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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간 사

  최고감사기구의 바람직한 형태와 보다 발전된 국가감사체계의 확립을 위해서는 선진 

최고감사기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이에 감사연구원에서는 지난 2012년 4월 주요국 

최고감사기구의 지위 및 기능에 관한 비교연구를 발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

구과정에서 최고감사기구의 감사대상과 범위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감사원의 경우 ｢헌법｣ 제97조와 ｢감사원법｣ 제20조에 따라 회계검

사와 직무감찰이라는 감사원의 임무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의 

감사대상 및 범위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업무 

등 준공공 부문이나 공적 자금이 투입된 민간기관 또는 정부의 소액출자 기관 등 공공

자금의 집행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하면서도 

감사원의 감사범위에 해당되는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어 온 것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국․영국 등 주요국 최고감사기구의 감사대상 및 범위에 대

한 법률 규정과 근거기준 등에 대해 조사함으로써 우리나라 최고감사기구로서 감사원

의 감사대상과 범위에 대한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최고감사기구의 

유형과 정부형태를 고려한 비교분석을 통해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모쪼록 본 연구가 감사원의 감사대상과 범위를 확립하는 데 의미 있는 자료로 활용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본 연구를 수행한 연구진과 보고서 작성에 많은 조언을 해주신 

전문가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 12월

감사원 감사연구원

원장 문 호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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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과제 개요

가.  조사배경 및 목적

○ 감사원은 ｢헌법｣ 제97조와 ｢감사원법｣ 제20조에 따라 국가의 세입․세출 결산을 

검사하고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를 상시 검사․감독하며,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

  ※ 회계검사의 범위는 ｢감사원법｣ 제22조(필요적 검사사항), 제23조(선택적 검사사항)에, 직무

감찰의 범위는 동법 제24조(감찰사항)에 규정

  - 이에 따른 감사대상기관은 2011.12.31. 현재 국가기관(9,275개), 지방자치단체

(23,646개), 공공기관(5,027개), 기타 단체(26,427개)를 합하여 64,375개 기관

○ 그러나 이러한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의 감사대상 및 범위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

  -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관리업무 등 준공공 부문, 민간 부문이나 공적 자금이 

투입된 기관(예, 대우건설 등) 또는 정부의 소액 출자 기관 등에 대한 감사 가능 여부 등

○ 따라서 현행 감사원의 감사대상 및 범위에 대한 재검토 필요

  - 본 조사는 감사원의 감사대상 및 범위를 재검토함에 있어 참고자료가 될 수 있

는 해외자료에 대한 조사 목적

  - 특히, 미국․영국 등 주요국 최고감사기구의 감사대상 및 범위에 대한 법률 규

정과 근거기준 등을 중심으로 실시

본 과제는 ‘국가발전을 위한 감사원의 역할 정립 방안’ 연구의 전체 체계 속에서 추진되는 
첫 번째 세부 과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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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사범위 및 방법

□ 조사범위

○ 조사대상

  - (선정기준) 조사대상 국가는 가급적 OECD 국가를 중심으로 하되 최고감사기구의 

소속 및 의사결정방법과 국가별 정부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14개국)1)

  ※ 14개국은 ‘국가별 보고서’ 작성 국가이며, 이외 특별 기능이 있는 국가의 경우에도 사항별로 포함

  ※ ‘국가별 보고서’ 작성 순서는 소속(행정부형→입법부형→독립기관형)과 정부형태(대통령제→

내각책임제→절충형)에 따라 작성

<표 1> 조사대상 국가의 최고감사기구 소속 및 정부형태

소 속
의사결정

방법

정부형태

통령제 내각책임제 충형

행정부형
독임제 국 스 스(독립)

합의제 ( 한민국)

입법부형

독임제 호주(독립), 국(독립) 오스트리아

합의제 아르헨티나

기타  스웨덴

독립기 형
독임제 미국(입법) 핀란드(입법)

합의제 인도네시아 독일, 스페인, 일본 랑스

주: 1) 기울림체는 OECD 미가입국임

   2) 소속 구분은 형식적 분류에 따른 결과이며, 실질적 분류는 괄호로 별도 표기2)

   3) 정부형태의 ‘절충형’은 대통령제 및 내각책임제를 제외한 형태를 총칭하는 개념3)

   4) 스웨덴의 경우 3인의 감사원장이 각각 자신이 맡은 감사영역에 대해 감사사항 선정 및 감사결과

의 처리 등을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형태임에 따라 기타 유형으로 분류

1) OECD 미가입국으로서 아르헨티나와 인도네시아는 최고감사기구가 각각 입법부형  독립기 형이면서도 우리

나라와 같이 통령제 정부형태와 합의제 의사결정방법을 따르고 있으며, 국은 행정부형 소속 형태를 띠고 

있어 조사 상에 포함

2) 를 들어, 미국 GAO의 경우 ｢ 산회계법｣ 제301조나 연방법  제31권 제702조에 행정부와 독립된 미국 

정부기 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의회 요구에 따른 감사사항이 체 감사  90% 이상을 차지하여 의회와 

한 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1986년 법원에서는 ‘GAO는 입법부의 한 기 ’이라고 결하는 등(감사원, 

2008: 4) 실질 으로는 입법부형으로 볼 수 있음

3) 정부형태에 한 표 방식( 충형, 이원정부제 등)은 학자들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본 과제에서는 문홍주

(1987)의 분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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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감사기구의 소속에 대한 분류방법】

 ▸ 유형 분류형태

  - 헌법, 법률 등의 명시적 규정 유무에 따른 구분(형식적 분류)과 실제 운영실태에 

따른 구분(실질적 분류)으로 나눌 수 있음

 ▸ 형식적 분류기준

  - 행정부형: 법․제도 형식상 대통령 또는 재무부 등 행정부에 속하는 유형

  - 입법부형: 법․제도 형식상 의회에 속하는 유형

  - 사법부형: 법․제도 형식상 사법부에 속하는 유형

  - 독립기관형: 행정․입법․사법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유형

  ⇒ 본 과제에서는 형식적 분류에 따라 조사 실시

○ 조사내용

  - 감사대상 및 범위 설정을 위한 법률 규정과 근거기준 및 기본원칙 등 

  - 각 국가별 최고감사기구의 감사대상 및 범위 정도

  ∙ 감사대상 분석의 기관유형 분류: 중앙 및 지방정부, 공기업 등 공공기관, 정부

예산 지원 및 감독기관, 준공공 부문(민간 부문) 등의 분류기준에 따라 분석

  ∙ 감사범위 분석방법: 각 국가별 감사종류에 따른 감사범위 분석

<표 2> 감사대상 분석을 위한 기관유형 구분

부문 구 분 세부내용

공공 

부문

앙  지방정부
 - 앙  지방정부(국가기 , 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등으로 공공성이 

강하고 법, 의회, 언론, 시민 등으로부터 상시모니터링되고 있는 부문

공공기
 - 앙  지방정부에 의하여 설립․운 되는 공공기 (국 기업, 공기업, 

정부기  등)으로 정부가 산지원  인사권 행사 

정부 산 지원  

감독 기

 - 각종 보조단체 등 정부의 산지원, 경 방침 제시, 리․감독 상 기

 - 수익창출보다는 공익을 한 서비스 제공

  공공부문

  (민간부문)

 - 복지단체, 아 트 리, 공공서비스 제공 주식회사 등 주된 존립목 이 

외거래를 통한 수익성 제고보다 내부 리를 통한 공익성을 추구하는 기

 - 참여 구성원 체를 한 공익성 제고 목

자료: 한국내부통제학회(2010)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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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최고감사기구의 설립원칙(INTOSAI Lima Declaration)

  ※ 1977년 공포된 이래 각국 최고감사기구의 설치 및 개편 등에 있어 기본원칙으로 활용

  최고감사기구(Supreme Audit Institutions, SAI)의 개념

 - 한 국가 내 공공 부문에 대한 감사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최고 지위의 기관

(INTOSAI, 2007)

  감사의 목적(제1조)

 - 최고감사기구를 통한 감사는 회계기준에의 적합 여부는 물론 재무관리가 합법성, 능률

성, 효과성, 경제성 원칙에 반하는지 확인하여 시정조치(corrective action), 책임확인, 

배상확보(obtain compensation) 조치를 하거나 여러 위반행위의 발생을 방지하는 것

  최고감사기구의 독립성(제5조)

 - 최고감사기구의 임무를 객관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감사대상기관 및 외

부 영향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함

 - 즉, 최고감사기구는 기능상․조직상 독립성을 지녀야 하며, 최고감사기구의 설치와 독

립성의 정도를 헌법에 명시하여야 함

  최고감사기구와 의회 및 정부와의 관계(제8조, 제9조)

 - 의회와의 관계(제8조)

 • 감사원의 독립된 감사뿐만 아니라 의회를 대리하여 감사하는 경우에도 감사원의 주도권

(initiative)과 자율권 보장

  - 각 국가별 최고감사기구의 감사대상 및 범위 관련 특별 기능

  ※ 예) 스페인 감사원의 정당 및 정치조직에 대한 감사, 미국 감사원의 입찰이의에 대한 재결 등

□ 조사방법 

○ 주요국 최고감사기구 법령 조사 

○ 최고감사기구의 감사대상 및 범위와 관련된 문헌 검토  

○ 전문가 세미나(법령 등에 대한 조사 이후 필요시 실시)

  ※ 국가별 설문조사는 제한된 연구기간(6. 26.~8. 25.) 및 응답의 신뢰성 문제 등으로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기존 조사결과 활용

  ∙ 2009년 9월 발족한 감사원의 ‘국가감사체계 발전방안 연구’ T/F에서 2010년 1월 초까지 약 

4개월간 설문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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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과 의회와의 관계는 각 국가의 여건에 따라 헌법에 명시

  ※ 감사결과 보고(제16조): 최고감사기구는 의회와 국민에 대해 보고할 권한과 의무가 있음

(empowered and required by the Constitution)

 - 정부와의 관계(제9조)

 • 감사원이 정부에 대해 감사를 한다고 해서 정부가 감사원에 종속되는 것은 아니며 정부는 

정부활동에 대한 책임을 짊

  최고감사기구의 감사대상(제18조～제24조)

 - 모든 공공 부문의 재무관리(제18조), 해외 공공기관 및 기타 기구(제19조), 국가 세입

(tax)(제20조), 공공계약 및 업무(제21조), 전자데이터 처리시설(제22조), 공공기업

(제23조), 보조금 수혜기관(제24조), 국제기구 및 초국가조직(제25조)

  최고감사기구의 권한(제10조～제12조)

  - 재무관리와 관련된 모든 자료 및 문서에 대한 접근과 요청 권한 보유(제10조)

  - 의회 및 정부에 법안과 재무 관련 규정에 대한 의견과 전문지식 제공(제12조 제1항)

  - 회계 관련 규정 및 기준은 최고감사기구의 동의 후 채택(제1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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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종합분석 결과

가.  최고감사기구의 주요 임무 및 역할  

□ 부분의 국가에서 공공 부문의 재정통제를 한 최고감독기 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법률에 규정

○ 중앙정부 등 공공 부문의 수입, 지출, 재산관리 등 회계와 재정관리에 대한 적법성 

및 적정성 검사 실시

○ 이와 함께 정부운영 및 추진사업에 대한 경제성․능률성․효과성 검토

  ※ 모든 국가에서 법률에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대부분 정부회계기준 및 관련 법률 등의 

제․개정 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표시

□ 최고감사기구의 소속형태(행정부형, 입법부형, 독립기 형)나 국가별 정부형태(

통령제, 내각책임제, 충형)와 무 하게 최고감사기구로서 역할은 유사

○ 특히, 소속형태에 관계없이 의회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감독) 기능을 보좌 또는 

지원하는 기구로서 역할을 규정하거나 감사결과를 의회에 제출․보고하도록 규정

  ※ 행정부 소속인 중국과 스위스의 경우에도 동일

  ∙ 중국 심계서의 경우 전국인민대표대회(의회)의 집행기관 및 최고행정기관인 국무원(내각)

에 소속되어 이를 지원하고 있으며, 스위스의 경우 행정목적상 연방정부 재무성에 소속되

어 있으나 연방의회의 재무 관련 권한 및 연방정부에 대한 감독기능 수행 지원(본문 35쪽, 
40쪽 참조)

○ 단, 감사사항 선정 등 직무상의 독립성에 대해서는 ｢헌법｣이나 ｢감사원법｣ 등에 

규정함으로써 대부분 자율적인 감사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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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최고감사기구의 감사대상 및 범위

 ※ 각 국가별 최고감사기구의 감사대상 및 범위 설정과 관련하여 별도의 근거기준이나 기본원칙 등을 

제시하고 있는 국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대부분 ｢감사원법｣ 등 법률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음

□ 앙(연방)정부에 해서는 부분의 국가에서 감사 실시

○ 주로 세입, 세출 등 중앙 예산의 집행상황 및 재정수지, 사업 및 프로그램 등의 

운영 효율성 등에 대해 감사 실시

○ 정부부처 등 정부기관에 의해 수행되거나 감독이 필요한 예산 및 업무활동에 

대해 점검

<표 3> 국가별 최고감사기구의 감사대상 비교

소속 정부형태 국가명

감사 상

앙
(연방)
정부

지방
정부

공공기
(국 기업, 
공기업 등)

정부
산지원  
감독기

공공 부문
(민간 부문)

행정부형
내각책임제 국 ○ ○ ○ ○ △

충형 스 스 ○ △ ○ ○

입법부형

통령제 아르헨티나 ○ ○ ○ △

내각책임제

호주 ○ ○ ○ △

국 ○ ○ ○

스웨덴 ○ ○ ○ △

충형 오스트리아 ○ ○ ○ ○ △

독립기 형

통령제
미국 ○ △ ○ ○

인도네시아 ○ ○ ○ ○ △

내각책임제

독일 ○ △ ○ ○ △

스페인 ○ ○ ○ ○ △

일본 ○ △ ○ ○ △

충형
핀란드 ○ △ ○ ○ △

랑스 ○ ○ ○ ○ △

주: △(일부 또는 조건부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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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정부에 한 감사는 국가별로 차이

○ 지방정부를 감사대상으로 하는 국가는 중국․오스트리아․인도네시아․스페

인․프랑스

  - 감사권한이 최고감사기구에 부여되어 있으며, 최고감사기구가 ① 직접 감사를 

실시하거나, ② 하급기관인 지방감사기구에 위임하고, 이에 대한 감독 실시

  - 오스트리아, 인도네시아의 경우 최고감사기구가 직접 감사 실시

  - 중국과 프랑스의 경우에는 지방정부가 감사대상이기는 하나 지방의 각급 회계

검사기관 및 지방감사원에서 감사를 수행하고 최고감사기구는 이에 대해 감독

 중국의 경우 심계서 외에 각 지방정부별로 별도의 회계검사기관을 설치하여 지방정

부의 재정 및 예산, 산하 공기업의 재정에 대한 회계검사를 실시하며, 각급 지방회

계검사기관은 상급 기관과 관할 지방정부로부터 이중 지휘를 받고, 상급 기관은 하

급 회계검사기관의 감사결과에 대한 변경․폐기 요구 가능(본문 36쪽 참조)

 프랑스의 경우 지방정부 및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감사원의 위임사항 포함)는 지방 

감사원이 수행하며 감사원은 상급법원으로 지방 감사원 및 해외령 감사원의 감독기

능 수행(본문 88쪽 참조)

  - 스페인의 경우에도 지방정부에 대한 감사권한은 스페인 감사원에 부여되어 있

으나 지방감사기구(Regional Audit Institution)에 위임하여 실시하고 지방감사기

구가 설치되지 않은 5개 주에 대해서는 직접 감사(본문 76쪽 참조)

  ※ 지방감사기구가 작성한 보고서는 스페인 감사원에 제출

○ 특정 조건하에서 지방정부를 감사하는 국가는 스위스․미국․독일․일본․핀란드

  - 원칙상 독립된 지방감사기구에 의해 실시하나 중앙정부의 재정지원(보조금 등) 

사항과 중앙정부와의 공통 소관사항 및 역할분담사항 등에 대해 감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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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스의 경우 주(canton)에 의해 사용된 연방자금(보조금, 대부금, 선수금 등)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며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정부 동의하에 연방자금의 

사용에 대해 감사(본문 40쪽 참조)

 미국은 ｢단일감사법｣에 따라 연간 50만 달러 이상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 감사(본문 

62～63쪽 참조)

 독일은 지방정부에 대해 16개 주감사원이 독립적인 재정통제기능을 수행하나 주감

사원과 공통 소관사항에 대해 공동감사를 실시하거나 역할분담을 통해 감사 실시(주

감사원에 위임하거나 주감사원의 감사임무를 수행)(본문 70쪽 참조)

 일본 및 핀란드는 원칙상 지방정부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지 않으나 국가보조금을 지

원하거나 재정원조를 하는 사업회계에 대해서는 감사 실시(본문 80쪽, 84쪽 참조)

○ 지방정부에 대해 최고감사기구가 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국가는 아르헨티나․호

주․영국․스웨덴

  - 국가 최고감사기구와 독립된 지방감사기구에 의해서만 감사 실시

  ※ 영국의 경우 감사위원회(the Audit Commission)에서 지방정부 감사를 실시해 왔으나 2010
년 8월 감사위원회 폐지가 추진되면서 현재 새로운 지방정부 감사방식 논의 중(본문 50쪽 

참조)

  - 주로 최고감사기구의 소속이 입법부형인 국가에서 지방정부에 대한 감사 미실시

  - 이는 지방정부에 대한 통제 권한이 행정부형이나 독립기관형보다 입법부형 국

가에서 다소 약하기 때문으로 판단

□ 공공기  는 정부 산 지원  감독 기 에 해서도 부분의 국가에서 감사  

실시

○ 중앙정부 등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국영기업이나 공기업 등의 자산, 부채, 손익 

등 재정상태(재무제표 등)에 대해 감사

  - 특히, 중국․스웨덴․인도네시아․일본 등에서는 중앙은행에 대한 감사도 법률

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스위스․핀란드는 국립은행 제외(본문 40쪽, 86쪽 참조)

○ 국가의 재정지원이나 보조금을 받는 기관, 정부가 의사결정권한 등 통제권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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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한 기관, 법률에 의해 감사를 받도록 규정한 기관 등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감사 실시 

  - 특히, 독일의 경우 연방정부로부터 보조금 또는 지급보증을 받는 모든 공법인의 

재무관리(financial management)에 대해 검사(본문 70쪽 참조)

  ※ 연방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출자액(지분 크기)에 관계없이 감사 가능(본문 70쪽 참조)

  - 스페인․일본․핀란드 등의 경우에도 보조금, 대부금, 지급보증 및 기타 지원

(장려금, 조성금 등) 등을 받는 경우 모두 감사대상임을 규정

  ※ 핀란드의 경우 정부보조금을 지원받는 국가 복권 및 슬롯머신협회 등도 감사대상(본문 84쪽 
참조)

  - 영국․일본의 경우 BBC(재원관리 승인․감독기관), NHK(법률로 규정된 검사대

상기관) 등 국민들이 납부하는 수신료 재원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에 대해 감사 

가능(본문 51쪽, 80쪽 참조)

○ 다만, 일부 국가의 경우 투자 및 출자와 관련하여 출자 범위 등 설정

 주로 정부가 과반수(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거나(스위스․오스트리아․스웨

덴․일본․핀란드 등) 완전 또는 대부분 정부투자로 이루어진 기관(중국)으로 규정

 - 단, 일본의 경우, 정부가 자본금의 일부만 출자한 기관(중부국제공항주식회사 등 

6개 법인)과 정부가 자본금을 출자하는 기관이 출자한 기업(홋카이도 여객철도주

식회사 등 15개 법인)에 대해서도 감사 가능(본문 81쪽 참조)

 프랑스의 경우, 감사원의 필수적 감사대상기관(정부 외에 공공서비스 관련 단체, 국

영기업, 사회보장기관 등도 포함)이 의결권 또는 자본의 50% 이상을 보유하거나 의

사결정 등에 있어 지배적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까지도 포함하여 보다 폭넓게 적용

(본문 88쪽 참조)

□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업 등 공공성(公共性)과 공익성(公益性)이 높은 

공공 부문(민간 부문)에 한 감사는 국가별로 차이

○ 사회보장 및 보험기구에 대해 중국․오스트리아․독일․프랑스 등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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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경우, 정부 또는 정부에 의해 권한이 부여된 조직이 관리하는 사회보장기금, 

사회기부자금, 기타 유관기금 및 자금에 대해 감사(본문 35쪽 참조)

 독일의 경우, 공적인 사회보험기구로서 건강 및 요양보험, 사고 및 연금보험 담당 

기관(농민 연금보험 등)에 대해서도 감사 실시(본문 70쪽 참조)

 ※ 사회보험기구 간 연합체에 대해서는 법적 형태에 관계없이 이들 연합체의 회원이 

감사원의 감사대상이 되는 경우 위 규정 준용

 프랑스의 경우, 민간법인의 지위를 보유하거나 재정상의 자치권을 보유한 사법상의 

기관이지만 보험 등 의무적 가입대상 분야의 전체 또는 일부를 담당하는 기관에 대

한 감사 실시(본문 87쪽 참조)

 ※ 질병, 출산, 퇴직, 장해, 사망, 업무상 재해 및 질병에 대한 보험과 가족수당, 그리고 

위 기관들의 연합체도 동일한 감독 대상

○ 자선단체 및 단체가 모집한 기부금에 대해 중국․프랑스 등에서 실시

  - 프랑스의 경우 자선단체가 모집한 기부금(품)이 기부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 사용내역 검사(본문 89쪽 참조)

  ※ 이 경우 기부금(품)을 공여받은 단체도 검사 대상

○ 정당 및 정치조직에 대해 스페인 등에서 실시

  - 스페인의 경우 정부의 지원을 받는 정당이나 선거자금을 지원받는 정치조직의 

선거운동 관련 회계에 대해 감사 실시(본문 76쪽 참조)

  ※ 본 과제의 조사대상 외 국가로서 헝가리 감사원도 정당에 대한 감사 실시(감사원, 2003)

○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업(단체)에 대해 독일․아르헨티나 등에서 실시

  - 특히, 독일의 경우 민영화된 철도주식회사, 우편주식회사, 통신주식회사 등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법상 법인의 재무관리에 대한 감사 실시(본문 70쪽 참조)

  ※ 연방정부가 지분을 보유하지 않으나 기업이익의 4분의 1 이상을 연방정부가 수취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경영관리(재무제표 검사 포함)에 대해 감사하며 연방정부가 지분을 보유

한 민간기업체뿐만 아니라 연방정부 및 주정부가 회원으로 있는 조합의 경영관리에 대해

서도 감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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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펀드나 경제적 편익을 받는 기관에 대해 영국․핀란드 등 실시

 영국은 정부의 모든 차입거래 및 대부분의 국내 대부거래를 다루는 국가대부펀드

(National Loans Fund)에 대한 회계검사 실시(본문 50쪽 참조)

 핀란드도 국가로부터 펀드나 혹은 경제적 편익을 받는 법인체 및 개인에 대해 편익제

공 기준 및 조건의 적정성 여부 감사(본문 84쪽 참조)

 스웨덴은 실업수당기금 혜택을 받는 기관(the unemployment benefit fund offices)

의 실업수당 관리와 관련한 성과감사 실시(본문 55쪽 참조)

 인도네시아는 정부자금, 해외원조 및 정부지원이 이루어지는 민간사회기관 감사 실시

(본문 67쪽 참조)

 오스트리아는 법령상․직능상 대표기관(statutory professional representative bodies)

이나 연방정부가 손실을 보증하는 경제기업(Economic Enterprises)도 감사대상에 

포함(본문 58쪽 참조)

□ 그 외 특별한 감사 상

○ 국제기구 및 이와 관련한 기금에 대한 감사

  - 중국․영국․핀란드 등에서 국제기구 및 국제기구로부터의 원조 등에 대한 감사 수행

 중국의 경우 국제기구나 외국정부로부터의 원조 또는 차입항목의 자금 수지에 대해 

감사 실시(본문 35쪽 참조)

 영국은 국제기구의 요청에 따라 ILO 등 국제기구에 대한 회계검사 수행(본문 50쪽 참조)

 핀란드의 경우 핀란드와 EU 간 재정 이전 관련 감사나 EU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감사 수행(본문 85쪽 참조)

 ※ 1995년 특별 감사법 도입을 통해 감사권한 부여

○ 대학에 대한 감사

  - 스웨덴은 공공 부문의 주요 부문을 차지하는 대학 부문에 대한 성과감사를 통해 

비용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한 평가 수행(본문 57쪽 참조)

  ※ 본 과제의 조사대상 외 국가로서 아일랜드 감사원도 대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노르웨

이는 학생회에 대해서도 감사 실시(감사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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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개인에 대한 조사 및 감사

  - 중국의 경우 실시 중인 감사와 관련한 사항에 한하여 유관기관 및 개인에 대한 

조사와 증빙자료 취득 권한 보유(본문 36쪽 참조)

  - 미국은 법률 또는 본인과의 합의에 따라 개인의 기록 정보를 제공받을 권한 보유

(본문 63쪽 참조)

  ※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 그 기록의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 발부 가능

  - 호주는 당사자와 합의(arrangement)에 의한 경우 일반 개인 및 기관에 대해 감사 

가능(본문 47쪽 참조)

  ※ 합의에 의한 경우 재무감사에서와 같이 감사비용(audit fee) 청구

다.  최고감사기구의 감사종류 및 범위4)

□ 재무감사의 감사범

○ 재무감사를 통해 수행되는 감사영역은 주로 회계검사,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내

부통제 등 재무관리시스템, 재무 관련 표준운영절차 준수 여부 등

  - 다만, 재무 관련 담당자의 윤리규정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중국․오스트리아․

미국․독일․스페인․프랑스 등 일부 국가에서만 실시 

  ※ 일부 국가의 경우 다소 차이는 있으나 주로 최고감사기구의 소속이 입법부형인 경우 재무 

관련 담당자의 윤리규정 준수 여부 확인 권한 미보유 

4) 스페인․ 랑스 등 일부 국가의 경우 감사 종류로서 재무감사와 성과감사를 법률 등에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도 있으며 이 경우 세부 내용에 한 확인을 통해 구분



22 [제1편] 감사대상 및 범위에 대한 종합분석

<표 4> 국가별 최고감사기구의 재무감사 범위

소속 정부형태 국가명

재무감사 역 구분

회계
검사

재무제표
 감사

내부통제 등 
재무 리
시스템

재무 련 
표 운 차 

수 여부

재무 담당자 
윤리규정 
수 여부

행정부형
내각책임제 국 ○ ○ ○ ○ ○

충형 스 스 ○ ○ △ ○

입법부형

통령제 아르헨티나 ○ ○ ○ ○

내각책임제

호주 ○ ○ ○ ○

국 ○ ○ ○ ○

스웨덴 ○ ○ ○ ○

충형 오스트리아 ○ ○ ○ ○ ○

독립기 형

통령제
미국 ○ ○ ○ ○ ○

인도네시아 ○ ○ ○

내각책임제

독일 ○ ○ ○ ○ ○

스페인 ○ ○ ○ ○ ○

일본 ○ ○ ○

충형
핀란드 ○ ○ ○ ○

랑스 ○ ○ ○ ○ ○

주: 스위스의 경우 재무 관련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감사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나, 주로 행정기관의 내

부감사에서 수행하도록 권장하며 연방감사원은 내부통제의 효과성 검토

자료: 2010년 감사원 설문조사 결과 등 참고

○ 구체적으로 국가기관 등 공공회계의 수입과 지출현황, 일상적인 재무 및 회계활

동, 재무보고서와 회계자료 등에 대한 검증을 통해 재정의 적법성 및 적정성 등 

확인

  - 특히, 재무제표에 대한 검사는 재무제표가 회계기준 등 법적 요구사항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기관의 재무상태 및 재무성과, 자금흐름 등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는지 검토

  - 미국․독일 등의 경우에는 공공자금의 수령, 지불, 사용 등 모든 재무거래를 대

상으로 함으로써 보다 폭넓게 규정

  ※ 독일의 경우 완료된 회계나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진행 중인 회계와 프로젝트의 운영실태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하며, 계약의 계획이나 입찰과정도 감사 가능(본문 7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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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정부형태 국가명

성과감사의 역 구분

사업 등의 
경제성․능률성
․효과성

기 의 
운 시스템에 

한 정성

사업 련 
표 운 차 

수 여부

사업 담당자 
윤리규정 
수 여부

행정부형
내각책임제 국 ○ ○ ○ ○

충형 스 스 ○

입법부형

통령제 아르헨티나 ○ ○ ○

내각책임제

호주 ○ ○

국 ○ ○

스웨덴 ○ ○

충형 오스트리아 ○ ○ ○ ○

○ 재무감사를 위해 감사대상기관의 회계장부 및 증빙자료, 재무제표, 재무 관련 시

스템, 자산 및 관련 정보 등 검사권한 보유

  - 국가안보 등 특별한 법률 규정 및 제약사항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감사자료 

및 정보에 대한 접근 가능

  - 특히, 중국의 경우 감사대상기관이 공공자금을 은행에 예치한 증거가 있는 경우 

금융기관의 예금에 대한 조사와 필요시 예금 동결이 가능하고, 국가 규정에 위

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한 압류 권한도 보유(본문 37쪽 참조)

□ 성과감사의 감사범

○ 성과감사를 통해 수행되는 감사영역은 주로 사업(프로그램, 프로젝트) 등의 경제

성․능률성․효과성과 기관운영시스템에 대한 적정성 등

  - 사업 관련 표준운영절차 준수 여부나 사업 담당자의 윤리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감사는 국가별로 다소 차이 

  - 특히, 사업 담당자의 윤리규정 준수 여부는 중국․오스트리아․독일․스페인․

프랑스 등에서만 실시 권한 보유

  - 스위스 및 인도네시아의 경우 사업 등의 경제성․능률성․효과성에 대해서만 

감사를 실시하고 있어 성과감사의 범위가 가장 협소

<표 5> 국가별 최고감사기구의 성과감사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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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정부형태 국가명

성과감사의 역 구분

사업 등의 
경제성․능률성
․효과성

기 의 
운 시스템에 

한 정성

사업 련 
표 운 차 

수 여부

사업 담당자 
윤리규정 
수 여부

독립기 형

통령제
미국 ○ ○ ○

인도네시아 ○

내각책임제

독일 ○ ○ ○ ○

스페인 ○ ○ ○ ○

일본 ○ ○

충형
핀란드 ○ ○

랑스 ○ ○ ○ ○

자료: 2010년 감사원 설문조사 결과 등 참조

【참고: 국가별 성과감사 실시 비중(감사연구원, 2012: 47)】

  국가별(16개국) 성과감사 실시 비중은 평균 39.8%

 - 네덜란드(25%), 노르웨이(28%), 스웨덴(90%), 아르헨티나(35%), 아일랜드(20%), 

오스트리아(94%), 이스라엘(70%), 인도네시아(15%), 체코(30%), 터키(5%), 포르

투갈(11%), 프랑스(50%), 헝가리(25%), 호주(38%), 미국(80%), 영국(21%)

  ※ 성과감사 실시 비중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인력, 예산 등 감사자원과 감사결과(감사

사항 수) 등을 활용할 수 있으나 위 조사결과의 경우 특별히 이를 구분하지 않고

‘투입되는 감사자원’으로  명기함에 따라 각국에서 비율 산정 시 활용된 기준은 다를 

수 있음

□ 그 외 특별한 감사유형

○ 재정기강감사(財政法紀審計)

  - 중국의 경우 재무감사와 함께 재정기강감사를 통해 감사대상기관 또는 감사대

상자의 직권남용, 뇌물수수, 공금의 유용 여부 등 재무기강 위반 여부까지도 조

사(본문 37쪽 참조)

○ 포렌식 감사(Forensic Audits and Special Investigations)

  - 미국․독일․프랑스․인도네시아 등은 부정행위나 낭비, 남용, 부패 등의 사건

에 대한 과학적 수사 및 특별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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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과제의 조사대상 국가 외에 노르웨이․이스라엘․이탈리아․터키 등에서도 실시

  ※ 포렌식 감사의 경우 주로 최고감사기구의 소속이 독립기관형인 경우 실시하고 있는데, 이
러한 결과는 통상적으로 입법부형의 경우 권력분립의 원칙 등에 따라 의회의 재정통제기

능에 대한 지원역할에 보다 충실한 반면, 독립기관형의 경우 의회의 재정통제기능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행정부의 재정활동에 대한 내부통제의 지원역할도 수행하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음(장영수․차진아, 2009: 126)

○ 정부예산 관련 특별 기능

  - 스위스의 경우 전체 재무 관련 연방부처의 모든 예산 집행 단계를 조사하고 확

정되기 전 무작위 추출검사(spot checks)를 통한 관리통제를 점검하는 특별감사

기능(Particular Control Functions) 수행(본문 41쪽 참조)

  - 독일의 경우 연방정부의 부처별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기 전 관련 부처와 재정

부 간 회의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정부예산에 대한 자문(Advising on the 

state budget) 기능 보유(본문 74쪽 참조)

  ※ 본 과제의 조사대상 국가 외에 벨기에․헝가리․폴란드․슬로바키아 등의 경우에도 정부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기 전 사전 검토 후 의회에 의견서 제출(감사원, 2003)

○ 성과감사와 별도로 공공정책 및 프로그램 등에 대한 평가 실시

  - 미국의 경우 감사원장의 자체적 판단 또는 상․하원의 요구 또는 정부 프로그램

이나 활동을 관장하는 의회 소관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정부 프로그램 및 활동에 

대한 평가 실시(본문 64쪽 참조)

  - 프랑스의 경우 계별 회계의 경제성․효율성을 검증하는 성과감사와는 다른 감

사영역으로서 정책목표가 경제적․효율적으로 달성되었는가를 점검하는 공공

정책 평가 실시(본문 90쪽 참조)

  - 인도네시아의 경우 재무감사 및 성과감사 이외의 특정한 사항이나 사업을 대상

으로 한 심층조사를 실시하는 특정목적 감사 수행(본문 68쪽 참조)

  ※ 쓰나미 등 자연재난 관련 해외원조자금 등에 대한 감사



26 [제1편] 감사대상 및 범위에 대한 종합분석

라.  특별 기능

□ 회계심   변상 정

○ 스페인 및 프랑스의 최고감사기구는 회계법원으로서 독립적인 회계심판 권한을 

보유하고 회계직원의 재정상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심판권 행사

 스페인의 경우 공공자금 및 자산관리 관련 회계책임에 대한 심판 권한 보유(본문 78쪽 

참조)

 ※ 회계심판권은 징계권자의 조치나 형사재판절차와 양립 가능하며, 범죄행위의 경우

에도 민사책임은 감사원의 관할권이 미치는 한 회계심판권에 의해 결정

 프랑스는 재정상 위법행위가 있다고 인정된 공공출납관에 대한 심판권 행사(본문 87쪽 

참조)

 - 재정상 위법행위에 대한 심판(변상책임 등), 벌금부과, 예산․재정징계법원에 고발 

및 형사사건의 경우 검찰청 및 형사법원으로 이첩

○ 중국 및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도 준사법적 변상명령 권한 보유

 인도네시아는 출납관 등의 위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한 조사․평가 및 보전

(배상책임 등) 기능을 보유하고 있으며 감사원의 결정으로 확정(본문 69쪽 참조)

 중국은 재정규정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환수․반환) 명령 및 징계요구 권한 보유(본문 

38쪽 참조)

 - 해당기관 및 관련 부처에 개선 요구 또는 직권범위 내에서 처리 및 처벌 가능

 -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기관의 주요 책임자에게 징계를 건의하며 감사대상기관 혹은 

상급기관, 감찰기관은 법에 따라 징계 결정, 범죄의 경우 형사책임 부여

○ 이 외에도 미국․독일․아르헨티나․스웨덴․일본 등의 경우 변상조치 요구나 

징계 요구 등 일부 권한 보유

  ※ 최고감사기구의 소속이 행정부형이나 독립기관형인 경우 변상명령과 같은 준사법적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보다 강한 처분권한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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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 계 직원의 책임해제 결정

○ 프랑스․스페인 등의 경우 감사대상기관의 회계에 대한 사후감사를 통해 회계관계 

직원의 책임 해제

  ※ 본 과제의 조사대상 국가 외에 그리스․이탈리아․터키 등에서도 권한 보유(감사원, 2003)

□ 입찰이의에 한 재결(bid protest rulings)

○ 미국 감사원의 경우 연방정부의 조달(계약) 관련 입찰과정에서 법규위반 등 부당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재결권한 보유(본문 66쪽 참조)

□ 국가 채무부담행 에 한 부서(副署, countersign)

○ 오스트리아의 경우 국가부담이 되는 모든 채무관계 서류에 대해 부서(본문 60쪽 참조)

  - 기채(the debt)가 합법적이고 적정하게 국가채무 원장에 등록되었음을 확인하는 

용도로 활용

  ※ 본 과제의 조사대상 국가 외에 헝가리 감사원도 부서 기능 보유(감사원, 2003)

□ 기타 국가에서 실시하는 특별 기능

○ 사전감사(prior audit)(그리스․아일랜드․이탈리아․체코․터키․브라질 등)

  - 이탈리아의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에 대하여 정당한 거래 여부, 법적 근거 

유무 등을 판단하여 지출 승인(감사연구원, 2009)

  - 아일랜드의 경우 최고감사기구가 국고출납통제관으로서 중앙은행의 자금이 의

회가 승인한 목적 외의 용도로 행정부에 송금되는 것을 통제(감사연구원, 2012)

○ 계약행위 및 지출행위에 대한 사전적 재정통제(포르투갈)

  - 포르투갈의 경우 사전감사는 하지 않으나 계약행위나 지출을 발생시키는 행정

행위 등에 대하여 지출이 이루어지기 전 법률 등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사전

적 재정통제(priori financial control) 역할 수행(감사연구원, 2012)

  ※ 독일의 경우에도 계약의 계획이나 입찰과정에 대한 감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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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연금 등의 심사청구에 대한 심판(그리스․이탈리아․일본 등)

  - 그리스의 경우 연금과 관련한 분쟁 및 이의제기 등에 대한 심판과 연금 관련 법

률안에 대한 의견 표시(감사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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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시사점

□ 국가별 정부형태  최고감사기구의 소속형태는 다양하나 부분의 국가에서 최고

감사기구는 공공 부문의 재정통제를 한 감독기 으로서의 역할 수행

○ 공공 부문의 수입, 지출, 재산관리 등 회계와 재정관리에 대한 적법성 및 적정성 

검사 실시

○ 정부의 재정지원이나 보조금 등 공공자금을 지원받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감

사 수행

○ 이와 함께 의회를 보좌 또는 지원하는 기구로서의 역할과 그에 따른 감사결과의 

의회 제출․보고 실시

□ 최고감사기구의 감사 상으로 앙정부와 공공기 , 정부 산 지원  감독기 의 

경우 부분 국가에서 감사 실시

○ 다만, 지방정부에 대한 감사는 국가별로 다소 차이

  - 최고감사기구의 소속이 입법부형인 국가의 경우 주로 미실시

  ※ 이는 지방정부에 대한 통제권한이 행정부형이나 독립기관형보다 입법부형 국가에서 다소 

약하기 때문으로 판단

○ 또한 정부의 투자 및 출자와 관련하여 일부 국가의 경우 그 범위를 설정

  ※ 주로 정부가 과반수(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나 자본금의 일부만 

출자하는 기관 또는 출자액(지분 크기)에 관계없이 감사 가능 국가 존재

□ 공공성(公共性)과 공익성(公益性)이 높은 공공 부문(민간 부문)에 한 감사는 

국가별 상황과 여건에 따라 차이

○ 사회보장 및 보험기구, 자선단체 및 기부금, 정당 및 정치조직, 공공서비스를 제

공하는 민간기업(단체) 등에 대한 감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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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 공공자금이 투입된 영역 등 기본적인 실시대상(중앙정부, 공공기관, 정부예산 지

원 및 감독기관 등)을 제외하고 최고감사기구의 감사대상 및 범위 설정에 있어 

크게 공공성 및 공익성과 보충성(subsidiarity)의 원칙 적용

○ 그 영향이 특정 개인이 아닌 국가 및 사회 전체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공공성 및 

공익성이 높은 분야의 경우 감사대상으로 설정

  - 사회보장 및 보험기구,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업 등 다수의 일반 국민이 

서비스의 수혜 대상인 경우

  - 다만, 자선단체나 기부금과 같이 다수의 국민으로부터 자발적 기부를 받아 특정 

대상 집단에게 제공하는 경우 감사 실시에 대한 사회적 합의(social agreement)의 

필요성 존재

  ※ 기부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가, 올바른 대상자에게 제공하였는가 등 기부금 사용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 

○ 감사사각 방지 또는 자체감사의 기능적 한계(독립성 부족 등)가 있는 영역 등에 

대해서는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감사대상으로 설정

  - 특히, 지방정부에 대한 감사는 지방감사원 등 독립적인 감사기구가 없거나 감사

기구가 있더라도 국가의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보충적으로 실시

□ 따라서 감사원의 감사 상  범 에 한 재검토 시 해외사례를 고려한 국내 실정 

검토 필요

○ 특히, 증가하고 있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 공익성을 추구하는 조합 등 준공공 부

문(민간 부문)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 필요

  ※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가 또는 승인하여 관리하는 비영리단

체(재단법인, 사단법인 등)의 수가 증가하고 장애인․노인․영유아 등 복지시설의 지출 규

모도 급격히 확대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행정기관의 관리․통제는 물론 사회적 감시 및 

감독도 미흡한 수준(한국내부통제학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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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기업(단체)이면서도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해서도 검토 필요

  ※ 독일은 공공서비스 제공 민간기업에 대해 연방정부가 지분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기업이익의 

4분의 1 이상을 연방정부가 수취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경영관리(재무제표 검사 포함)에 

대해 감사 실시(본문 72쪽 참조)

○ 또한, 자치단체의 감사사각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감사원의 노력 필요

  - 지방자치의 정착에 따른 지방분권의 가속화와 지방행정권한의 확대가 이루어지

고 있으나 자치단체에 대한 자율적 통제기제 부족으로 감사사각 발생 우려

  ※ 별도의 독립적인 지방감사기구(지방감사원 등)가 없고,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전문성 

부족에 따른 감독기능이 미약하며, 지방의원의 높은 비리발생 수준 등에 따른 행정통제 

역할도 미흡한 현실

  ※ 민선4기(2006.7~2010.6) 지방의원의 사법처리비율은 8.9%(323명/3626명)(연합뉴스, 2012.1.15)

  - 더욱이 2009년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부처의 감사

권한이 축소됨에 따라 감사원의 역할 증대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관련 판결(헌재 2009.05.28, 

2006헌라6) 

 - 서울특별시와 정부 간의 권한쟁의사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중앙

행정기관의 포괄적이고 합목적인 통제는 ｢헌법｣ 및 ｢지방자치법｣에 의해 부여된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고 판시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관련 판결(헌재 2008.05.29, 2005헌

라3) 

 - 강남구청 등과 감사원 간의 권한쟁의사건에서 감사원은 독립된 외부감사기구의 

지위를 갖고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의 한계로 인한 외부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되

기 때문에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에 대한 합목적성 감사는 목적의 정당

성과 합리성을 갖추고 있으며 지방자치권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가 없다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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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 심계서(National Audit Office) 

국은 내각책임제(국무원)의 정부형태이며, 심계서는 행정부인 국무원 소속으로 

의사결정 권한은 심계장에게 일임되어 있음(독임제)

※ 국의 정부형태는 형식 이며, 실질 으로는 공산당이 국정 반을 운

 

□ 주요 임무  역할

○ 정부조직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운영 수입과 지출을 감독하는 국가 최고회계검사

기관

  - 내각(국무원) 소속이나 감사활동에 있어서는 법률에 의한 독립적 직무 수행

 ｢헌법(Constitution)｣ 제91조

 - 국무원 및 지방정부의 모든 부서, 재무 및 금융조직, 국유기업 및 기구의 수입과 

지출을 감사하기 위해 감사기구를 설치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심계법(Audit Law of the People’ Republic of China)｣ 
 - (제2조) 국가는 감사를 통한 감독 제도를 실시하며, 국무원과 현(懸)급 이상 지방정

부에 감사기구를 설치한다.

 - (제7조) 국무원은 심계서를 설립하여 국무원 총리의 지휘감독하에 전국의 감사업무

를 주관하도록 한다.

  ※ 중국의 경우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이 심계서와 감찰부로 분리되어 실시되고 있으며, 본 조

사에서는 일반적인 국가최고감사기구로서 심계서를 중심으로 조사 실시

  •  직무감찰: 국가행정기관과 그 공무원 및 국가행정기관이 임명한 기타 인원에 대한 감찰을 

실시하기 위하여 국무원 소속하에 최고감찰기구인 감찰부 설치 

□ 감사 상  범

○ 국무원 각 부처와 지방정부 및 지방정부 각 부서의 재정수지, 국유(State-ow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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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및 기업, 그리고 ｢심계법｣에 따라 감사를 받아야 하는 기관의 재정상태

(｢심계법｣ 제2조)

 감사기관은 소속 정부의 각 부서(산하기관 포함)와 하급정부 예산의 집행상황과 결산, 

기타 재정수지 상황에 대해 감사 실시(｢심계법｣ 제16조)

○ 중앙 및 지방정부

  - 심계서는 중앙예산 집행상황과 기타 재정수지 사항에 대한 감사 실시(｢심계법｣ 
제17조)

  - 지방 각급 감사기구는 해당 정부의 예산집행 상황과 기타 재정수지 상황에 대한 

감사 실시(｢심계법｣ 제17조)

  ※ 심계서 외에 각 지방정부별로 별도의 회계검사기관을 설치하여 지방정부의 재정 및 예산, 
산하 공기업의 재정에 대한 회계검사를 실시하며, 각급 지방회계검사기관은 상급기관과 

관할 지방정부로부터 이중 지휘를 받고, 상급기관은 하급 회계검사기관의 감사결과에 대

한 변경․폐기 요구 가능(｢심계법｣ 제42조; 감사원, 2008)

○ 공공기관 또는 정부예산 지원 및 감독기관

  - 중앙은행의 재정상태 및 국유 금융기업의 자산, 부채, 손익에 대한 감사 실시(｢
심계법｣ 제18조)

  - 정부자금을 사용하는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의 재정상태 감사(｢심계법｣ 제19조) 

  - 국유기업의 자산, 부채, 손익에 대한 감사 실시(｢심계법｣ 제20조)

  - 완전한 정부 투자 또는 대부분 정부 투자로 이루어진 건설사업의 예산집행 및 

결산에 대한 감사 실시(｢심계법｣ 제22조)

○ 준공공 부문(민간 부문)

  - 국가재정수지와 관련이 있는 특정사항에 대하여 유관지역 및 분야, 조직을 대상

으로 감사 실시(｢심계법｣ 제27조)

  - 감사 관련 사항에 대하여 유관기관 및 개인에 대한 조사 및 증빙자료 취득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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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심계법｣ 제33조)

○ 기타 

 - ｢심계법｣ 외에 기타 법률 및 행정규정 등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한 사항

(｢심계법｣ 제26조)

□ 감사종류  범

○ 감사기관(심계서 등)은 재정수지 또는 재무제표의 정확성과 합법성, 효율성에 대

하여 법에 따라 감사 실시(｢심계법｣ 제2조)

○ 재무감사(財政財務審計) 및 성과감사(效益審計)

  - (재무감사) 국가 및 공공단체의 세입․세출계획, 일상재무 및 회계활동, 회계보

고서와 회계자료를 검증하여 재정의 합법성과 정확성을 규율(감사원, 2008)

  - (성과감사) 효율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경영성과, 기본설비투자와 생산의 상관관

계, 목표달성비율 등을 검토하고 판단(감사원, 2008)

  ※ 감사대상기관의 회계증빙, 회계장부, 재무제표, 자료 관리를 위해 사용된 컴퓨터시스템, 자
산 및 관련 정보 등에 대한 검사권한 보유(｢심계법｣ 제32조, 제39조)

【회계감사 범위】

 회계검사(○) / 재무제표감사(○) / 내부통제 등 재무관리시스템(○) / 재무 관련 표준

운영절차 준수 여부(○) / 재무 관련 담당자의 윤리규정 준수 여부(○)

【성과감사 범위】

 사업 등의 경제성․능률성․효과성(○) / 기관의 관리시스템에 대한 적정성(○) / 

사업 관련 표준운영절차 준수 여부(○) / 사업 담당자의 윤리규정 준수 여부(○)

○ 재무기강감사(財政法紀審計) 및 경제책임감사(經濟責任審計)

  - 재무기강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또는 감사대상자의 직권남용, 뇌물수수, 공금의 

유용 여부 등 재무기강 위반 여부 확인(감사원, 2008)

  - 경제책임감사는 정부기관 간부와 국유기업 경영진 등에 대하여 직무수행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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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집행의 적법성 및 적정성 확인(개인을 대상)(감사원, 2008)

□ 특이사항

○ (대상) 사회보장기금 및 국제조직 등에 대해서도 감사 실시

  - 정부 또는 정부에 의해 권한이 부여된 조직이 관리하는 사회보장기금, 사회기부

자금, 기타 유관기금 및 자금에 대해 감사(｢심계법｣ 제23조)

  - 국제조직이나 외국정부로부터의 원조 또는 차입항목에 대한 감사(｢심계법｣ 
제24조)

○ (범위) 재정규정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 및 징계요구, 환수․반환 명령

  - 국가의 재정규정 위반사항에 대해 해당 기관 및 관련 부처에 개선을 요구하거나 

직권범위 내에서 처리 및 처벌 가능(｢심계법｣ 제35조, 제41조, 제45조)

 금액의 납부를 명령, 불법 점유된 국유자산에 대한 반환 명령, 위법한 소득에 대한 

반환 명령, 국가회계제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명령(｢심계법｣ 제45조)

  - 위반사항에 대해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기관의 주요 책임자에게 징계를 건의하

며 감사대상기관 혹은 상급기관, 감찰기관은 법에 따라 징계 결정(｢심계법｣ 제
49조)

  - 위반사항이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 부여(｢심계법｣ 제50조)

○ (범위) 감사대상기관이 공공자금을 은행에 예치한 증거가 있는 경우 금융기관의 

예금에 대한 조사 및 필요시 예금 동결이 가능하고, 국가 규정에 위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한 압류 권한 보유(｢심계법｣ 제33조,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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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위스 감사원

 (Swiss Federal Audit Office, Eidgenssischen finanzkontrolle)

스 스는 스 스식 회의체 정부형태(7명의 각료로 구성된 연방각의)이며, 감사원은 

연방정부 재무성 소속(실질 으로는 독립)으로 의사결정 권한은 감사원장에게 일임

되어 있음(독임제)

 

□ 주요 임무  역할

○ 스위스 연방감사원은 스위스 연합의 최고재무감독기관(｢감사원법｣ 제1조)

  - 연방의회의 재무 관련 권한과 연방정부 및 연방법원에 대한 감독기능, 연방각의

(Federal Council)의 연방정부에 대한 감독기능 수행을 지원

  ｢감사원법(Federal Law on the Swiss Federal Audit Office)｣ 제1조

 - (제1항) 연방감사원은 스위스 연합의 최고재무감독기관이다. 감사활동은 연방헌법

과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을 받는다.

 - (제2항) 연방감사원은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독립적이고 자율적이다.

 - (제3항) 연방감사원은 행정목적상 연방정부 재무성에 소속한다. 

□ 감사 상  범

○ 중앙 및 지방정부, 의회사무처,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이나 보조금 수급자(recipients) 

또는 정부에 의해 위임받는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조직․기관․법인(corporations), 

연방정부가 50% 이상 지분을 소유한 기업(enterprises)에 대한 감사 실시(｢감사

원법｣ 제8조)

  - 연방의회의 감독기능을 지원하는 경우 연방법원의 재무활동에 대해서도 조사

  ※ 연방의회(Federal Assembly)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 감사 취소(｢감사원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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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 연방감사원의 권한 범위 내에서 주(canton)에 의해 사용된 연방자금(보조금, 대

부금, 선수금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감사 실시(｢감사원법｣ 제16조 제1항)

  - 법적 근거 등이 없는 경우에도 지방정부가 동의하면 연방자금의 사용에 대해 감

사 가능(｢감사원법｣ 제16조 제2항)

□ 감사종류  범

○ 재무감사(Financial Control) 및 성과감사(Performance Audit)

  - 연방감사원은 합규성(regularity) 및 합법성(legality)과 성과기준에 따라 재무감사 

실시(｢감사원법｣ 제5조 제1항)

  - 특히, 성과감사는 자원의 경제적 사용, 비용․편익 비율의 적정성, 지출에 따른 

목적달성 여부 등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실시(｢감사원법｣ 제5조 제2항)

  - 법률 또는 규정에 따라 내부통제시스템이 구축되었는지 재무적 통제에 대해서

도 감사 실시(｢감사원법｣ 제8조 제3항)

  ※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감사는 주로 행정기관의 내부감사에서 수행하도록 권장하고 연방

감사원은 내부통제의 효과성 검토(｢감사원법｣ 제11조)

【회계감사 범위】

  회계검사(○) / 재무제표감사(○) / 내부통제 등 재무관리시스템(△) / 재무 관련 

표준운영절차 준수 여부(○) / 재무 관련 담당자의 윤리규정 준수 여부(×)

【성과감사 범위】

  사업 등의 경제성․능률성․효과성(○) / 기관의 관리시스템에 대한 적정성(×) / 

사업 관련 표준운영절차 준수 여부(×) / 사업 담당자의 윤리규정 준수 여부(×)

○ 특별감사기능(Particular Control Functions)(｢감사원법｣ 제6조)

  - 전체 재무 관련 연방부처의 모든 예산집행 단계를 조사하고 확정되기 전 무작위 

추출 검사(spot checks)를 통한 관리통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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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방회계의 각 항목에 대한 조사 및 행정 각 부처의 예산과 장기 지출금에 대한 

관리상태 점검, 각 부처가 발생한 지급명령서(payment orders)에 대한 점검과 각 

부처의 회계 및 재고자산에 대한 감사, 구매(조달)체계 및 독점적 가격의 적합성 

조사

  - 내부통제시스템 점검과 재무관리영역에서의 전자데이터의 보안 및 정보기술시

스템의 관리 등에 대한 점검

  - 국제조직에 대한 통제 권한 보유

□ 특이사항

○ (대상) 공공기관임에도 감사대상에서 제외 기관

  - 공적 책임성을 띠고 있으나 스위스 국립사고보험기관(the Swiss National Accident 

Insurance Organization)과 국립은행(the Swiss National Bank)은 재무적 감사에서 

제외(｢감사원법｣ 제19조)

참고문헌

○ 관련 법령 

스위스 ｢감사원법｣(Federal Law on the Swiss Federal Audit Office).

○ 기타 문헌 및 홈페이지

감사연구원(2009), 세계 주요국 최고감사기구 비교연구.

Swiss Federal Audit Office, The Position and Activity of the Swiss Federal Audit Office: An Overview.

Swiss Federal Audit Office(2012), 2011 Annual Report.

스위스 연방감사원 홈페이지: http://www.efk.admi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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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르헨티나 감사원

(Auditoría General de la Nación)  

아르헨티나는 통령제 정부형태이며, 감사원은 의회 소속으로 감사원장을 포함한 

의체 원회(감사 원 7인)를 통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짐

 

□ 주요 임무  역할

○ 공공 부문의 회계통제를 통해 의회를 지원하고 정부회계의 합법성 및 행정감시 

기능 수행

 ｢헌법｣ 제85조(법적 지위) 

 - 공공행정의 성과와 현황에 관한 입법부의 검사와 의견수립은 국가최고감사원

(AGN)의 판단에 따른다.

 ｢재무행정법｣ 제7조 및 제116조(역할 및 기능)

 - 국가 공공 부문에 대한 외부감사기관으로 의회 소속기구이며 준사법적인 기능을 

지닌다.

□ 감사 상  범

○ 연방정부

  - 연방정부 및 정부기관(Organismos Descentralizados) 일체에 대한 예산운영 및 재

무제표에 대한 감사 수행

  ※ 지방정부에 대한 감사의 경우, 각 주별로 독자적 외부통제를 실시하는 지방회계법원(23주

마다 각각 명칭이 다름) 등 지방감사기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감사원은 지방감사기

구와 협약체결 등을 통해 감사활동을 합의․조정(｢감사원직무 기본규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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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 아르헨티나 중앙은행 등 국영기업 및 공사 

  - 사회보험기구 등 국가 공공기관 

○ 정부예산 지원 및 감독기관        

  - 공공기금 지원 기업 등

○ 기타 

  - 사유화 절차를 승인받은 민간단체

□ 감사종류  범

○ 재무감사

  -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회계기록의 법적 준수와 재무제표, 기록서, 예산안 작성 등

의 검사 수행

【재무감사 범위(2010년 감사원 설문조사 결과)】

 회계검사(○) / 재무제표감사(○) / 내부통제 등 재무관리시스템(○) / 재무 관련 

표준운영절차 준수 여부(○) / 재무 관련 담당자의 윤리규정 준수 여부(X)

○ 성과감사

  - 기관 운영과 관련한 자원의 효율적 사용 및 프로젝트 혹은 프로그램의 계획 수

립과 운영 성과 등에 대한 검사 수행

【성과감사 범위(2010년 감사원 설문조사 결과)】

 사업 등의 경제성․능률성․효과성(○) / 기관의 관리시스템에 대한 적정성(○) / 

사업 관련 표준운영절차 준수 여부(○) / 사업 담당자의 윤리규정 준수 여부(X)

□ 특이사항

○ (대상) 부에노스아이레스 감사원(AGC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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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 수도에 대한 전담 감사기구로 1996년 설치되어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에 소

속되어 있는 시 정부, 각 구, 소속부서, 자치기관, 사회보장기관, 국영기업 등 공

공기업, 국가 지분 보유 유한책임회사, 혼합기업 등에 대한 감사권한 보유(국가 

감사원과는 달리 사업에 대한 효과성 및 효율성 여부에 대한 성과감사만 수행)

참고문헌

○ 관련 법령 

아르헨티나 ｢헌법｣(Constituci ́on Nacional de la Pepu ́blica de Argentina).

아르헨티나 ｢정부재정법｣(Ley de Administracio ́n Financiera y de los Sistemas de Control del 
Sector Pu ́blico Nacional).

아르헨티나 ｢감사원 직무규정｣(Norma Ba ́sicas para el Funcionamiento de la Auditori ́a General 
de la Nacio ́n).

○ 기타 문헌 및 홈페이지

와이즈인포넷(2010), 멕시코, 칠레, 아르헨티나, 독일의 국가감사체계 사례연구.

INTOSAI PSC Committee (2011), The auditing function of Supreme Audit Institutions.

아르헨티나 감사원 홈페이지: http://www.agn.gov.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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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호주 감사원(Australian National Audit Office) 

호주는 내각책임제의 정부형태이며, 감사원은 의회 소속(실질 으로는 독립)이고 

의사결정 권한은 감사원장에게 일임되어 있음(독임제)

 

□ 주요 임무  역할

○ 호주 감사원장은 공공 부문의 성과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독립적으로 수행

(｢감사원장법｣ 제7조 및 제8조, ANAO, 2011)

  ※ 감사원장은 의회 소속이나 독립된 관리로서 어떠한 권리나 책임이 없음(｢감사원장법｣ 제8조)

【호주 감사원의 임무】(ANAO, 2011)

 공공 부문에 대한 감사와 관련 서비스 제공

 - 확인적 감사 실시: 정부기관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통해 독립적인 의견 제시

 - 행정 개선에 기여: 성과감사를 통한 정부기관 및 프로그램의 효율성과 효과성 개선

□ 감사 상  범

○ 모든 연방정부(Agency)와 연방기관(Commonwealth authority) 및 소속기관, 연방기

업(Commonwealth companies) 및 자회사에 대한 재무감사와 성과감사 권한 보

유(｢감사원장법｣ 제4장)

○ 연방정부

  - 국가의 각 부처 및 소속 공무원과 의회 소속 부서 및 공무원 대상(｢재무관리 및 

책임법｣ 제5조)

  ※ 호주 감사원의 감사대상은 ｢감사원장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사항에 국한함으로써 지방

정부에 대한 감사권한은 미보유(감사연구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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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연방기관) 또는 정부예산 지원 및 감독 기관(연방기업)

  - 공공의 목적을 위해 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서 공공자금으로 운영되는 기관

(｢연방기관 및 기업법｣ 제7조)

  - 연방기관을 제외한 연방의 통제(control)하에 있는 기업(｢연방기관 및 기업법｣ 
제24조)

  ※ 연방의 통제는 이사회의 구성이나 기관장의 지명 등

□ 감사종류  범

○ 재무감사(Statement audit, Assurance audit)(｢감사원장법｣ 제11조～제14조; ANAO, 

2011)

  - 정부기관(연방정부, 연방기관 및 소속기관, 연방기업 및 자회사)의 재무제표가 

법적 요구사항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감사하고 그에 따른 의견 제시

 재무제표가 정부의 보고체계(the Government’s reporting framework)에 따라 작성

되었는지, 회계기준에 따라 기관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자금흐름을 공정하게 나타

내고 있는지 검토  

  -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의견과 함께 재무 관련 내부통제를 포함한 기관의 운영 

및 회계처리과정 등에 대한 평가도 실시

  ※ 재무감사의 경우 감사원장이 정한 감사비용(audit fee) 청구 가능

【재무감사 범위(2010년 감사원 설문조사 결과)】

  회계검사(○) / 재무제표감사(○) / 내부통제 등 재무관리시스템(○) / 재무 관련 

표준운영절차 준수 여부(○) / 재무 관련 담당자의 윤리규정 준수 여부(×)

○ 성과감사(Performance Audit)(｢감사원장법｣ 제15조～제19조; ANAO, 2011)

  - 연방 공공 부문의 운영 측면에 대한 전체 또는 특정 부문에 대해 성과감사 실시

  ※ 연방정부, 연방기관 및 소속기관, 연방기업 및 자회사에 대한 성과감사는 언제든지 실시 

가능하나 정부소유기업(Government Business Enterprise: GBE)의 경우 해당 장관 및 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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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과 공공회계감사합동위원회(the Joint Committee of Public Accounts and Audit)의 요청 시 

감사 가능

  - 국정운영, 정보시스템, 성과측정, 모니터링시스템, 법적 적합성 등을 감사기준을 

통해 점검

 기관운영 관리의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분석

 경제성․능률성․효과성의 개선과 모니터링을 위한 내부 절차의 적정성 검토

 성과에 대한 개선 및 모니터링을 포함한 관리실태 점검

【성과감사 범위(2010년 감사원 설문조사 결과)】

 사업 등의 경제성․능률성․효과성(○) / 기관의 관리시스템에 대한 적정성(○) / 

사업 관련 표준운영절차 준수 여부(×) / 사업 담당자의 윤리규정 준수 여부(×)

○ 감사기준의 제정 및 공포

  - 재무감사 및 성과감사, 감사원의 내부감사, 재무장관의 결산감사 등의 감사기준

을 정하고 이를 관보에 게재

□ 특이사항

○ (대상) 합의(arrangement)에 의한 경우 일반 개인이나 기관에 대해서도 감사 수행

(｢감사원장법｣ 제20조)

  ※ 합의에 의한 경우에는 재무감사에서와 같이 감사비용(audit fee)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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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국 감사원(National Audit Office)

국은 내각책임제의 정부형태이며, 감사원은 형식 으로는 의회 소속이나 실질

으로 독립된 기 으로 의사결정 권한은 감사원장에 일임되어 있음(독임제)

 

□ 주요 임무  역할

○ 영국 감사원은 의회를 위해 정부예산 사용의 경제성․능률성․효과성을 확인하

고 보고하는 역할 수행

 ｢예산책임 및 국가감사법｣ 제2장 11조～19조

 - 감사원장의 임명과 지위에 관한 조항 및 활동에 관한 사항 규정(감사활동 범위 및 

내용은 기존 ｢감사원법｣ 내용 준용)

 정부지출에 대한 경제성․능률성․효과성에 대한 감사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통해 정부 서비스 전달 및 성과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함(영국

감사원 홈페이지)

□ 감사대상 및 범위

○ 중앙정부

  - 중앙행정기관의 자원회계(Department resource accounts)에 대한 회계검사 및 기관 

직무수행에 대한 성과감사 실시

  ※ 지방정부의 경우 1982년 제정된 ｢지방재정법｣에 의해 설립된 감사위원회(the Audit Commission)
에서 지방정부 업무 및 교육, 사회보장, 경찰, 소방, 보건 등 거의 모든 분야에 대한 감사를 

수행해 왔으나 2010년 8월 영국 정부가 감사위원회 폐지를 추진하면서 2012년 8월 현재 

의회법률안 제정을 통한 새로운 지방정부 감사방식에 대한 논의 진행 중(감사원 및 감사위원

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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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 보조금 지급업무기관인 농업지급청(Rural Payments Agencies) 등과 같은 책임운

영기관(Executive Agencies)에 대한 회계검사 실시

  - 핵폐기청(Nuclear Decommissioning Authority), 지역개발청(Regional Development 

Agencies) 등과 같은 비정부부처 공공기관(Non-Departmental public bodies)에 대

한 회계검사 실시

○ 정부예산 지원 및 감독기관

  - 영국문화원(British Council) 등 수입 대부분을 정부보조금에 의존하는 비중앙부

처 공공기관 등의 각종 공공회계에 대한 감사 실시

  ※ 법적 회계감사 대상은 아니지만 재무성의 요청에 의해 감사대상 기관장과의 합의에 의해 

감사를 시행

  - BBC 등 공영방송에 대해서도 감사 실시 가능(KBS, 2008)

  ※ 영국 BBC의 경우 ｢1989년 기업법(Companies Act 1989)｣ 제32조 4항에 따라 적법한 자격을 

갖춘 영국 내 회계기구 등 독립적 외부 감사기구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BBC 협정서 제79조 
“공공재정 투자가치(VFM)의 점검”에 따라 BBC 트러스트는 BBC에 대한 감사 및 조사의 

범위와 방식을 감사원장과 논의하여야 함

  - 이에 따라 감사원은 감사의 내용과 구성에 대한 협의를 하며 실제 감사 및 조사

의 주체로 참여하기도 함(예: 디지털 전환 관련 BBC의 준비 정도, BBC 조달 과

정의 효율성 점검 등)

○ 기타

  - 국제기구 요청에 따라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기구에 대한 회계검사 수행

  - 정부의 모든 차입거래 및 대부분의 국내 대부거래를 다루는 국가대부펀드

(National Loans Fund)에 대한 회계검사



52 [제2편] 국가별 보고서

□ 감사종류  범

○ 재무감사

  - 재무제표의 정확성 및 비용지출의 타당성, 그리고 회계 관련 법률준수사항에 대

한 타당성 검토(｢감사원법｣ 제12조②)

 중앙부처 자원회계(Departmental resources accounts)

 책임운영기관 회계(Executive Agencies)

 국가대부펀드(National Loans Fund)

 비정부부처 공공기관 회계(Non-departmental public bodies)

 선택적 회계검사 대상이 아닌 공공부문 회계(Non-statutory public sector audits)

 국제기구 회계 등 

  ※ 사업집행이나 업무처리에 있어 국회의 승인 여부, 공적자금의 적정 운영 여부 등을 조사하

고 대상기관이 수행하는 업무 및 위험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내부통제장치의 

건전성 등을 검토(감사원, 2008: 120)

【재무감사 범위(2010년 감사원 설문조사 결과)】

 회계검사(○) / 재무제표감사(○) / 내부통제 등 재무관리시스템(○) / 재무 관련 

표준운영절차 준수 여부(○) / 재무 관련 담당자의 윤리규정 준수 여부(X)

○ 성과감사

  - 정부 및 특정 공공기관의 직무수행이 재정집행의 경제성․능률성․효과성을 구

현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value for money) 실시(｢감사원법｣ 제6조①)

  - 감사원의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과 영역 전체를 감사대상으로 하며 합규성뿐만 

아니라 경영성과 및 효율성 등에 대해 의회에 보고

  ※ 연금이나 사회보장 분야(Work and Pension), 교육 및 기술 분야(Education and skills), 보건 

분야(Health), 세입 등 재무성 분야(Chancellor’s Departments), 범죄 및 치안 분야(Home 
Affairs and Justice), 기타 분야(Other expenditure programmes) 등 60여 개 사항에 대해 매년 

성과감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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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감사 범위(2010년 감사원 설문조사 결과)】

 사업 등의 경제성․능률성․효과성(○) / 기관의 관리시스템에 대한 적정성(○) /  

사업 관련 표준운영절차 준수 여부(×) / 사업 담당자의 윤리규정 준수 여부(X)

□ 특이사항

○ Wales, Scotland 및 Northern Ireland 지역 등 각 중앙행정체계의 감사기관이 설치된 

경우 감사원(NAO)의 감사권한이 없으나 동 지역에 대한 포괄보조금(block grant)

에 대해서는 감사 수행(감사원, 2008)

  ※ 구체적인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각 중앙행정체계의 감사기관(Wales Audit office 등)에서 담당

○ 법적 의무검사대상 회계는 아니지만 재무성의 요청 혹은 영국 하원의 공공회계위

원회(Public Audit Committee)의 권고에 따라 감사대상 기관장과의 합의에 의해 감

사 실시 가능

  ※ 우발펀드회계(Contingencies Fund Account)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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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스웨덴 감사원(Riksrevisionen)

스웨덴은 내각책임제의 정부형태이며, 감사원은 의회 소속으로 의회에서 지명․

선출된 3인의 감사원장(Auditor General)이 각각 자신들이 담당하는 감사 역별로 

독립된 지 를 보장받아 의사결정을 하는 형태임

 

□ 주요 임무  역할

○ 공공 부문에서 이루어지는 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자원의 경제적인 이용 및 효율적 

관리 운영을 확인하는 국가 최고감사기구 

 ｢헌법｣ 제12조 7항(법적 지위)

  - 감사원은 의회 아래에서 국가의 활동을 검사하는 기구이다. 

 ｢공공감사 운영법(SFS 2002: 1022)｣ 제1조(법적 지위)

  - 정부기관에 대한 효율적 감사를 위해 중앙감사기관으로서 국가감사원을 둔다.

□ 감사 상  범 (｢공공감사 운 법｣ 제3조)

○ 중앙정부

  - 중앙부처 등 정부기관에 의해 수행되거나 감독이 이루어지는 예산 및 업무활동에 

대한 감사 실시 (｢공공감사 운영법｣ 제3조)

  ※ 국가 연금보험기금(the National Pension Insurance Funds)의 경우 회계검사 대상에서 제외

(｢공공감사 운영법｣ 제3조②)

  - 의회사무처, 의회 옴부즈맨 등 의회감독을 받는 행정기관 및 왕실 행정처(the 

Royal Djurgarden Administration) 등의 예산 및 업무활동 감사

  ※ 스웨덴 지방정부의 경우 선출직 감사관에 의해 자율성을 지니고 감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

으며 국가 감사원의 관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Sveriges Kommuner och Landsting(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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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및 정부예산 지원 및 감독기관

  - 스웨덴 중앙은행(Swedish Central Bank), 스웨덴 300주년 재단은행(the Bank of 

Sweden Tercentenary Foundation) 등  국가 주요 공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한 재무

감사 및 성과감사 실시(｢공공감사 운영법｣ 제3조)

  - 국가 소유이거나 특정 활동에서 정부의 자금 및 규제를 받는 기관에 대한 재무

감사 및 성과감사(｢공공감사 운영법｣ 제3조)

  ※ Sveaskog AB 등 국가소유기업(state-owned enterprises)

  - 정부기관에 의해 관리되거나 최소한 50% 이상 국가가 공동으로 지분을 지니고 

있는 기관 등(｢공공감사 운영법｣ 제3조)

○ 준공공 부문 및 기타

  -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기업활동이 이루어지거나 이사회 구성, 계약관계 등에 있

어 국가 통제를 받는 기업 및 재단 등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자를 지정하거나 성

과감사 수행이 가능(SNAO, 2011)

□ 감사종류  범

○ 재무감사

  -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연간 결산검사 및 재무보고서상의 회계 집행의 정확성 및 

적정성에 대한 검증․확인 

【재무감사 범위(2010년 감사원 설문조사 결과)】

 회계검사(○) / 재무제표 감사(○) / 내부통제 등 재무관리시스템(○) / 재무 관련 

표준운영절차 준수 여부(○) / 재무 관련 담당자의 윤리규정 준수 여부(X)

  ※ 매년 평균 250개 기관에 대한 재무감사 수행(SNAO, 2011)

○ 성과감사

  - 감사대상기관의 조직운영 및 기능의 적정성과 사업효율성 등에 대한 감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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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감사 범위(2010년 감사원 설문조사 결과)】

 사업 등의 경제성․능률성․효과성(○) / 기관의 관리시스템에 대한 적정성(○) / 

사업 관련 표준운영절차 준수 여부(X) / 사업 담당자의 윤리규정 준수 여부(X)

  ※ 매년 평균 30개의 기관 및 사업에 대한 성과감사 수행(SNAO, 2011)

□ 특이사항

○ (대상) 실업수당기금 혜택을 받는 기관들(the unemployment benefit fund offices)의 

경우 실업수당 관리와 관련한 성과감사 대상

○ (대상) 스웨덴 공공 부문의 주요 부문을 차지하는 대학 부문에 대한 성과감사를 

통해 비용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한 평가 수행 

  ※ 스웨덴 감사원의 성과감사는 ‘어떻게 국가의 자금이 특정 활동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감사대상 및 범위가 매우 포괄적임(SNAO, 20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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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오스트리아 감사원(Rechnungshof)

오스트리아는 연방공화제(의원내각제  이원정부제)의 정부형태이며, 감사원은 

의회 소속으로 의사결정 권한은 감사원장에게 일임되어 있음(독임제)

 

□ 주요 임무  역할

○ 연방정부와 주정부로부터 독립된 최고감사기관으로 공공 부문 회계업무의 적법

성 및 경제성․능률성․효과성 여부 확인

 ｢헌법｣ 제112조(법적 지위) 

 - 연방정부 업무를 감사하는 경우에는 의회기관으로, 주정부 및 기초자치단체의 업

무를 감사하는 경우에는 주의회기관으로 간주한다.

 ｢헌법｣ 제121조(감사원의 임무) 

 - 감사원은 연방정부, 주정부, 기초자치단체 및 기타 법률이 정한 기관의 업무를 감사 

한다.

 ｢감사원법｣
 - 제1조(감사원의 임무) 감사원은 정부의 모든 회계업무를 검사한다.

 - 제2조 1항(범위) 제1조 규정에 따른 감사원 감사는 회계업무뿐 아니라 경제성․능

률성 및 효과성 여부도 확인해야 하고 회계의 정확성 확인에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

□ 감사 상  범

○ 연방 및 지방정부

  - 연방정부 회계업무에 대한 감사(｢감사원법｣ 제1조①)

 연방정부의 모든 세입․세출, 연방정부 채무 관련 업무 일체, 연방정부의 동산 및 

부동산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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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정부 및 인구 2만 명 이상 기초자치단체의 자치활동 영역에 속하는 회계업무

에 대한 감사(｢감사원법｣ 제15조①, 제18조①)

○ 공기업 및 공공기관

  - 연방기금을 사용하는 공기업 및 연방정부의 공공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금을 집행하는 공공단체의 회계업무(｢감사원법｣ 제13조①)

  ※ 주정부 및 인구 2만 명 이상 기초자치단체의 기금을 사용하는 공기업 및 공공단체 또한 

감사대상에 포함(｢감사원법｣ 제15조③, 제18조③)

  - 연방정부가 단독 또는 감사원의 감사대상 법인과 공동으로 설립자본금, 법정자

본금 또는 자기자본의 50% 이상을 출자하는 기업 혹은 연방정부가 단독 또는 

위의 법인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기업(본 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기업체의 모든 

자회사도 감사대상이 됨)(｢감사원법｣ 제12조①)  

  ※ 주정부 및 인구 2만 명 이상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주정부(기초자치단체) 단독 혹은 

감사원의 감사대상 법인과 공동으로 설립자본금, 법정자본금 또는 자기자본의 50% 이상 

출자하거나 혹은 주정부(기초자치단체)가 단독 또는 위의 법인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기업

의 경우 감사대상이 됨(｢감사원법｣ 제15조①, 제18조①)

○ 정부예산 지원 및 감독기관        

  - 연방기금이 특정목적을 위하여 연방행정기관 이외의 기관에 의해 사용되는 경

우 감사대상(｢감사원법｣ 제13조③) 

  ※ 주정부(지방자치단체) 기금이 특정목적을 위하여 공기업이나 주정부(지방자치단체) 이외

의 법인에 의해 집행되는 경우 감사대상(｢감사원법｣ 제15조③, 제18조③)

○ 기타 

  - 사회보험기관(Social Insurance Institutions) 회계업무(｢연방헌법｣ 제126조의4 ｢감

사원법｣ 제20조①) 

  ※ 연방정부의 감독과는 별개로 ｢사회보험법｣에 따라 사회보험기관의 회계업무에 대해 전체 

또는 부분적 감사의무 규정

  - 법령상․직능상 대표기관(statutory professional representative bodies)의 회계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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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감사(｢연방헌법｣ 제127조의3 ｢감사원법｣ 제20조2①)  

□ 감사종류  범 (｢감사원법｣ 제20조2①)  

○ 재무감사

  - 감사대상기관의 회계업무가 현행 법률과 그 법률에 근거한 명령 및 기타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확인(회계의 정확성과 기금 사용 및 배정의 적정성)(｢연방헌

법｣ 제126조의3⑤, ｢감사원법｣ 제2조①)

  - 국가 부담이 되는 모든 채무관계 서류에 대한 부서(副署, countersign)

  ※ 기채(the debt)가 합법적이고 적정하게 국가채무원장에 등록되었음을 확인하는 용도로 활용

(｢연방헌법｣ 제121조③, ｢감사원법｣ 제10조)  

【재무감사 범위(2010년 감사원 설문조사 결과)】

 회계검사(○) / 재무제표감사(○) / 내부통제 등 재무관리시스템(○) / 재무 관련 

표준운영절차 준수 여부(○) / 재무 관련 담당자의 윤리규정 준수 여부(○)

○ 성과감사

  - 감사대상기관의 회계업무의 정확성 및 현행 규정의 준수뿐만 아니라 경제성․

능률성․효과성에 대한 검토 규정(｢연방헌법｣ 제126조의3⑤, ｢감사원법｣ 제2조①)

  ※ 감사가 어떠한 경우에도 회계의 정확성 확인에 한정되지 않아야 함을 강조

【성과감사 범위(2010년 감사원 설문조사 결과)】

 사업 등의 경제성․능률성․효과성(○) / 기관의 관리시스템에 대한 적정성(○) / 

사업 관련 표준운영절차 준수 여부(○) / 사업 담당자의 윤리규정 준수 여부(○)

□ 특이사항

○ (대상) 독립된 법인으로 연방재산 관리를 위한 수탁자 역할을 하기 위해 특별법으

로 설치되었거나 연방정부가 손실을 보증하는 경제활동기업(Economic Enterprises)

도 감사대상에 포함(｢감사원법｣ 제11조①) 

  - 업무의 전체 혹은 일부에 대해 경제성 및 효과성에 대한 성과감사를 중심으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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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미국 감사원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미국의 정부형태는 통령제이며, 감사원은 행정부와 독립된 정부기 (의회 소속 

규정은 없으나 실질 으로는 의회 소속)으로 감사원장에게 의사결정 권한이 부여

되어 있음(독임제)

 

□ 주요 임무  역할

○ 미국 감사원은 ｢예산회계법(Budget and Accounting Act)｣ 제301조에 의하여 연방

예산 지출의 적정성 등을 조사하기 위해 설치된 독립기관

  - 정부운영의 경제성 및 효율성을 조사하고 정부 프로그램의 목적달성 여부(효과

성) 등을 평가

 (임무) 미국 국민의 이익을 위해 연방정부가 헌법적 책임성(constitutional responsibilities)

을 충족하고 성과 달성 및 책무성(accountability)을 확보하는 데 있어 의회를 보좌

(GAO, 2010)

  - 공적 자금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출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기관운영감사, 

위법적이고 부적절한 활동에 대한 조사, 정부 프로그램 및 정책의 목적달성 여부 

보고, 의회가 고려할 수 있는 선택사항의 윤곽 제시 및 정책분석 수행, 입찰이의

에 대한 재결(bid protest rulings) 및 기관 법률에 관한 보고서와 같은 법률적 

판단 및 의견 제시

□ 감사 상  범

○ 연방(중앙)정부

  - 연방정부에 대해서는 제한 없는 감사 및 조사(investigate) 권한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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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미국 정부의 행정부처(department), 기관(agency) 또는 정부대행기관(정부 

일부 투자기업 제외)과 컬럼비아특별구 정부(｢미연방법전｣ 제31권 제717조 제1항)

○ 비연방기관(주정부 및 지방정부 등)

  - ｢단일감사법(Single Audit Act)｣에 따라 제한적 실시  

  •  감사원장은 ｢단일감사법｣ 시행을 위한 지침 제정 시 자문을 제공하며 단일감사 

실시기준은 감사원장이 제정한 ‘정부감사기준(Government Auditing Standards)’ 

적용

【단일감사(Single Audit)】

  30만 달러 이상 보조금을 지출하는 경우(2003년 이후 50만 달러 이상 적용)에 한

하여 일정 자격조건을 갖춘 독립된 외부 감사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1년 단위로 단

일감사 실시(｢미연방법전｣ 제31권 제7502조)

  (단일감사 대상) 연방보조금을 지출 및 관리하는 소속부처, 기관 및 기타 조직단위 

등 비연방기관(｢미연방법전｣ 제31권 제7502조)

  - 비연방기관에는 주정부, 지방정부 또는 비영리기관 등 포함(｢미연방법전｣ 제31권 

제7501조)

  • 주정부는 미국의 주, 컬럼비아특별구, 푸에르토리코, 버진 아일랜드, 괌, 미국령 사

모아, 북부 마리아군도, 태평양 도서 신착지역, 정부기능을 갖는 다수 주․지역 또

는 주간 단체, 인디안 부족 의미

  • 지방정부에는 카운티, 구, 시, 타운십, 특별구, 학교구역, 기타 모든 운영형태와 예

산관리처장이 정한 지침에 따른 다수의 지방정부 등을 의미

  • 비영리기관은 법인, 재단, 협회, 조합 그리고 그 외의 조직 의미(공공의 이익을 위

하여 과학, 교육, 봉사, 자선 그리고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해 운영되고,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순이익을 조직의 운영, 증진, 확대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관)

  (단일감사 범위) 해당 기관의 전체 운영 및 재무제표와 연방보조금에 대한 감사 실

시(｢미연방법전｣ 제31권 제7502조)

○ 공공기관(국영기업에 대한 감사)(｢미연방법전｣ 제31권 제9105조)

  - 국영기업의 재무제표는 원칙적으로 감찰관이 실시하고(감찰관이 없는 경우 국



64 [제2편] 국가별 보고서

영기업의 장이 결정한 외부 감사자가 실시) 

  - 감사원장은 감사결과를 검토

  - 그러나 감사원장의 재량이나 의회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감사원이 실시 가능

  ※ 국영기업은 감사에 필요한 모든 장부, 계정, 재무기록, 보고서와 파일, 증거서류 및 자산을 제공

○ 기타 

  - 미국 정부에 속하지 않는 개인의 기록에 대해 법률 또는 본인과의 합의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을 권한 보유( ｢미연방법전｣ 제31권 제716조 제3항)

  ※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그 기록의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 발부

□ 감사종류  범

○ 미국 감사원은 ｢예산회계법｣에 따라 공공자금의 수령, 지불, 사용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조사할 수 있으며, ｢의회재조직법｣에 따라 프로그램 평가기능 수행(감사원, 

2008)

  ※ 연방정부 각 기관은 감사원이 그 기관의 임무, 권한, 활동, 조직 및 재무거래 등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제공하여야 함( ｢미연방법전｣ 제31권 제716조 제1항)

○ 재무감사 및 성과감사

  - (재무감사) 공공자금(public money)의 수령, 지불 및 사용과 관련된 모든 사항 조

사(｢미연방법전｣ 제31권 제712조 제1항)

  • (법령에 의해 특별히 규정되지 않는 경우) 감사원장은 각 기관(의사당 영선국 포

함)의 재무거래에 대한 감사를 실시(기관 회계부서 및 시스템의 효과성, 내부감

사와 통제, 관련 행정실무를 포함한 일반적 감사원칙 고려)(｢미연방법전｣ 제31권 

제3523조)

  ※ 감사로 인해 진행 중인 조사활동의 세부 사실을 누출하거나 국내정보 소스를 위험에 빠뜨

리게 할 수 있는 민감한 해외정보, 해외 방첩활동 또는 법집행기관의 민감한 조사에 대한 

재무거래는 면제 가능(｢미연방법전｣ 제31권 제3524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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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감사 범위(2010년 감사원 설문조사 결과)】

 회계검사(○) / 재무제표감사(○) / 내부통제 등 재무관리시스템(○) / 재무 관련 

표준운영절차 준수 여부(○) / 재무 관련 담당자의 윤리규정 준수 여부(○)

  - (성과감사) 공공자금의 경제적․능률적 사용 여부 확인을 위한 행정부처 지출 

분석(｢미연방법전｣ 제31권 제712조 제3항)

【성과감사 범위(2010년 감사원 설문조사 결과)】

 사업 등의 경제성․능률성․효과성(○) / 기관의 관리시스템에 대한 적정성(○) / 

사업 관련 표준운영절차 준수 여부(○) / 사업 담당자의 윤리규정 준수 여부(×)

  ※ 연방정부 각 기관의 사업 및 운영에 대한 감사(audit)와 조사(investigations)는 ｢감찰관법

(Inspector General Act)｣에 따라 각 기관의 감찰관(Inspector General Act)이 수행

○ 정부 프로그램 및 활동에 대한 평가(｢미연방법전｣ 제31권 제717조)

  - 감사원장은 자체적 판단 또는 상․하원의 요구 또는 정부 프로그램이나 활동을 

관장하는 의회 소관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실시

○ 특별조사(Forensic Audits and Special Investigations)

  - 부정행위나 낭비, 남용, 부패 등의 사건에 대한 과학적 수사 및 특별조사 실시

(http://www.gao.gov)

  ※ 보안시스템 및 취약성 평가, 일반 감사팀에서 발견한 위법 등의 혐의사항에 대한 조사

  - 조사결과 혐의가 있는 경우 위법사항 등에 대해 관련 감찰관실과 법무부 등 법

집행기관에 통보

【FSI(Forensic Audits and Special Investigations Unit)】

 기존의 부정․비리 등의 조사업무를 수행하던 OSI(Office of Special Investigations)

에 특별조사기능을 보강하여 2005년부터 FSI(Forensic Audits and Special 

Investigations Unit)를 설치․운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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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 입찰이의에 대한 재결(bid protest rulings)

  - 감사원장은 연방정부의 조달(계약) 관련 입찰과정에서 법규 위반 등 부당사항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재결권한 보유(｢미연방법전｣ 제31권 제

3552조)

○ 회계관계 직원의 변상책임 판정(appropriations decisions)

  - 감사원장은 공공자금의 사용 및 회계와 관련한 문제를 결정하며 회계관계 직원

의 변상조치 요구 권한 보유(｢미연방법전｣ 제31권 제3526조～제3529조)

참고문헌

○ 관련 법령

｢미연방법전｣(United States Code).

미국 ｢감찰관법｣(Inspector General Act).

미국 ｢단일감사법｣(Single Audit Act Amendments of 1996).

○ 기타 문헌 및 홈페이지

감사원(2008), 외국 감사원 법령집.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2008), CRS Report for Congress - GAO: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and General Accounting Office.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2010), GAO at a Glance.

미국 감사원 홈페이지: http://www.gao.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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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인도네시아 감사원

(Badan Pemriksa Keuangan)

인도네시아의 정부형태는 통령제이며, 감사원(BPK)은 정부  의회로부터 독립된 

기 으로 의체 원회 조직(원장, 부원장 포함 감사 원 9인)을 통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짐

 

□ 주요 임무  역할

○ 인도네시아 감사원은 국가재정의 관리와 회계책임의 조사, 즉 국가재정에 대한 

감사를 임무로 하는 독립기관

  ｢헌법｣ 23E조 

  - (1항) 국가재정의 관리와 회계책임을 감사하기 위하여 자유롭고 독립된 회계감사

원을 둔다.

  - (2항) 국가재정에 대한 모든 감사결과는 소관에 따라 국회, 지역대표회의, 지방의

회에 제출된다.

  - (3항)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는 법에 따라 관련 기관과 기구에 의해 취해진다. 

  ｢감사원법｣ 제2조(법적 지위)

  - 감사원은 국가재정의 관리와 회계책임을 감사하는,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하나의 

국가기구이다.

□ 감사 상  범 (｢감사원법｣ 제6조 1항)

○ 중앙 및 지방정부

  - 국가(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사용하는 세입․세출에 대한 재무보고서 및 결산

서에 대한 감사 수행

○ 공공기관 및 정부예산 지원 및 감독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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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기업(state-owned enterprises: SOEs) 및 지방공기업(regional-owned enterprises: 

ROEs) 등에 대한 감사 

  -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나 연기금(pension funds) 등 감사

○ 준공공 부문

  - 정부자금, 해외원조 및 정부지원이 이루어지는 민간 사회기관 등

□ 감사종류  범 (｢감사원법｣ 제6조 3항)

○ 재무감사(Pemeriksaan Keuangan)

  - 감사대상기관의 회계집행 및 자산관리에 대한 법규준수 여부와 결산서 및 재무

보고의 정확성 검증․확인 

  - 국가 및 지방 손실의 조사, 평가 및 보전 감독

【재무감사 범위(2010년 감사원 설문조사 결과)】

 회계검사(○) / 재무제표감사(○) / 내부통제 등 재무관리시스템(○) / 재무 관련 

표준운영절차 준수 여부(X) / 재무 관련 담당자의 윤리규정 준수 여부(X)

○ 성과감사(Pemeriksaan Kinerja)

  - 정부자금 및 사업 분석을 통해 사업의 경제성․능률성․효과성을 진단하고 개선

대안 도출

【성과감사 범위(2010년 감사원 설문조사 결과)】

 사업 등의 경제성․능률성․효과성(○) / 기관의 관리시스템에 대한 적정성(X) / 

사업 관련 표준운영절차 준수 여부(X) / 사업 담당자의 윤리규정 준수 여부(X)

○ 특정목적 감사

  - 재무감사와 성과감사 이외의 특정한 사항이나 사업을 대상으로 한 심층조사

  ※ 쓰나미 등 자연재난 관련 해외원조자금 등에 대한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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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 (대상) 국가재정시스템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감사원법｣ 제정(2006년) 등을 

통해 기존 중앙정부와 국가예산으로 운영되는 기관 등에 한정된 감사범위를 정

부 모든 수준으로 확대시키고 인도네시아 은행(the Central Bank of Indonesia) 및 

국영석유, 천연가스회사 및 각종 공기업 등도 감사대상으로 포함시킴(｢감사원법｣ 

제6조 1항)

○ (범위) 회계감사 및 재무보고서에 대한 결산검사 기능뿐만 아니라 위법행위로 인

한 감사대상 기관의 손실조사, 평가 및 보전기능을 보유

  ※ 회계원(출납관), 국가 및 지방정부 소유기업의 관리자, 그리고 국가재정을 관리하는 그 밖

의 기관이나 기구에 의해 이루어진 고의 또는 태만에 의한 위법행위로 인해 초래된 국가손

실 금액을 평가 하고 결정

   • 국가재정 손실의 추산(estimation) 및 배상의무에 대한 판단은 감사원의 결정으로 확정(김명

수 외, 2009: 165; ｢국가재정법｣  60조, 61조 및 ｢감사원법｣ 10조 2항)

참고문헌

○ 관련 법령

인도네시아 ｢헌법｣(Undang-undang dasar).

인도네시아 ｢감사원법｣(Undand-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5 Tahun 2006 Badan 
Pemeriksa Keuangan).

인도네시아 ｢국가재정법｣(Undand-undang Republik Indonesia 17 Tahun 2003 Tentang 
Keuangan Negara).

○ 기타 문헌 및 홈페이지

김명수 외(2009), 세계의 감사원, 조명문화사.

Septiana Dwiputrianti(2011), Effectiveness of Public Sector Audit Reports in Indonesia.

인도네시아 감사원 홈페이지: http://www.bpk.g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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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독일 연방감사원(Bundesrechnungshof)

독일은 내각책임제의 정부형태이며, 연방감사원은 정부  의회 등으로부터 독립된 

기 으로 원장을 포함한 원회(2인 는 3인)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짐

 

□ 주요 임무  역할

○ 독일 연방감사원은 재정통제에 있어서 최고의 연방기관

○ 회계를 검사하고 재무관리의 성과와 합법성 준수 여부에 대해 조사

  ｢헌법(Basic Law)｣ 제114조

 - 연방감사원은 회계를 검사하고 재무관리의 성과와 합법성 준수 여부에 대해 조사하

며, 그 구성원은 법관과 같은 독립성을 지닌다. 매년 양원 및 연방정부에 활동결과

를 보고하여야 하며, 연방감사원의 권한은 ｢연방법｣에 의해서 규정되어야 한다.

  ｢연방감사원법(Bundesrechnungshof Act)｣ 제1조(법적 지위)

 - 연방감사원은 재정통제에 있어서 최고의 연방기관으로 독립성을 가지며, 오직 법에 

따라 행동한다. 연방감사원은 법에 규정한 바에 따라 연방의회 및 연방정부의 의사

결정 과정을 지원한다.

□ 감사 상  범

○ 중앙 및 지방정부

  - 특별기금과 기업을 포함한 연방 전체(모든 연방정부의 부처 및 기관)의 재무관리

(예산 및 재정운용)에 대해 검사(｢연방예산기본법｣ 제88조 제1항 및 제8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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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 지출, 지출이행의무, 자산 및 채무 

 지출 또는 세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조치)

 자금관리 및 이자

 자체 관리하도록 교부된 자금의 사용 

  ※ 연방행정기관의 경우 재정활동과 관련, 법적으로 정해진 범위를 벗어났는지 등 재량권도 

감사 대상

  -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16개 주감사원이 독립적인 재정통제기능 수행

  • 단, 연방감사원과 주감사원의 공통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공동 감사 실시(｢연방

예산기본법｣ 제93조 제1항)

  • 연방감사원의 감사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 연방감사원의 합

의하에 주감사원에 위임하거나 주감사원의 감사임무를 수임 가능(｢연방예산기

본법｣ 제93조 제1항)

○ 공공기관 또는 정부예산 지원 및 감독기관

  - 연방정부로부터 보조금 또는 지급보증을 받는 모든 공법인에 대한 재무관리 검사

(｢예산원칙법｣  제55조 제1항)

  - ｢연방법｣의 적용을 받는 공법상 단체의 재무관리 검사(｢연방예산기본법｣ 제111

조 제1항)

 연방예산의 일부를 집행하거나 연방정부로부터 경비보전을 받는 기관, 연방정부의 

자금이나 자산을 관리하는 기관, 연방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한 기관(｢연방예산

기본법｣ 제91조 제1항)

  ※ ｢연방법｣의 적용을 받는 공법상 단체 및 이와 동일한 법적 형태 기업은 연방정부의 출자액

(지분 크기)에 관계없이 감사 가능(｢예산원칙법｣ 제55조 제2항, ｢연방예산기본법｣ 제112조 

제2항)

○ 준공공 부문(민간 부문)

  - 사법상 법인의 재무관리에 대한 검사(｢연방예산기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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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정부로부터 법률상의 보조금을 수령하거나 연방정부의 지급보증이 법적 의무사

항인 경우, 연방정부나 연방정부로부터 임명된 자의 책임하에 운영되는 경우, 연방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 비영리법인으로서 연방감사원과의 합의

에 따라 정관에 연방감사원에 의한 감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위 규정은 연방정부가 수탁자로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준용

 연방정부가 지분을 보유하지 않으나 기업이익의 4분의 1 이상을 연방정부가 수취하

도록 되어 있는 경우 연방 감사원은 연방정부의 이익이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보호받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재무제표와 경영관리 검사 

 

  ※ 예) 독일철도주식회사(DB), 우편주식회사(Post AG), 통신주식회사(Telekom AG) 등(와이즈

인포넷, 2010: 167)

  - 민간기업체의 국가사무감사(｢연방예산기본법｣ 제92조)

     •  연방정부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분을 보유한 민간기업체의 경영관리에 대

해 상법상 원칙을 고려하여 감사

     •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회원으로 있는 조합에도 적용

□ 감사종류  범 5)

○ 독일 연방감사원은 재무적 결과를 초래하는 모든 연방정부의 운영과 자금거래에 

대해 감사 실시(｢연방감사원 감사규정｣ 제5조)

○ 재무감사(Financial Audit, Regularity and Compliance Audit)

  - 적정 재무관리를 위한 각종 규정과 원칙이 준수되고 있는지 여부 검사(｢연방예

산기본법｣ 제90조의 1항 및 2항)

  ※ ｢예산법｣ 및 채택된 예산지침의 준수 여부, 세입․세출의 근거 및 계산증명 여부와 예산 

및 자산계정 작성의 적정성 등

5) 독일 감사원의 실무  차원의 감사유형은 일반감사(general audits), 선택  감사(selective audits), 범정부

감사(cross-sectional audits), 비감사(preliminary audits), 사후감사(follow-up audits) 등으로 구분

(｢감사원 감사규칙｣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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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완료된 회계나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진행 중인 회계와 프로젝트의 운영실태에 

대해서도 감사 가능하며, 계약의 계획이나 입찰과정도 감사 가능(NAO, 2005)

【재무감사 범위(2010년 감사원 설문조사 결과)】

 회계검사(○) / 재무제표감사(○) / 내부통제 등 재무관리시스템(○) / 재무 관련 

표준운영절차 준수 여부(○) / 재무 관련 담당자의 윤리규정 준수 여부(○)

○ 성과감사(Performance Audit)

  - 독일 연방감사원의 핵심 업무로서 대규모 정부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를 중심

으로 성과감사 실시(Bundesrechnungshof, 2005: 16)

  - 추구한 목적과 사용된 자원이 최적화를 이루었는지 검토(｢연방감사원 감사규정｣ 

제4조 제3항)

  ※ 자금이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여부, 보다 적은 인적․물적 자원을 사용

하거나 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임무가 수행되었는지 여부(｢연방예산기본법｣ 제90조의 3항 
및 4항)

 【참고(NAO, 2005)】

 1910년 이후 행정의 효율성에 대한 감사의 중요성이 높아졌고, 1922년 독일 ｢예산법

(Reich Budget Code)｣에 효율성 감사를 추가하면서 정부재정 지출의 효율성과 지속

성에 대한 의견 제시

 1952년 이후 연방감사원장은 연방성과 관리총책임자(Federal Performance Commissioner)

로서 임무를 부여받아 연방정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권고 실시

【성과감사 범위 (2010년 감사원 설문조사 결과)】

 사업 등의 경제성․능률성․효과성(○) / 기관의 관리시스템에 대한 적정성(○) / 

사업 관련 표준운영절차 준수 여부(○) / 사업 담당자의 윤리규정 준수 여부(○)

○ 정부예산에 대한 자문(Advising on the state budget) (NAO, 2005)

  - 자문은 연방감사원이 감사활동을 통해 습득한 정보와 경험을 개선대안과 함께 

정부와 의회에 전달(｢예산원칙법｣ 제42조 제5항)

  - 연방정부의 부처별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기 이전 관련 부처와 재정부 간 회의



74 [제2편] 국가별 보고서

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

  - 각 부처의 재무 관련 규정 및 제도 또는 중대한 재무적 결과를 초래할 법안의 

입법과정에도 참여

□ 특이사항

○ (대상) 공적인 사회보험기구[건강 및 요양보험, 사고 및 연금보험 담당 기관(농민 

연금보험 등)]에 대해서도 감사 실시(｢연방예산기본법｣ 제112조 제1항)

  ※ 사회보험기구 간 연합체에 대해서는 법적 형태에 관계없이 이들 연합체의 회원이 연방감

사원의 감사대상이 되는 경우 위 규정 준용

○ (범위) 변상청구(Pursuit of Damage Claims) 및 징계(Sanction)

  - 변상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관기관에 이를 즉시 통보(｢연방예산기

본법｣ 제98조)

  - 공무원의 책임 문제와 관련 규율이나 규정 위반 시 연방감사원은 연방검사나 판

사에게 통보하여 징계 처리(죄의 과중에 따라 벌금에서 해임까지 이루어지며, 

형법상 범죄는 벌금과 함께 구속 가능) (NAO,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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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스페인 감사원(Tribunal de Cuentas)

스페인은 내각책임제의 정부형태이며, 감사원은 의회 등으로부터 독립된 기 이고, 

원장을 포함한 감사 원회(12인)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짐

 

□ 주요 임무  역할

○ (임무) 정부 및 공공 부문의 회계와 재정관리에 대한 국가 최고조사기관

  - 각 기관으로부터 결산서를 제출받아 검사 

 ｢헌법(Constitution)｣ 제136조

 - 감사원은 정부 및 공공 부문의 회계와 재정관리에 대해 조사하는 최고기관이다. 

감사원은 의회에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며, 의회를 대신하여 국가 일반예산을 검사 

및 확인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 감사원은 정부와 공공 부문의 회계(결산서)를 제출받아 검사한다.

 ｢감사원조직법(Bundesrechnungshof Act)｣ 제1조 제1항(권한)

 - 감사원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 및 공공 부문의 회계 및 재정 

관리에 대해 감사할 책임이 있는 최고기관이다.

○ (역할 및 기능) 공공 부문의 경제활동에 대한 지속적이고 최종적인 외부감사이며, 

공공자금 및 자산관리 관련 회계책임에 대해 심판(｢감사원조직법｣ 제2조)

□ 감사 상  범

○ (자치주의 법령에 의해 설치된 감사기구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가 전역에 걸쳐 감사권한 보유(｢감사원조직법｣ 제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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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대상(｢감사원조직법｣ 제4조)

 - 국가행정기관, 자치주, 지방공사, 사회보장관리단체, 공공자치기관, 국영 기업체 및 

기타 공기업

 - 보조금, 대부금, 지급보증 및 기타 지원 등을 받은 자연인 또는 법인 등

 의무적 확인사항(｢감사원조직법｣ 제11조)

 - 국가행정기관과 기타 공공기관 간의 합의사항 중 법령에 감사하도록 규정되어 있거나 

감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국가와 기타 공공기관의 자산잔고 및 변동사항

 - 비정상적․추가적인 대출자금, 당초 편성된 예산 대비 대출의 기타 증액, 이월 및 

기타 변경사항

○ 특히,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 자치주에 속한 기관의 경제 및 예산 관련 활동에 대한 통제권한이 감사원에 부

여(｢헌법｣ 제153조 제4항)

  - 단, 지방감사기구(Regional Audit Institutions)가 설치된 자치주에 대한 회계심판

권은 지방감사기구에 위임(｢감사원조직법｣ 제26조 제3항)

  ※ 스페인의 17개 자치주 중 지방감사기구가 설치된 주는 12개 주이며, 나머지 5개 주에 대해

서는 직접 감사 실시 

  ※ 지방감사기구가 작성한 보고서는 스페인 감사원에 제출(｢감사원조직법｣ 제29조)

□ 감사종류  범

○ 회계감사(Auditing of Economic-Financial activity)

  - 공공 부문의 경제․재정활동이 합법성․효율성․경제성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검

증하는 것이며, 공공수입 및 지출 프로그램의 집행에 적용(｢감사원조직법｣ 제9조)

  - 의회의 위임을 받아 국가회계의 결산검사 실시(회계자료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조사․검증 실시)(｢감사원조직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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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 범위(2010년 감사원 설문조사 결과)】

 회계검사(○) / 재무제표감사(○) / 내부통제 등 재무관리시스템(○) / 재무 관련 

표준운영절차 준수 여부(○) / 재무 관련 담당자의 윤리규정 준수 여부(○)

○ 회계심판(Judgement of Accounts)

  - 공공물자 또는 자금 및 자산을 징수, 감사, 집행, 보관, 관리 또는 이용하는 자가 

보고하는 회계를 대상(｢감사원조직법｣ 제15조 제1항)

  - 공공자금 및 자산의 결손과 자산관리에 따른 부수적인 의무까지 포함(｢감사원조

직법｣ 제15조 제2항)

  ※ 회계심판권은 징계권자의 조치나 형사재판절차와 양립 가능하며, 범죄행위의 경우에도 민

사책임은 감사원의 관할권이 미치는 한 회계심판권에 의해 결정(｢감사원조직법｣ 제18조)

  ※ 단, 헌법재판소 관할사항, 행정재판소 관할사항, 형사사건, 관할 법원에 심리를 위해 이송

된 민사, 노동, 기타 사항은 제외(｢감사원조직법｣ 제16조)

○ 성과감사

  - 감사 종류로서 성과감사(performance audit)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모

든 회계감사에서 성과감사적 접근을 시도

  ※ 감사원의 기능은 공공 부문의 경제․재정활동이 합법성․효율성․경제성의 원칙에 부합

하는지 검증하는 것(｢감사원조직법｣ 제9조)

  ※ 2010년 감사원(BAI)에서 실시한 국가별 최고감사기구 설문조사에서도 위와 동일하게 응답

【성과감사 범위(2010년 감사원 설문조사 결과)】

 사업 등의 경제성․능률성․효과성(○) / 기관의 관리시스템에 대한 적정성(○) / 

사업 관련 표준운영절차 준수 여부(○) / 사업 담당자의 윤리규정 준수 여부(○)

□ 특이사항

○ (대상) 정당 및 정치조직에 대한 회계감사 실시

  - 정부의 지원을 받는 정당의 회계 및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며(｢The 

Organic Act for funding the Political Parties｣), 선거자금을 지원받는 정치조직의 



11. 스페인 감사원(Tribunal de Cuentas)  79

선거운동 관련 회계 및 재무재표에 대해서도 감사 실시(｢The Organic Act of the 

General Electoral Procedure｣) (NAO, 2005) 

  ※ 자치주의 선거 등에 대해서는 지방감사기구에서 담당

○ (범위) 책임 여부 및 조치사항(변상판정 등) 보고

  - 법규위반(infringements), 직권남용(abuses) 또는 부정행위(irregular practices)와 이에 

따른 각종 책임 및 책임 추궁에 필요한 조치사항을 감사보고서에 적시하여 보고

(｢감사원조직법｣ 제12조 제2항)

참고문헌

○ 관련 법령

스페인 ｢헌법｣(Constitution).

스페인 ｢감사원조직법｣(Court of Audit Organic Act, Ley Organica).

스페인 ｢감사원운영법｣(Court of Audit Functioning Act, Ley de Funcionamiento).

○ 기타 문헌 및 홈페이지

National Audit Office(2005), State Audit in the European Union.

스페인 감사원 홈페이지: http://www.tc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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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일본 회계검사원

 (Board of Audit of Japan)  

일본은 내각책임제의 정부형태이며, 회계검사원은 정부  의회 등으로부터 독립된 

기 으로 원장을 포함한 검사  회의(3인)에 의한 합의제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짐

 

□ 주요 임무  역할

○ 일본 회계검사원은 국가의 수입․지출의 결산, 정부기관 및 독립행정법인 등의 

회계, 국가보조금 등의 재정지원 회계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는 헌법상의 독립기관

  ｢헌법｣ 제90조(지위) 

  - 국가의 수입․지출의 결산은 매년 회계감사원이 감사하고, 내각은 다음연도에 그 

감사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회계검사원법｣ 제1조

  - 회계검사원은 내각에 대하여 독립된 지위를 가진다.

  ｢회계검사원법｣ 제20조 

  (1) 회계검사원은 국가의 수입․지출의 결산 및 법률이 정하는 회계검사를 실시한다. 

  (2) 회계검사원은 상시 회계검사를 실시하며 회계경리를 감독하여 적정을 기하고 시

정을 도모한다.

  (3) 회계검사원은 정확성 및 규정에 대한 검사와 함께 효율성, 효과성에 대한 관점, 

그리고 그 밖에 회계감사에 필요한 관점에서 검사를 실시한다.

□ 감사 상  범

○ 회계검사원의 감사대상은 필수적 감사사항과 임의적 감사사항으로 구분 (｢회계

검사원법｣ 제22조, 제23조)



12. 일본 회계검사원(Board of Audit of Japan)  81

【필수적 감사사항】 【임의적 감사사항】

• 국가의 매월 수입지출

• 국유재산․국가채권․채무의 관리

• 국가가 자본금의 1/2 이상을 출자한 법

인(400여 단체)

• 법률에 감사대상으로 정한 단체(일본방

송협회)의 회계 등

• 국가가 소유 또는 보관하는 유가증권과 

국가가 보관하는 현금 및 물품

• 국가 이외의 자가 국가를 위하여 취급하

는 현금, 물품 또는 유가증권의 수불

• 국가가 보조금 등 재정원조를 제공한 자

의 회계

• 국가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고 있는 

자의 회계 등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 국가의 수입․지출에 대한 결산검사와 법률에서 정한 회계에 대한 검사 수행 

(｢헌법｣ 제90조 및 ｢회계검사원법｣ 제20조 제1항)

 국가의 매월 수입지출

 국가 소유 현금 및 물품과 국유재산의 수불 

 국가 채권의 취득 상실 및 국채 기타 채무의 증감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원칙적으로 감사를 수행하지 않지만 국가보조금을 지원받

거나 직간접적으로 재정원조를 받는 사업회계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회계검사

원이 감사 시행(공공감사연구회, 2011: 283) 

  ※ 시정촌 1,193개, 도도부현 47개 등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국가가 자본금의 1/2 이상을 출자한 222개 법인(2012년 기준) 

  ※ 국제협력은행 등 정부기관 4개, 국립미술관 등 독립행정법인 96개, 도쿄대학 등 국립대학

법인 86개, 정보시스템 연구기구 등 대학공동이용기관법인 4개, 일본은행 등 기타 기관 

33개 등

  - 일본방송협회 등 법률로 정해진 기관 

○ 정부예산 지원 및 감독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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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 장려금, 조성금 등을 교부하거나 재정원조를 

하고 있는 3,826개(지방자치단체 포함) 기관 회계(2012년 기준)  (｢회계검사원법｣ 

제22조, 제23조)

  - 국가가 자본금의 일부만 출자하는 기관(중부국제공항주식회사 등 6개 법인) 및 

국가가 자본금을 출자하는 곳이 출자하고 있는 기업(홋카이도 여객철도주식회

사 등 15개 법인 등)의 회계

□ 감사종류  범

○ 재무감사

  - 국가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결산검사 및 회계보고서의 예산집행 반영 여부와 예

산규정의 적법성 확인(｢회계검사원법｣ 제20조 2항)

【재무감사 범위(2010년 감사원 설문조사 결과)】

 회계검사(○) / 재무제표감사(○) / 내부통제 등 재무관리시스템(○) / 재무 관련 

표준운영절차 준수 여부(×) / 재무 관련 담당자의 윤리규정 준수 여부(X)

○ 성과감사

  - 정부사업의 경제성․능률성․효과성 여부에 대한 판단(｢회계검사원법｣ 제20조 3항)

【성과감사 범위(2010년 감사원 설문조사 결과)】

 사업 등의 경제성․능률성․효과성(○) / 기관의 관리시스템에 대한 적정성(○) / 

사업 관련 표준운영절차 준수 여부(X) / 사업 담당자의 윤리규정 준수 여부(X)

□ 특이사항

○ (대상) 2005년 11월 ｢회계검사원법｣ 일부 개정으로 인해 ① 국가의 공사 이외의 

행정업무의 청구인이나 사무/업무 수탁업자의 계약에 관한 회계, ② 국가가 자본

금의 50% 이상을 출자하는 법인의 공사와 그 외 행정업무 청구인 또는 사무/업무 

수탁자 및 국가가 50% 이상 출자한 법인에 대한 물품 납입자의 계약에 관한 회계 

등도 검사대상으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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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관련 법령

일본 ｢헌법｣(The Constitution of Japan).

일본 ｢회계검사원법｣(The Board of Audit Law).

○ 기타 문헌 및 홈페이지

감사원(2008), 외국 감사원 법령집.

김명수 외(2009), 세계의 감사원, 조명문화사.

한국행정학회 공공감사연구회(2011), 외국 지방정부의 자체감사기구.

일본 회계검사원 홈페이지: http://www.jbaudit.g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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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핀란드 감사원 

(National Audit Office of Finland) 

핀란드의 정부형태는 통령제  이원정부제( 충형)이며, 감사원은 의회와의 업무상 

력하는 독립기 으로 의사결정 권한은 감사원장에게 일임되어 있음(독임제)

※ 감사원장에 한 임명․해임이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등 실질 으로는 의회 소속

 

□ 주요 임무  역할

○ 국가재무관리 및 예산의 합법성과 효과성을 감독하기 위한 독립된 감사기구

 ｢헌법｣ 제2장 제90조(법적 지위)

 - 국가의 재정관리 및 예산의 적정성을 감사하기 위하여 의회와의 협력체제를 지니는 

독립기구로 감사원(National Audit Office)을 둔다. 

 ｢감사원법｣ 제1조(임무)

 - 핀란드 감사원의 임무는 국가의 재정관리 및 예산 사용의 효과성 및 합법성을 확인

하는 데 있다.

□ 감사 상  범 (｢감사원법｣ 제2조)

○ 중앙 및 지방정부

  - 중앙부처(agencies), 국가기관(state authorities) 및 국가펀드

  ※ 감사원의 감사대상은 국가재정 및 예산에 한정되어 있어 의회 및 의회가 운용하는 펀드, 핀
란드은행(the Bank of Filand)과 사회보험기관(the Social Insurance Institution) 등은 감사대상

에서 제외됨

  - 지방정부의 경우 원칙적으로 감사원이 회계감사를 수행하지 않으나  중앙정부에 

의해 자금이 지원된 경우에는 감사 수행(｢감사원법｣ 제2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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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 국가의 통제권이 적용되는 기업(State-controlled companies)(｢감사원법｣ 제19조)

 경영권 등 의결권이 절반 이상이 되는 기업

 정부가 기업 이사회 구성원 중 다수를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기업 

 국가 통제 사기업의 자회사(subsidiary) 

 국가 통제 사기업 혹은 이러한 기업과 정부와의 합자기관의 통제를 받는 기업

○ 정부예산 지원 및 감독기관

  - 정부보조금 지원 및 관리를 받는 기관, 재단 및 기타 조직 

  ※ 국가 복권 및 슬롯머신협회 / 정부지원 민간도로(Government aid to private roads) 등

○ 준공공 부문 

  - 국가로부터 펀드나 경제적 편익을 받는 법인체나 개인(private persons)에 대한 편

익 제공 기준 및 조건의 적정성 여부 등 감사  

○ 기타 사항

  - 핀란드와 EU 간 재정 이전 관련 감사 / EU 관련 프로그램

  ※  1995년 특별 감사법 도입을 통해 감사권한이 부여됨

□ 감사종류  범

○ 재무감사

  - 재무제표의 정확성, 재정운영의 합법성, 내부통제 운영의 신뢰성과 적절성에 대

한 평가 수행(｢감사원법｣ 제1조, ｢감사원 규정｣ 제1조)

【재무감사 범위】

 회계검사(○) / 재무제표감사(○) / 내부통제 등 재무관리시스템(○) / 재무 관련 

표준운영절차 준수 여부(○) / 재무 관련 담당자의 윤리규정 준수 여부(X)

  ※ 매년 평균 100여 개 기관에 대한 재무감사 수행(2010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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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감사

  - 국가경제의 전반적 효율성과 관련한 문제와 목표 대비 성과에 대한 조사 및 평

가 실시(｢감사원법｣ 제1조, ｢감사원 규정｣ 제1조)

【성과감사 범위(2010년 감사원 설문조사 결과)】

 사업 등의 경제성․능률성․효과성(○) / 기관의 관리시스템에 대한 적정성(○) / 

사업 관련 표준운영절차 준수 여부(X) / 사업 담당자의 윤리규정 준수 여부(X)

  ※ 매년 평균 20～30여 건의 기관 및 사업에 대한 성과감사 수행(2010년 기준)

□ 특이사항

○ (대상) 국가로부터 펀드나 경제적 편익을 받는 법인체나 개인(private persons)에 

대한 편익 제공 기준 및 조건의 적정성, 사용 용도의 정확성 여부 등에 대한 감사

(｢감사원법｣ 제2조③)

참고문헌

○ 관련 법령

핀란드 ｢헌법｣(The Constitution of Finland).

핀란드 ｢감사원법｣(Act on the National Audit Office).

핀란드 ｢감사원 규정｣(State Audit Decree).

○ 기타 문헌 및 홈페이지

National Audit Office(2005), State Audit in the European Union.

National Audit Office of Finland(2010), National Audit Office's Annual Report.

핀란드 감사원 홈페이지: http://www.vtv.fi/en/n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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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프랑스 감사원

(Cour des Comptes, The Courts of Accounts) 

랑스의 정부형태는 통령제  이원정부제( 충형)이며, 감사원은 독립 인 회계

법원(독립기 )이고 합의제 방식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짐

 

□ 주요 임무  역할

○ 프랑스 감사원은 공공정책의 평가와 함께 정부활동 및 예산집행을  모니터링하여 

의회와 정부를 지원

  - 행정기관의 운영관리, 자산 및 재무 상태 등에 대한 공정성 제공

 ｢헌법(Constitution of 4 October 1958)｣ 제47-2조

- 감사원은 정부활동을 모니터링하여 의회를 보좌한다. 공공정책의 평가와 함께 ｢재정

법｣(Finance Acts) 및 ｢사회보장재정법｣의 집행을 모니터링하여 의회 및 정부를 지

원한다. 

 ｢재정법전(Code des Juridictions financieres)｣ 제L111-2조

 - 감사원은 예산집행의 감독에 있어 의회와 정부를 지원한다.

○ 회계심판 권한을 보유한 독립적인 회계법원

  - 지방 및 해외령 감사원에서 1심으로 심판한 사항에 대한 항소 심판을 하며, 그 

외의 사항에 대한 공공출납관의 회계를 심판(｢재정법전｣ 제L111-1조, 제L131-2조)

  ※ 감사원은 감사원장, 감사실장, 수석감사관, 주임감사관, 감사관 등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법관의 지위를 보유(｢재정법전｣ 제L11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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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상  범

○ 프랑스 감사원은 중앙 및 지방정부, 공공기관, 국영기업, 공공단체 등의 회계계정을 

관장하며 필수적 대상기관과 선택(임의)적 대상기관으로 구분 실시

 필수적 감사대상기관

 - 국가기관(정부), 국가의 공공서비스 관련 단체, 국영기업(공기업), 사회보장기관

 선택적 감사대상기관

 - 필수적 감사대상기관이 의결권 또는 자본의 50% 이상을 보유하거나 의사결정 등

에 있어 지배적 권한을 행사하는 사법상 기관, 정부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기부금을 모집하는 자선단체, 유럽연합(EU)의 공적 자금 지원 기관, 특정 세

금 및 기여금(법적 의무부담금 등)을 교부받은 기관 등

○ 중앙 및 지방정부

  - 공공회계의 수입과 지출의 합법성을 확인하고 국가기관 및 공공법인(예금공탁금

고 제외)의 예산, 기금, 유가증권 등의 적법한 사용을 확인(｢재정법전｣ 제L111-3조)

  ※ 예금공탁금고에 대한 감독은 기관의 법적 지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참사원에서 결정(｢재
정법전｣ 제L131-3조)

  - 지방정부 및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감사원의 위임 사항 포함)는 지방 감사원이 

수행하나 감사원은 상급법원으로 지방 감사원 및 해외령 감사원의 감독기능 수

행(｢재정법전｣ 제L111-10조, 제L211-1조)

  ※ 지방 및 해외 영토 등에 32곳이 설치되어 있는 지방 감사원은 감사원의 하급법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감사원의 수석감사관 등이 지방 감사원장을 역임 

  ※ 지방 및 해외령 감사원 관련 사항은 ｢재정법전｣ 제L210-1조~제L274-5조에 별도 기술

○ 공공기관 또는 정부예산 지원 및 감독기관

  - 공기업의 회계 및 경영을 감독하고 위임기관에 대한 감독의 일환으로 법률에 의해 

위임받은 자가 작성한 보고서 검사(｢재정법전｣ 제L111-4조)

  ※ 위 조항에서의 법률은 ｢부패방지와 경제활동 및 공공절차의 투명성에 관한 법｣(법률 제

93-122호) 제40-1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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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투자기관, 국영기업, 민관합작회사 또는 국가가 자본금의 절반 이상을 보유

한 기업의 회계와 재정운영 검사(｢재정법전｣ 제L133-1조)

  - 지방 및 해외령 감사원의 권한 사항을 제외하고 ① 산업 또는 상업활동을 행하

는 공공기관 또는 단체, ② 국가 등 감사원의 감독을 받는 기관이 자본금의 절반 

이상을 보유하거나 의결기구의 과반수 이상의 투표권을 보유한 기관, 기업, 연

합체, 단체와 그 자회사, ③ 의사결정 또는 재정운영에 있어 재결권의 행사가 

가능한 수준의 자본금을 보유한 공공법인 등에 대한 회계와 재정운영 검사(｢재

정법전｣ 제L133-2조)

  - 지방정부 및 특수 공공법인으로부터 1,500유로를 초과하여 재정원조를 받거나 

자본금의 절반 이상을 보유 또는 의결기구의 과반수 이상 투표권 보유 및 의사

결정 등에 있어 재결권을 행사하는 기관과 기업, 연합체, 단체 등이 다수의 해외

령 감사원의 관할 영역에 속하는 경우 감사원이 검사 실시(｢재정법전｣ 제L133-3조)

  - 프랑스 정부 및 유럽연합(EU)의 공적 자금, 특정 세금 및 기여금(법적 의무부담

금 등)을 교부받은 기관과 채무변제적 성격의 자금을 공여받은 기관에 대한 감

독 수행(｢재정법전｣ 제L111-7조)

○ 준공공 부문(민간 부문)

  - 자선단체가 모집한 기부금(품)이 기부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 사용내역 검사 가능(｢재정법전｣ 제L111-8조)

  ※ 이 경우 기부금(품)을 공여받은 단체도 검사 대상

  - 민간법인 보험기관에 대한 감사 실시(｢재정법전｣ 제L134-1조)

○ 기타

  - 국가유산재단, 주거 관련 사회경제연합, 비교연구재단, 국가 특수공공법인에 대

한 감사 실시(｢재정법전｣ 제L111-8-1조～제L111-9조)

  ※ 특수 공공법인에 대한 감사는 관련 지방 감사원에 위임하여 실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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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종류  범

○ 결산검사

  - 매년 정부 등 감사대상기관의 전년도 회계에 대한 결산검사 실시

      ▪  결산 및 예산관리 실태에 관한 보고서와 회계의 합법성, 진실성, 공정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 보고서를 결산법안과 함께 의회 보고(｢재정법전｣ 제L132-1조; NAO, 2005)

  ※ 결산검사는 출납관의 회계처리 결과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출납관이 작성하는 계산서를 

심판하는 사법적 감사의 일부(감사연구원, 2009)

○ 재무감사 및 성과감사

  ※ 프랑스 감사원은 재무감사와 성과감사를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동시에 수행하며 감사활동

의 약 50% 정도가 성과감사사항을 검토(2010년 감사원 설문조사 결과)

  - 국가기관 등 공공회계의 수입과 지출의 합법성을 확인하고 예산운영의 적법성

을 검사(｢재정법전｣ 제L111-1, 제L111-3조) 

  - 재정지출을 통한 사업목표의 달성 여부 확인

【회계감사 범위】

 회계검사(○) / 재무제표감사(○) / 내부통제 등 재무관리시스템(○) / 재무 관련 

표준운영절차 준수 여부(○) / 재무 관련 담당자의 윤리규정 준수 여부(○)

【성과감사 범위】

 사업 등의 경제성․능률성․효과성(○) / 기관의 관리시스템에 대한 적정성(○) / 

사업 관련 표준운영절차 준수 여부(○) / 사업 담당자의 윤리규정 준수 여부(○)

○ 공공정책 평가(성과평가)

  - 계별 회계의 경제성․효율성을 검증하는 성과감사와는 다른 감사영역으로서 정

책목표가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달성되었는가를 정량적으로 평가(감사연구원, 

2009)

  ※ 공공정책 평가는 감사원의 권한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감사의 질을 보증하면서 감사범위

와 기능 확대의 수단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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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 (대상) 사회보장 및 보험기관에 대한 감독 실시

  - 사회보장 관련 기관에 대한 감독 실시(｢재정법전｣ 제L111-5조)

   • 사회보장 관련 법규의 적용(일반 레지옹에 대한 기여금 및 부담금의 납부 등)도 감사(｢재정

법전｣ 제L111-6조)

  ※ 매년 사회보장 예산의 집행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재정법전｣ 제L132-3조)

  - 민간법인의 지위를 보유하거나 재정상의 자치권을 보유한 사법상의 기관이지만 

보험 등 의무적 가입대상 분야의 전체 또는 일부를 담당하는 기관에 대한 감사 

실시(｢재정법전｣ 제L134-1조)

 질병, 출산, 퇴직, 장해, 사망, 업무상 재해 및 질병에 대한 보험과 가족수당

 위 기관들의 연합체도 동일한 감독 대상

○ (범위) 재정상 위법행위가 있다고 인정된 공공출납관에 대한 심판권 행사(｢재정

법전｣ 제L131-2조)

  - 회계직원의 재정상 위법행위에 대한 심판(변상책임 등), 벌금 부과, 예산․재정

징계법원에 고발 및 형사사건의 경우 검찰청 및 형사법원으로 이첩

  ※ 공공출납관의 지위를 갖지 않으면서 재정상의 위법행위를 행한 자가 형법 규정에 의한 형

사소추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경우 감사원은 자격 또는 직위사칭을 이유로 벌금형에 처할 

수 있음(｢재정법전｣ 제L131-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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