여 128건을 심의하 으며, 이 가운데 16건에 해 감사실시를 결정하 다. 

6) 공익감사청구사항에 한 감사실시 여부의 결정과 감사청구처리부서 지정 등에 있어 사무총장의 자문에 응하

기 해 감사청구심사자문 원회가 설치․운 되고 있다. 원회는 내부직원으로서 공직감찰본부장, 감사청구

조사국장, 심의실장, 감찰   청구사항 상기  소  국장 등으로 구성되고 원장은 공직감찰본부장이 맡

는다. 그리고 자문 원회는 자문 원회 특성상 원회의 개최시기, 개최횟수  감사실시 여부에 한 결정 등

에 필요한 의사․의결정족수 등에 해 구체 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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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리절차 국민감사 공익감사

청구기간 •제한 없음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 는 종료된 

날부터 5년 이내

수 •우편이나 직  방문 •우편이나 직  방문

요건검토  선람  

검토서 작성
•감사청구조사1과 •감사청구 조사1과·2과

원회회의 는 자문

원회 개최계획보고

•감사청구조사1과, 심사 원에 

안건내용송부(3일 )

•감사청구 조사1과, 자문 원회 

심의자료송부

감사실시 여부 결정

•국민감사청구심사 원회(총 7인  

외부인사 4인 참여)

 - 수일로부터 30일 이내 감사여부 

결정 

 -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청구인

에 결정결과 통지

•감사청구심사자문 원회(내부 

조직구성원)

 - 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청구인에

게 결정결과 통지

감사실시
• 원회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종결

• 원회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감사종결

감사결과통지
•감사결과 처리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

•감사 원회 의결일 는 

결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

<표 2> 국민감사와 공익감사의 업무처리과정 간 비교

  감사청구 처리기간을 살펴보면 공익감사청구의 경우 감사실시 여부는 수일로부터 1개

월 이내에 결정하고, 실지감사는 감사실시 결정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개월 이내 

종결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감사가 종결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

보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감사를 실시한 공익감사청구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총220일 이내에 처리·

완료하여야 한다. <표 2>는 국민감사와 공익감사의 업무처리과정 비교를 정리한 것이다.

3) 운영실태

   (1) 감사청구의 수 황

  <표 3>의 감사청구의 황을 보면 연도별(2002년～2011년)  정권별(노무  정부, 이명

박 정부)로 감사청구가 반 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국

민감사의 경우는 어드는 반면 공익감사는 계속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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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도별

국민감사청구 공익감사청구 합 계
정부별 합계

비고
국민감사 공익감사 전체

2002 32 40 72

2003 45 79 124

179 537 716 노무  정부

2004 38 104 142

2005 37 126 163

2006 33 110 143

2007 26 118 144

2008 43 138 181

130 743 873 이명박 정부

2009 35 148 183

2010 29 108 137

2011 13 169 182

2012 10 180 190

합계 341 1,320 1,661

  자료: 국민과 소통하는 감사원: 감사원 감사청구․민원백서(2013), p.19를 토 로 재구성

<표 3> 감사청구 접수건수
(단  : 건)

  이러한 이유로 감사 청구 근 경로의 다양성을 들 수 있다. 청구권자가 국민감사의 경우 

일반국민에 한정되지만 공익감사는 일반국민이외에 감사기 의 장, 지방의회, 시민단체까지 

감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가 존재하기 때문으로 단된다. 특히 1996년 이

후 2012년까지 시민단체가 지역주민에 이어 가장 많이 청구를 하여 공익감사청구에 한 시

민단체의 극  역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 참조). 

<그림 1> 공익감사 청구주체별 접수비율(1996년～2012년)

  자료: 국민과 소통하는 감사원: 감사원 감사청구․민원백서(2013), p. 45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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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감사청구(2002～2012)>              <공익감사청구(1996～2012>

  자료: 국민과 소통하는 감사원: 감사원 감사청구․민원백서(2013), p. 34; 국민과 소통하는 감사원: 감사원 

        감사 청구․민원백서(2013), p. 44의 표를 그림으로 재구성

  <그림 2>의 감사청구분야별로는 국민감사와 공익감사의 경우 주로 이권과 련된 인․허

가사업으로 거의 유사한 형태로 건설, 공사. 교통, 환경 분야 등에서 감사청구가 많이 이루

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업무분야에서 공익에 반하는 불합리

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국민감사는 감사의 요건으로 부패행 가 규정되어 있으며 부패의 범  안에는 산 

낭비  요소도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 통계자료상에 산낭비에 한 분류

가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 이에 비해 공익감사는 산낭비를 따로 분야별 범주에 포함시

켜 분석하고 있으며 산낭비가 공익감사에서 차지는 비율이 비교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

다. 따라서 향후 국민감사청구 통계자료 작성 시 산낭비를 하나의 범주로 보아 국민감사

와 공익감사의 분야별 황을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통계자료의 통일화를 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 더 나아가 앞으로 감사청구분야가 감사청구 유형별로 별 다른 특이 을 보이지 않고 

유사한 행태를 보일 경우와 국민감사의 청구건수가 어들고 공익감사가 증가하고 있다는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해 감사청구의 운 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해 감사청구제도의 통

합 가능성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단된다. 

<그림 2> 감사청구 청구분야별 접수비율

   (2) 감사청구 처리 황

  <표 4>의 감사청구에 한 인용률은 감사청구의 증가추세와 조 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무  정부(2003년～2007년)에 비해 이명박 정부(2008년～2012년)의 경우 

감사청구의 인용률이 24.81%로 감소하 으며, 감사청구 유형별로 인용률의 하락폭이 국민감

사 19.22%, 공익감사 30.40%로 공익감사의 인용률이 가장 많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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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도별

국민감사청구 공익감사청구 합 계
정부별 합계

비 고
국민감사 공익감사 전체

2002 41.7 53.3 48.1

2003 71.4 63.0 66.7

36.18 58.40 47.29
노무

정부

2004 25.0 71.2 61.3

2005 29.4 61.6 56.9

2006 23.5 64.0 57.3

2007 31.6 32.6 32.5

2008 15.6 26.1 23.8

16.96 28.00 22.48 이명박 정부

2009 14.3 21.4 20.0

2010 18.2 40.0 35.5

2011 16.7 29.4 28.4

2012 20.0 23.1 22.8

합계 27.1 39.7 37.4 - - - -

참고: 감사청구의 인용률은 ‘감사실시’, ‘감사 ’, ‘기각’을 합산한 값  ‘감사실시’와 ‘감사 ’이 차지하는 

      값의 비율을 의미한다.

자료: 국민과 소통하는 감사원: 감사원 감사청구․민원백서(2013), p. 20을 토 로 재구성

<표 4> 감사청구 인용률
(단  : %)

  한편 2002년부터 2012년까지 국민감사(27.1%)는 공익감사(39.7%)에 비해 인용률이 상

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년간(2002년～2012년) 국민감사의 처리 황을 보면(<표 5> 참조) 한해 평균 수

건수가 31건이며 이  감사결정(감사실시7)+감사 ) 사항이 5.18건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감사 미실시의 요건으로 기각8) 13.91건, 각하9) 5.18건, 취하 등 6.73건으로 기각의 건수가 상

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7) 감사는 법령 반 는 부패행 (지방자치단체 사무 등 제외)를 상으로 한다.

8) 기각의 요건은 (1) 법령 반 는 부패행 가 아닌 경우, (2) 구체 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3) 감사

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감사 상으로 부 한 경우에 해당된다.

9) 각하의 요건은 (1) 요건불비 (2) 청구 상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3) 감사원 감사 상 범 가 아닌 경우, (4) 

감사청구 제외 상<국가기 , 안보 련, 수사․재  련, 감사실시가 부 한 경우(소송 등), 타 기 에서 감

사 인 사항 등>, (5) 기 감사청구가 제기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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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국민감사청구 처리현황
                                                                         (단  : 건)

연도별 접수

처리 완료 처리 중
인용률(%)

[A+C/(A+B+C)]소계
감사실시(A)

기각(B) 각하 취하 등
감사 중

(C)
검토 중

입건 불문

2002 32 32 5 - 7 6 14 - - 41.7

2003 45 45 9 6 6 6 18 - - 71.4

2004 38 38 4 1 15 7 11 - - 25.0

2005 37 37 3 2 12 9 11 - - 29.4

2006 33 33 4 - 13 10 6 - - 23.5

2007 26 26 5 1 13 4 3 - - 31.6

2008 43 43 5 - 27 8 3 - - 15.6

2009 35 35 4 - 24 3 4 - - 14.3

2010 29 29 2 2 18 4 3 - - 18.2

2011 13 13 1 1 10 - 1 - - 16.7

2012 10 9 1 - 8 - - 1 - 20.0

계 341 340 43 13 153 57 74 1 - 27.1

평균 31.00 30.91 3.91 1.18 13.91 5.18 6.73 0.09 0

  자료: 국민과 소통하는 감사원: 감사원 감사청구․민원백서(2013), p. 35를 토 로 재구성

  한 <표 6>에서 공익감사의 처리 황(2002년～2012년)을 보면 한해 평균 수건수가 120

건 정도이며, 이  감사결정(감사실시10)+감사 )사항이 37.86건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감

사 미실시의 요건으로 기각11) 52.0건, 각하12) 25.18건, 취하 등 5.30건으로 국민감사와 유사

하게 기각  각하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단순히 수 건수(감사실시+기각+각하+취하 등)를 기 으로 감사결정(감사실시

+감사 )에 한 인용률은 국민감사 17%, 공익감사 32%인데 비해, 기각  각하의 비율이 

국민감사와 공익감사가 거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용률에 해 감사원의 통계자료와 같이 감사청구에 한 실질 인 심리가 진행되는 것

을 기 으로 계산하거나 각하, 취하 등 요건심사에서 결정될 수 있는 사항 등을 포함한 

수건수를 기 으로 하든지 간에, 감사청구 인용률에 비해 기각  각하의 비율이 높다고 할 

수 있다. 

10) 감사는 (1) 산낭비 사항, 정책사업 지연사항, (2) 기타 법 는 부당행 를 상으로 이루어진다.

11) 기각은 (1) 청구이유가 없는 경우, (2)구체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3)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

거나 감사 상으로 부 한 경우에 이루어진다.

12) 각하는 (1) 요건불비, (2) 공공기 의 사무처리가 아니거나 구체  사무처리가 없는 경우, (3) 청구 상이 특

정되지 않는 경우, (4) 감사청구 제외 상(국가기 , 안보 련, 수사․재  행정심  등 진행 이거나 결, 

수사결과 결정된 사항, 국가․지자체의 요정책 결정사항, 사 인 권리, 특정 집단 간 이해, 감사원 감사범  

비 해당, 기 감사사항), (5) 청구기간 경과(5년) (6) 국민감사청구사항의 경우에 이루어진다.



공익적 관점에서의 국민참여감사 청구제도 변화 방향 연구: 국민감사와 공익감사를 중심으로 45

연도별 접수

처리 완료 처리 중
인용률(%)

[A+C/(A+B
+C)]소계

감사실시(A) 기각
(B)

각하 취하 등
감사 
중(C)

검토 중
입건 불문

1996 16 16 12 1 1 2 - - - 92.9

1997 25 25 7 1 6 11 - - - 57.1

1998 13 13 - - 9 4 - - - -

1999 22 22 2 - 2 18 - - - 50.0

2000 21 21 6 3 - 12 - - - 100

2001 10 10 7 1 - 2 - - - 100

2002 40 40 4 4 7 25 - - - 53.3

2003 79 79 14 3 10 49 3 - - 63.0

2004 104 104 39 13 21 23 8 - - 71.2

2005 126 126 34 27 38 21 6 - - 61.6

2006 110 110 26 29 31 21 3 - - 64.0

2007 118 118 15 16 64 18 5 - - 32.6

2008 138 138 19 10 82 25 2 - - 26.1

2009 148 148 17 8 92 23 8 - - 21.4

2010 108 108 31 3 51 20 3 - - 40.0

2011 169 168 33 6 96 25 8 1 - 29.4

2012 180 130 15 1 80 27 7 8 42 23.1

계 1,427 1,376 281 126 590 326 53 9 42 41.4

평균
(2002-2012)

120.00 115.36 22.45 10.91 52.00 25.18 5.30 4.50 3.82 -

체 평균 83.94 80.94 16.53 7.41 34.71 19.18 3.12 0.53 2.47 -

  자료: 국민과 소통하는 감사원: 감사원 감사청구․민원백서(2013), p. 47을 토 로 재구성

<표 6> 공익감사청구 연도별 처리현황
(단  : 건)

  여기서 인용률이 낮다는 것은 공익  차원에서 반드시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국민이

나 시민단체 등의 입장에서 감사원에 한 불만감 그리고 그로 인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

다는 에서 감사청구에 한 인용이 되지 못한 이유에 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감사청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한 국민감사의 인용률이 공익감사에 비해 낮으며, 앞서 보았듯이 청구건수도 어들고 

있는 추세, 그리고 최근 국민감사를 공익감사청구로의 환 수 규정 마련(감사원 훈령 제

395호), 국민감사나 공익감사의 법  요건이 공익을 목 으로 한다는 에서 국민감사제도

의 실효성에 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 이라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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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청구 제도 및 운영상의 문제점

  외부통제수단으로서의 국민감사청구와 공익감사의 활성화를 해 논의될 수 있는 사항에 

해 고찰해 보도록 한다. 이를 해 감사청구의 근성, 감사청구제도의 기능  운  과

정, 감사청구결과로 구분하여 제시해 보도록 한다. 

1) 감사청구의 접근성

   (1) 근 수단의 문제

  국민감사와 공익감사의 반 인 행정처리과정의 흐름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악된다. 이러한 과정의 흐름 하에서 국민감사나 공익감사가 활발히 이루어지기 해서는 

국민들의 감사청구 근의 용이성 차원에서 보면 재 수의 경우 우편이나 직  방문을 

통한 방식만이 허용되고 있는데 이는 과거 통 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오늘날 사회가 

정보화 시 임을 감안한다면 인터넷과 같은 IT기술을 통한 수가 가능할 수 있게 할 필요

가 있을 것이다. 이를 테면 공인인증서 방식 등을 통해 직  방문하지 않더라도 행정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 보인다.  

   (2) 청구인 격 수의 문제

  한편 행 국민감사와 공익감사의 청구인은 19세 이상 300명 이상의 연서로 청구할 수 있

는데 국민의 입장에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비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국민감사의 경우 시민·지역단체가 아닌 일반 개인이 300인 이상에게 서명과 모

든 증빙서류를 첨부하는 것은 개인이 비하기엔 무 복잡하고 어려운 일로 여겨질 수 있

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민감사의 경우 2009년에 국민감사 청구 연령을 공직선거법, 지방자치

법에 규정된 연령과 동일하게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하 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이후 

감사청구건수가 계속해서 어들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도 그러한 일부 효과로서 작

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감사청구 인원이 과연 정한지에 한 논의를 통해 청구인원에 한 하향 조

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선정원 외(2010: 155)의 연구에서는 국민의 참여를 본

질 으로 하며 사회 으로 소외되어 있는 소수자의 불만의 원인을 감사를 통해 해소할 기회

를 으로써 사회의 극한 립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에서 청구인원의 수를 낮추어야 하

는 의견과 감사원의 인력과 자원 운 의 여건을 고려한 효율성 측면에서 행과 같이 유지

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 행 감사청구의 다수가 공익  보다 개인 는 특정집단의 

이해 계와 결부되는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공익성 감사를 지향하는 방향에서 청구인 수

를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소통, 참여가 강조되는 거버 스 시  하에서 감사원의 업무에서도 그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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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될 수 있으며, 이러한 거버 스가 제 로 정착되기 해서는 극 으로 국민들이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 의 문제에 해 무엇인가를 제기할 수 있는 통로를 넓게 확보될 

필요가 있다는 에서 감사인원 청구의 인원수를 완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 으로 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감사에 해 주요 내용으로는 다루지는 않지

만 일본의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주민참여형 감사제도로 우리나라의 주민감사청구제도의 모

델이 지만 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자를 주민 1인이라도 가능하게 함으로써 청구권자의 요건

을 완화하여 운 하고 있다(선정원 외, 2010: 153).13)

2) 감사청구제도의 기능 및 운영 과정

   (1) 감사청구제도의 기능상의 복문제

  국민감사와 공익감사는 감사원에 한 국민의 직 참여의 청구를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기능상 복되는 측면이 존재한다. 업무처리의 과정을 보더라도 거의 유사한 흐름도를 지녀 

기능통합의 논의가 이어질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에서는 국민감사와 공익감사를 구분하

여 운 할 필요성에 한 실익이 존재하는가의 논쟁과도 련된다.

  최근 국민감사의 경우 수건수가 어들고 공익감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와 국민감사

청구사항의 사무 처리에 한 규정(감사원훈령 제395호)을 개정하면서 국민감사청구를 공

익감사청구로의 환 수가 가능하게 된 을 고려한다면 실 으로 공익감사 주의 통

합을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법체계상 국민감사의 경우 법률 규정(부패방지  

국민권익 원회 설치와 운 에 한 법률)에 의하고 있으며 공익감사는 감사원 훈령(공익

사항에 한 감사원 감사청구 처리에 한 규정)에 의해 각기 운 되고 있기 때문에 통합  

운 을 해서는 법체계의 정비문제가 먼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14). 한 련법을 개정 

13) 지방자치단체에 한 감사는 국회에서의 국정감사와 앙정부 차원에서 실시되는 감사원 감사와 안 행정부

의 행정감사가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실시되는 지방의회의 행정사무 감사와 자체감사가 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제도는 최소 5 장치가 작동됨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효과가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제고에 정  향을 주었는지는 학계에서 비  있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국정감사는 법정 감사기간

이 20일(2012년부터는 30일)로 법률 으로 제한되어 있을 뿐 아니라 감사 상기 이 방 하고 지방자치단체

의 고유사무가 국정감사의 상인지 여부에 한 법률  논란도 있어 그 효과가 제한 일 수밖에 없다. 행정

자치부의 행정감사는 단건 심의 일회성 발감사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지방공공기  종사자에 한 기강확립을 한 감사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한 재정력의 강화를 한 감사효과는 사실상 기 할 수 없다고 단하고 있다. 한 지방의회의 행정사무 

감사는 지역주민  지방자치단체장과의 정치 인 이해 계에 따라 그리고 자체감사는 온정주의에 따라 감사

사무가 행해지고 있어 기 되는 감사효과가 제한 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14) 일각에서는 감사원법에 근거를 두고 일원화할 것을 제안하면서, 국민감사청구제도를 심으로 통합할 것인지, 

공익감사청구제로를 심으로 통합할 것인지에 논의와 만약 기능을 통합하는 방향으로의 법제화 추진 시 부

패방지 국민권익 원회설치와운 에 한 법률 개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행 공익감사청구만을 감사원법에 

규정할 것인지에 해서는 정책 인 단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신정원․조성규․박재윤,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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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하여 공익감사를 심으로 통합하더라도 감사청구에 한 결정을 하는데 있어 기존 

감사원 내부직원이 심이 되는 감사청구심사자문 원회의 방식이 아닌 외부 문가가 다수 

참여하여 감사의 공정성과 객 성,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국민감사청구심사

원회와 같은 성격의 원회로 개편하여 운 되어야 할 것이다.

   (2) 조사과정에서의 감사청구인에 한 배려 부족

  국민감사와 공익감사를 포함한 감사청구의 수 건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타 기 에 비해 

그만큼 감사원에 한 신뢰가 증가되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할 수 있다. 한 한편으로는 국

민의 권리의식이 증가됨에 따라 국가에 한 요구사항이 많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감사청구인은 자신의 의견이 극 으로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하는데 실제 감사

청구에 한 조사를 진행하는 동안 청구자에게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고 오

히려 문제 행  당사자만 만나서 결정이 내려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감사원, 2013: 60) 감사

청구인에 한 정책 인 배려가 부족함이 지 되고 있다. 감사청구인이 주장한 것이 청구요

건에 실질 으로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해 해 주는 자세

는 고객만족과 더불어 그 기 의 신뢰와도 한 련성이 있듯이 국민 감사청구인에 한 

작은 배려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3) 정권별 감사처리 황의 편차 

  감사청구의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국민들의 국정에 한 참여의지와 심

이 과거와 달리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감사청구에 한 인용률의 경우 노무

 정부는 47.29%(국민감사, 36.18%, 공익감사 58.40%)인데 비해 이명박 정부는 22.48%(국

민감사, 16.98%, 공익감사 28.00%)로 정권별로 지나치게 많은 편차를 보여 다소 정권의 의

지에 따라 감사청구가 운 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측면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결과에 한 투명성 즉 인용되지 못한 이유나 기 에 

해 구체 으로 국민이나 시민단체에게 정보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한 감사원 스스로 

정권별, 연도별 국민감사 인용률 차이가 발생한 이유에 해 구체 인 분석을 통해 감사청

구제도의 투명성  공정성 확보에 극 인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4) 홍보 부족  국민참여형 감사 련 기  자료 부족

  감사원은 국가최고감사기구로서 국민과 기업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공직의 기강을 바로

세우기 해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청구제도 등에 해 국민들이 이러한 제도

가 존재하고 있는지에 해 정확히 잘 알지 못하거나, 제도의 존재를 알더라도 국민들의 이

해를 제도에 한 이해 부족으로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감사청구사항이 일부 제출되고 있

기 때문에 감사청구의 활성화를 해서는 극 인 홍보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정책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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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해서는 인식도 조사가 필요한데 각종 논문자료, 감사원 통계자료, 감사원 백서, 인터넷 

자료를 심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국민 참여 감사제도에 한 국민 인식도 조사15)를 찾

아볼 수 없어 홍보를 한 기 자료 악이 극 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국민참여감사제도가 극 으로 활성화 되지 못하는 이유가 감사원의 업무 부담으

로 작용되어서 그러한지, 아니면 수되는 내용이 공익  차원에서 다루어지는 사항보다 개

인의 민원사항에 많아서 감사 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서 그러한지에 해 감사원 내부직

원의 인식을 반 한 분석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국민참여형 감사는 국민들의 요한 심

사항이 반 되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에서 민심의 척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참여 감

사제도 활성화를 한 극 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3) 감사청구결과

   (1) 국민감사청구의 낮은 인용률

  국민감사의 청구 상과 공익감사의 청구 상은 문구 그 자체로 보면 법령 반 사항이 공

히 동일하며 부패행 의 경우가 다르다고 할 수 있다16). 하지만 공익감사의 경우 감사를 행

하다고 보면 부패행 가 개입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실제 공익감사의 청구 상으로 

「부패방지 국민권익설치운 에 한법률」에 따른 산낭비도 부패행 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구분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일반국민은 더욱 더 법률  논

쟁을 떠나 공익  차원에서 국민감사나 공익감사가 거의 비슷하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으

며 공익감사가 인용률이 좀 더 높기 때문에 국민감사보다 공익감사를 청구할 개연성이 높다

는 이다. 한 2011년도 03. 10일 국민감사청구사항의 사무 처리에 한 규정(감사원훈령 

제395호)을 개정하면서 국민감사청구를 공익감사청구로의 환 수가 가능하게 되어 있는 

것도 감사청구를 제기하는 국민의 입장이 반 된 것으로 단된다.

   (2) 감사청구결과에 한 투명한 정보공개의 부족

  국민감사 는 공익감사를 통해 감사청구 된 사안에 한 감사실시 여부는 수많은 사건을 

다루는 감사원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사안을 다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감사원의 재량을 통

하여 결정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 하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감사청구가 어떻게 진행

15) 국민감사청구나 공익감사청구제도에 한 설문내용으로 국민참여형 제도에 한 국민인식의 정도, 해당 제도

에 한 극 인 참여 의향 여부, 참여의 해 요인  발 인 방안 등에 한 설문을 통해 정책수립에 필

요한 자료 축척이 가능할 것이다.

16) 국민감사의 청구요건은 공공기 의 사무처리가 법령 반 는 부패행 로 인하여 공익을 히 해하는 행

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익감사의 경우도 산낭비, 기 이기주의로 인한 정책지연사업, 국가정책 는 제도

에 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 기타 공공기 의 사무처리가 법 는 부당행 로 인하여 공익을 히 해한

다고 단되는 사항이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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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이루어지는지에 해 궁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재량행 에 한 구체 인 기

이나 원칙이 구체 으로 공개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국민감사  

공익감사청구 제도의 운 모니터링을 하는데 있어 감사 진행, 기각  각하 사건 포함된 국

민감사·공익감사 청구목록과 같은 정보공개가 극 이지 않음을 지 하고 있다. 한 각하 

는 기각되는 사유를 정확히 악할 수 없어 감사원이 편의 로 업무를 처리하거나 정치  

립성이 흔들리더라도 이를 감시할 수 있는 방법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결국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억울한 측면을 최종 으로 해결해  수 있는 마지막 제도

 장치로서 신문고의 상을 높이기 해서는 처리 진행과정  결과에 한 투명한 공개

가 제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감사청구 이후 결정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만큼 간 사항에 한 검을 확인

할 수 있는 제도 인 장치마련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기 의 상을 지속 으로 재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Ⅳ. 결 론

  사회의 복잡화, 문화, 다양화로 사회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시 에서 오늘날 정부

는 정부 주도의 문제해결방식이 한계에 착했음을 인식하고 이를 탈피하기 방안으로 정부

와 국민 등 여러 사회주체들이 함께 하는 참여행정을 극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감사원도 감사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국민참여감사제도를 도입하여 운

하고 있다.

  국민의 직  참여를 통한 감사원의 감사권 발동은 외 상으로 감사원의 직무상 감사 독립

성을 해하는 행태로 보일 수 있겠지만, 직무상의 독립은 주로 정치권의 외압을 막는 수단

으로 이해되는 바 감사청구가 주권자로서의 국민의 의사에 기 한다는 에서 감사원의 독

립성과 별개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오히려 국민감사제의 활성화는 국민의 뜻에 이루

어지기 때문에 감사의 독립성의 제고에 도움을  수 있다.(선정원 외, 2010). 더 나아가 공

익  에서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해 국민  의구심을 해소시킴으로써 감사행

정에 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참여감사에 한 학문 인 무 심과 기 자료의 부족으로 이를 운 하는데 

있어서의 제도 황이나 운 실태분석이 거의 이루어지 못함에 따라 국민참여감사의 발  

방향을 제시하는데 어려울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감사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민감사와 공익감사를 심으로 업무

로세스를 심으로  감사청구제도의 문제 으로 첫째, 국민감사청구의 낮은 인용률,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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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감사청구제도의 기능상의 복문제, 감사청구 근성의 문제, 감사청구결과에 한 투명

한 정보공개의 부족, 조사과정에서의 감사청구인에 한 배려 부족, 정권별 감사처리 황의 

편차, 홍보 부족  국민참여형 감사 련 기  자료 부족 등을 제시하고 이에 한 개선방

안에 해 논하 다. 특히, 정부3.0의 기본 인 국정 운  임 속에서 감사원의 감사 패

러다임의 변화 방향을 국민참여형 감사로 설정하여야 한다는 을 강조하 다는데서 본 

은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국민행복시 를 구 하기 해서는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국민의 아픔을 들어주면서 국민과 함께 하는 최고감사기구로서

의 상을 더 높여 나가야 할 것이고, 국민의 의견이 극 으로 반 될 수 있는 국민참여

감사제도가 극 으로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본 연구를 수행함에서 상당히 어려웠던 부분은 련 선행연구나 통계자료가 상당히 

부족해서 감사원의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한 감사원의 자료도 구체 인 분석을 

수행하기에는 통계자료가 구체 이지 못해 심층 인 분석을 하지 못했던 이다. 향후 국민

참여감사제도에 한 통계자료의 축 과 감사원과 학자간의 극 인 정보교류를 통해 심

도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제시한 문제 과 안제

시와 련하여 외국의 제도와 비교하여 논리를 개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했던 은 향

후 연구과제로 추진할 필요가 높다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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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Public-Participant Audit Request System’s Direction of Change from the 

Public Interest Perspective

·······················································································································Kyung-Ho Cho․Chung-Joo Lee 

  This study examines institutions and operations of public audit and public-interest audit from the 

governance perspective, and tries to provides future direction of change from the public interest 

perspective. Due to the limitations of the public-participant audit system centered around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many problems have been noticed. This paper analyzes these problems 

comprehensively and discusses measures to improvement. Communication between auditor and people 

being the focus, this paper provides valuable implications for suggesting a new national audit 

paradigm.

〔Key Words : Public Audit, Public-Interest Audit,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National Audit 

Paradi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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