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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출장 개요

   1. 목 적

 ❍ 청렴도 평가 및 반부패시책 업무담당 실무자를 대상으로 청렴도 선진 국가 

연수를 실시하여 업무 역량 강화

 ❍ 국가 청렴도가 우수한 해외기관 방문을 통해 자율적인 반부패 노력에 대한 

우수사례 및 부패 사전예방 차원의 부패 대응체계 사례에 대해 선진기법을 

벤치마킹

 ❍ 비정상적인 관행을 근절하고 불합리한 제도․시스템 적극 개선

 2. 개 요

 ❍ 기    간 : 2019년 4월 18일(목) ~ 26일(금) 7박 9일

 ❍ 대상국가 ▸2개국(미동부, 캐나다)
   ※ 국제투명성기구 주관 2018 부패인식 지수 9위(캐나다) 및 22위(미국) 국가 방문

 ❍ 참여대상 : 경남 청렴 클러스터 가입기관 中 청렴도 및 부패방지시책 업무

담당자, 청렴업무 협조자 등

 ❍ 참가인원 : 9명(경상남도교육청 1명, 진주교육지원청 1명, 한국승강기안전공단 

2명, 한국시설안전공단 1명, 한국남동발전 2명, 한국토지주택공사 

1명, 사무국 1명)

   ※ 우리공단 참가자 : 감사실 김고운 공무대리(5P 명단 참조) 

 ❍ 추진근거 

   -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부패방지시책평가 지침(청렴조사평가과-18090,‘17.04.21)

   ▸청렴업무 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부여(해외연수 기회 부여):20점

   - 2019년 경남청렴클러스터 청렴도 선진국가연수 추진(안) : 승인(전원동의)

   ▸경청-2018-31(’18.08.08), 2018경남청렴클러스터 2차 대표자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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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청-2019-06(’19.02.19), 2019경남청렴클러스터 1차 대표자회의 결과

   - 경청-2018-32(‘18.08.31) 2019년 2차 사업 추진 시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

하며 2018년 청렴도 선진 국외 연수사업(덴마크, 스웨덴) 결과 보고서를 

가입기관과 공유

 3. 주 요 내 용

 ❍ 국제사회의 우리나라 청렴 수준평가에 대한 비교

 ❍ 선진 청렴국가의 자율적인 반부패 노력에 대한 우수사례 벤치마킹

 ❍ 부패 사전예방 차원의 부패 대응체계 사례 벤치마킹

 ❍ 공공재정 누수를 차단할 수 있는 정책적 사례 검토 등

 4. 출 장 결 과

 ❍ 방문 소감 
   - 시민의 정치참여, 철저한 신고정신, 공권력의 성숙한 주민통제 등은 비단 

민족성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님. 
    ▸내규로 오랫동안 내재된 청렴 가치관, 부패사건 발생 시 엄격한 처벌 등이 효력 
   - 청렴에 기반을 둔 감사가 완벽하게 독립성을 갖추고, 감사담당자도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어 신뢰를 얻고 있음. 
   - 내부신고 활성화와 신고자 보호 체계화를 통해 신고자가 신고의 익명성과 

감사의 투명성을 의심하지 않도록 함
   - 공직자는 개인 업무 및 급여 관련 세부정보도 공공으로 공개하며 국민과의 

신뢰 유지에 역점을 두고 있음. 

 ❍ 정책적 시사점
   - 공직자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자발적인 청렴의식을 바탕으로 투명한 

업무처리를 하고 있음
   - 우리나라가 반부패 정책이 여타 선진국에 비해 후발주자로 대비되는 만큼, 

‘공공부문의 청렴수준 제고’ 가치 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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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저한 직무 청렴교육 등을 통해 청렴의 의무를 개인의 도덕적 인식에 기대지 
않고 필수 준수 사항으로 여길 수 있도록 정책적인 뒷받침과 기관의 자체 
노력이 필요함 

 ❍ 향후 업무 적용방안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전문강사로서 실제 업무에서 ‘윤리적 딜레마’ 상황들을 
수집하여 직원들이 윤리적인 판단기준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 지원

   - 공단 구성원의 청렴 일상화를 위해 소소하지만 성취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자발적 청렴 프로그램 기획

   - 공단 청렴시책에 대한 적극 공개 (청렴중역 활용) 및 청렴 옴부즈만의 정책 
참여 활성화 기여

   - 타 공공기관 청렴업무 교류 및 협력 활성화로 청렴 프로그램 공동 추진
   - 부패·공익·갑질 등 신고제도의 적극적 홍보 및 신고자 보호제도 실효성 강화 

 5. 출 장 일 정

일 자 지  역 교 통 편 시  간 세    부    일    정

제1일
4/18
(목)

집결지

인  천
뉴  욕

전용차량

OZ 222
전용차량

 

04:20
10:30
11:50
15:00

집결지 출발

인천 공항 출발 (비행소요시간 약 14시간 20분)

뉴욕 공항 도착 입국수속 후 가이드 미팅

뉴욕시청 방문 및 호텔 집결

석식 후 호텔 투숙

제2일
4/19
(금)

뉴  욕 전용차량
08:00 ▶공식일정 : 팰리세이즈드파크 시청

http://www.palisadesparknj.us/ 

연수참여자 회의-방문기관 조사자료 공유

제3일
4/20
(토)

나이아
가라

전용차량

06:00
07:00

18:00

이동 (약8시간 00분 소요)

▶캐나다 국경 통과

석식후 호텔 투숙

- 국가별 반부패정책에 대한 토론회(1차)

연수참여자 회의-방문기관 조사자료 공유

제4일
4/21
(일)

나이아
가라

토론토 전용차량

08:00

13:00

18:00

토론토 이동 (약 1시간 20분 소요)

▶주의사당, 신 구청사 견학

- 국가별 반부패정책에 대한 토론회(2차)

연수참여자 회의-방문기관 조사자료 공유

석식후 호텔 투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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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일
4/22
(월)

토론토

해리스
버그

전용차량

08:00

09:00

11:00
20:00

▶공식일정 : 토론토 시청 감사과 방문  

-Toronto City Hall

-http://www1.toronto.ca

▶공식일정 : 버팔로 시청 방문

-CITY OF BUFFALO

-http://www.ci.buffalo.ny.us/

해리스버그 이동 (약 8시간 소요)

석식 후 연수참여자 회의-방문기관 조사자료 공유

제6일
4/23
(화)

해리스
버그

워싱턴

전용차량

08:00
13:00

15:00

19:00

워싱턴으로 이동 (약 2시간 소요)

▶공식일정 : 국제민간기업센터 방문 

- CIPE(Center for International Private Enterprise)

- http://www.cipe.org

▶공식일정 : 특별심사청 방문 

-Office of Special Counsel (OSC)

-https://osc.gov/

석식 후 연수참여자 회의-방문기관 조사자료 공유

제7일

4/24

(수)

워싱턴

몽고메리

볼티모어

뉴  욕

전용차량

07:00

09:00

14:00

19:00

20:00

▶공식일정 : 몽고메리 카운티 방문

http://montgomerycountymd.gov/home.aspx

볼티모어 이동 (약 1시간 소요)

▶공식일정 : 하워드카운티 감사관실 방문

https://cc.howardcountymd.gov/Auditor

뉴욕 이동 (약 3시간 20분소요)

석식후 연수참여자 회의-방문기관 조사자료 공유

제8일

4/25

(목)

뉴  욕

전용차량

OZ 221 13:55

공항으로 이동

뉴욕 공항 출발 (약 14시간 15분)

제9일

4/26

(금)

인  천

진  주

OZ 8531 17:10

19:20

22:20

뉴욕 공항 출발 (비행소요시간 약 13시간)

인천 공항 도착

집결지 도착

http://www1.toronto.ca
http://www.cip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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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참가자 명단

연 번 기 관 명 부 서 명 직위/직책 성  명

1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 주무관 하정숙

2 진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주무관 김상화

3 한국시설안전공단 감사실 대리 김고운

4 한국남동발전 감사실 차장 김학균

5 한국남동발전 감사실 차장 박지만

6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문화홍보부 과장 김승용

7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감사실 부장 구향회

8 한국토지주택공사 감사실 과장 최승일

9 경남청렴클러스터 사무국 국장 이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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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수 세부내용 및 시사점

  1. 방문국 현황

 가.  미    국

  ❍ 국 명 : 미국(United States of America)

  ❍ 위 치 : 북아메리카 중부(캐나다와 멕시코 사이)

  ❍ 수 도 : 워싱턴 DㆍC

  ❍ 정부형태 : 연방공화국(대통령중심제)

  ❍ 정치형태 : 상․하원 양원제

  ❍ 언 어 : 영어

  ❍ 종 교 : 개신교(51.3%), 카톨릭(23.9%), 그 외(24.8%)

  ❍ 통 화 : 달러($)

  ❍ 인 구 : 약 3억23백만(세계4위)

  ❍ 기 후 : 온대기후

  ❍ 면 적 : 9,826,675㎢ (세계 3위)

  ❍ 민 족 : 다민족

  ❍ 주요산업 : 서비스(79.5%), 제조업(19.4%)

  ❍ 1인당 국민소득 : 57,220달러(2018년 기준)

  ❍ 국기 및 지도

 국 기 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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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캐 나 다

  ❍ 국 명 : 캐나다(Canada)

  ❍ 위 치 : 북아메리카 대륙 북부

  ❍ 수 도 : 오타와

  ❍ 정부형태 : 의원내각제

  ❍ 정치형태 : 상․하원 양원제

  ❍ 언 어 : 영어(68%), 프랑스어(12.5%)

  ❍ 종 교 : 카톨릭(43.6%), 개신교(29.62%), 기타(27.2%)

  ❍ 통 화 : 캐나다 달러(CAD)

  ❍ 인 구 : 약 35백만(세계 39위)

  ❍ 기 후 : 냉한대지대(미국접경 남부 일대 온대)

  ❍ 면 적 : 9,984,670㎢(세계 2위)

  ❍ 민 족 : 다민족(영국계 28%, 프랑스계 23%, 기타 49%)

  ❍ 주요산업 : 제지․ 자동차․ 금속 공업 등

  ❍ 1인당 국민소득 : 43,935$(2018년 기준)

  ❍ 국기 및 지도

 국 기 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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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관방문 세부 내용

 가. 펠리세이즈 시청(Borough of Palisades Park)

▸펠리세이즈 자치구
- 기관명 : Borough of Palisades Park

- 주  소 : 275 Broad Avenue, Palisades Park, NJ 
- 전화번호 : 201.585.4100  / inquiries@palisadesparknj.us
- 홈페이지 : http://palisadesparknj.us
- 펠리세이즈 파크 자치구는 1878년 자치법(the Borough Act of 1878)에 의해 만들

어졌으며 미국 동북의 뉴저지에 있는 우리의 ‘읍’ 단위 지방정부에 해당된다
- 뉴저지 주에서도 동북부인 버겐 군에 속하는 구역으로 원래는 Ridgefield 

Township의 일부였다가, 1899년에 자치구로 승격되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다.
- 허드슨 강 연안의 포트리에 인접하며, 뉴욕의 교외 주택지이다. 1960년대에 교외

주택지로 인구가 급증하였으며, 최근에도 인구가 꾸준하게 늘고 있다. 인구는 약 
2만명에 달하며

  그 중 51.5%가 한국계로 나타나, 미국 전역 자치 단체 중 한국계 비중이 가장 높
은 곳으로 조사되었다.

- 소방서, 경찰서, 읍법원 등 9개 부서 및 시의회가 시청에 함께 모여있어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여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 방문일자 : 2019. 4. 19.(금)

 ❍ 주요 착안사항

  - 미국 공직인사의 특징 

  - 비슷하면서도 다른 청렴에 대한 관념

  - 투명한 지방자치를 위한 내부견제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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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사 내용

  [ 미국의 공직인사 특징 ]

   ▸미국의 공직자 임용방식 특징->엽관주의, 교체임용주의(doctrine of rotation)

     시험을 통한 공직자 선발, 신분보장을 통한 전문성 제고,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는 우리의 공직자 임용제도와 달리 미국의 경우는 정권이 바뀔 때 마다 

공무원들도 같이 바뀌는 엽관제로 운영 됨.

     <임용방식 비교>

     정실주의(patronage)란 사람을 공직에 임용함에 있어 실적 이외의 요인, 즉 

정치적 요인뿐만 아니라 혈연, 지연, 학연 등 개인적인 친분, 기타의 온정

관계 등을 기준으로 행하는 것을 말함.

     엽관주의(spoils system)란 공직에의 임명을 정당에 대한 공헌도와 충성도에 

따라 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복수정당제도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무원들도 따라서 바뀌는 것을 전제로 함. 이 경우 

관직은 선거에 승리한 정당의 전리품처럼 이해되어, 특정의 정당에 대한 

정치적 봉사에 대한 보상으로 보았다. 그러므로 엽관주의적 인사행정에서는 

정권이 바뀌면 기존의 재직자들은 자리를 내놓아야 한다는 교체임용주의

(doctrine of rotation)의 관념이 지배적이었음. 엽관주의와 정실주의는 

오늘날 거의 같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정실주의가 정치적 요인을 중요

시하는 엽관주의보다 넓은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음

     실적주의(merit system)란 능력과 자격 위주로 공무원을 임용하는 제도로 

실적제(實績制), 성적제 또는 실적관료제(實績官僚制, merit bureaucracy 

system)라고도 부름.

     실적주의 공무원제(merit system)는 엽관제 아래서 인사행정에 가해진 정당

(政黨)의 간섭을 배제하고, 능력과 자격 위주로 공무원을 임용하며, 또 정권

(政權)의 교체와는 관계없이 공무원으로 하여금 행정사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신분을 보장하는 공무원 제도로 공무원이 집권당의 시녀(侍女)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봉사자'임을 강조하며, 또 공무원의 임용은 공개경쟁시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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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중요시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신분보장을 주장

하고 있는데 특징이 있음.

  [ 청렴에 대한 비슷하지만 다른 의식 ]

   ▸미국의 경우 횡령, 뇌물 등 금전 부패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다시는 

공직에 설수 없도록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어 우리와 유사한 입장이나 공직

선발이 주로 엽관제로 운영되고 있어 공직자의 가족 지인 등이 공무의 이해

관계자인 경우 발생하는 이해충돌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와 달리 별다른 죄의식 

없이 폭넓게 행하여지는 것 같은 느낌을 줌

     특히 정경유착 등 폐해로 국내에서는 법으로 금지된 로비가 합법인 미국이 

우리보다 학연, 지연 등 인맥을 더 중요시 한다는 생각마저 들게 함.

  [ 건전한 지방자치를 위한 각종 견제 ]

   ▸미국의 경우 수십 개의 주가 모여 국가를 이룬 연방국으로 지방자치의 역사가 

매우 깊다. 한국의 경우 약의회 강단체장의 형태로 되어 있어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이 제대로 견제와 균형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미국의 경우는 지방

의회가 형식적으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기관을 적절하게 통제하고 외부적으로는 공인회계사와 같은 

민간단체와 계약을 맺어 감사를 강화하고 있음.

     또한 의회가 개최되는 날이면 시민들 누구나 참여하여 회의를 참관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성숙한 주민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음. 

 1. 주요 질의·답변

  1) 감사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 (답변) 행정의 감시는 시의원이 하고 있으며, 특별히 감사제도는 없음. 시

의원이 타운마다 법을 제정함. 또한 타운의 시의원은 인사권 등이 있고, 
행정감시의 역할을 나누어서 사고 있으며 공무원들은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거의 없음.

  2) 시장님은 시의원들과 의견충돌이 없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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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문사진

발표 진행 중 사진 팰팍 한인타운 방문

단체 사진 지역신문 기사보도

   - (답변) 시장 및 의원이 같은 정당소속일 경우 의견충돌은 거의 없으며, 의견 
충돌이 발생하면 시장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함. 시장은 연 5천불 정도 받고 
시의원은 월 백불정도 받는데 파트타임으로 활동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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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토론토시청 (감사과)

▸토론토시청 감사과

- 기관명 : 토론토시청 감사과

- 주소 : 100 QUEEN ST W, TORONTO, ON M5H 2N2 캐나다

- 전화번호 : +1 416 392 2489

- 홈페이지 : http://www1.toronto.ca

- 담 당 자 : Stuart Campbell(내부감사), Stephen Conforti(Manager)

 ❍ 방문일자 : 2019. 4. 22.(월)

 ❍ 주요 착안사항

  - 캐나다의 반부패·청렴정책

  - 감사기구의 독립성 보장여부

  -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현황 전반

  - 다양한 프로그램과 비즈니스 프로세스 감사 실시방법

 ❍ 조사 내용

  - 캐나다(토론토)에서 추진하고 있는 반부패, 청렴정책 방향

  - 감사조직의 구성과 운영체계 등 전반

  - 옴부즈만의 구성인원과 역할에 대한 부분

  - 국제투명성기구 발표결과 청렴도순위 상위권 달성 비결

  - 시의회와 행정부 사이에서 중립적인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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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토론토시의 간략한 설명 : 생략

 2. 감사업무 관련 내용

  1) 토론토 감사팀은 토론토시가 청렴성 및 혁신성에 대해 존경받는 세계적인 

수준의 조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선도적 감사조직으로, 공공기금 및 도시 

운영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시의회를 지원하는 업무를 함

  2) 감사프로세스의 독립성 확보 및 객관적인 검증활동에 대한 인식

   - 감사원장의 업무 계획은 감사위원회를 통해 의회에 보고 됨
   - 감사원장은 높은 수준의 감사 품질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 함
   - 감사원 사무소는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음
   - 시 부서, 기관 및 기업, 기타 기관에 대한 운영 등 기관 특별 검토를 수행

할 권한이 있음    

 3. 주요 질의·답변

  1) 토론토시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반부패 및 청렴관련 정책은?
   - (답변) 토론토 시청 감사과에서는 인터넷(이메일 신고 등) 핫 라인 및 전화 

신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누구든지 부조리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는 
내부고발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내부고발자(정보제공자)의 신분과 
정보 등은 철저히 보장되고 있음. 불만접수 민원이 감사과로 접수되면, 
사실관계 여부 등 조사를 위해 1차적 여과작업을 거쳐, 객관적이고 타당성이 
있다고 확인되면 각 해당부서로 내용을 통보함. 토론토 시청 홈페이지에는 
감사기능기구(감사과)와 옴부즈만 조직과 기능을 공개하고, 협력단체(로비
스트) 등도 시스템에 등록해서 정보공개 하고 있음.

  2) 감사부서의 장의 임명권자가 누구(시의회 또는 시장)인지와 그 임기는 
몇 년인지?

   - (답변) 시의회에서 위촉하는 것은 아니며, 선출직 시장(Mayer)은 행정전문
성이 없으므로, 시장 아래 시티매니저(우리나라의 국무총리)가 감사부서의 
장을 임명하며, 공무원 정년처럼 임기는 정해져 있지 않음.

  3) 한국의 경우 감사조직이 도지사 및 시장 군수 산하의 한 부서로 구성 운영
되고 있는데 캐나다 토론토시청 감사과의 경우 시장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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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적인 위치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 (답변) 감사장으로 임명되기 위해서는 UN에서 제정한 국제표준기구의 규정 

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중립적인 위치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시의
회에서 시장과 44명의 시의원이 민주적인 투표절차를 거쳐 시정 전반의 
대부분의 결정에 참여함.

  4) 옴부즈만의 소속과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 (답변) 옴부즈만은 독립기관이며, 옴부즈만 구성인원은 정해져 있지는 않

으나, 필요시마다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함.
  5) 대한민국의 경우 청렴과 관련된 평가를 중앙정부에서 매년 실시하여 기관

별 순위를 발표하고 단체장의 당선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캐나다에서는 
연방정부나 주정부 주관으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지?

   - (답변) 캐나다에서는 청렴도 관련 평가를 해서 순위를 정하고 있지는 않음.
  6) 순위를 정하는 청렴도 관련 정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 국제투명

성기구(CPI)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캐나다가 9위를 차지했는데 청렴도 
순위가 이렇게 높게 나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 (답변) 단기간의 평가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나 정책을 추진해서가 아니라 
교육이나 문화적 배경과 추가적으로 시민의식들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함.

  7) 비위 사실이 확인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수위는 어느 정도 인지?
   - (답변) 형사고발 및 파면 조치 등을 진행함. 사회적으로 격리 조치를 취하

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처벌보다 예방 차원의 업무를 주로 하고 있음.
  8) 한국의 경우 정당 등 의회의 영향력을 배제 할 수 없는데, 캐나다의 경우

에는 업무추진과정에서 의회의 압력 등은 없는지?
   - (답변) 중립적인 위치에서의 업무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의회와는 교류하는 

일이 거의 없음.
  9) 한국의 경우에는 부패방지시책의 일환으로 공무원에 대해 직무교육을 실시

하고 있는데 캐나다의 경우에는 직원을 대상으로 부패방지를 위한 프로그
램이 있는지?

   - (답변) 특별한 프로그램 운영보다는 가이드라인(지침) 책자를 제작ㆍ배포
하여 숙지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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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버팔로 시청

▸버팔로 시청 (감사관)

- 기 관 명 : City Hall Buffalo City (Department of Audit & Control)

- 주    소 : 65 Niagara Square, NY 14202 (1225 City Hall Buffalo)

- 전화번호 : 716-851-5255 / http://www.buffalocomptroller.com

- 대표감사관 : Mark J.F. Schroeder

- 홍보감사관 : Patrick J. Curry (경남청렴클러스터 공식방문 안내 브리핑 제공)

 (시 조직) 시장, 의회, 행정부(과세부, 소방서, 경찰국 등), 행정기관(도시 재개발청 

등), 감사관, 각종 위원회(교육위원회 등), 공공기관(주택공사 등)으로 구성됨

 (감사기구) 시의 독립된 감사 기구로서 ‘마크 J.F. 슈로더’ 감사관외 회계전문가 6명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역할은 예산 지출정보 공개, 내부 감사 실시, 익명신고

센터 운영, 감사보고서 작성 등을 통한 재정의 운용 위험요소 발굴 개선 등이 있음

 (의회기구) 시의회는 입법부 이며, 9개 선거구에서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된 주민대표기구

 - 예산 승인에 대한 권한, 도시의 각종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

 - 입법기관으로써의 권한, 시장이 임명한 각 기관의 인사들에 대한 승인권한

 - 시민들은 각 위원회에서 개최되는 청문회와 공청회에 참석하여 입장을 표명할 

수 있음

 - 특이점은 의회 배치가 시민들이 상단에 배석, 의원들이 가장 낮은 곳에서 진행

 ❍ 방문일자 : 2019. 4. 22.(월)

 ❍ 주요 착안사항

  - 버팔로시 감사관의 기능, 특성

  - 부패방지 정책 운영 등

 ❍ 조사 내용

   ▸ 버팔로시의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세분화된 정보공개 요소

     버팔로시에서는 재정 적자를 해결하고자 예산 집행에 대한 분석, 부패요소 

사전 방지 정책을 홈페이지 정보공개, 각종 매체를 이용하여 시민들의 궁금

증을 해소하는데 전략적 중점을 두고 있음

   ▸ 공무원의 청렴을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시민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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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이나 주정부에서 추진하는 각 시의 청렴도에 대한 측정이 없는 반면, 

대부분의 시민들은 공공기관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며, 부패사건 발생 시 처벌이 

상당히 강함

   ▸ 버팔로 감사부서의 미션을 회의실에 게시하여 실천의지 제고

     미션 : [감사관(Department of audit & control)은 버팔로 시민들과 납세자

들에게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투명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재정을 보호하고 보고하는 것을 강화할 것입니다.]

▸ 버팔로시 참석관 : 마크 J.F. 슈로더, 패트릭 J. 커리, 클레어 발드론
   ※ Mark J.F. Schroeder, Patrick J. Curry, Claire Waldron

 1. 버팔로시의 간략한 설명 : 생략

 2. 감사업무 관련 내용

  1) 시 재정 운용의 양대 위험 요소 설명

   - control risks: 집행 운용에서 낭비되는 예산의 위험
    ※ 예산이 다른 방향으로 집행되는 것에 대한 설명
   - financial risks: 예산 집행의 단위가 큰 것에서 오는 위험
    ※ 대규모 예산의 잘못 집행 시 재정의 손실 부담에 대한 설명

  2) 재정 운용 투명성 강화 정책

   - open book 버팔로(웹사이트) 운용
   - 공무원(시장 포함 전 직원) 급여 내역 상세 공개
    ※ 시 재정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 정규시간동안 일한 금액, 초과근무 금액 등
   - 페이스북, 트위터, 유뷰브, 티비쇼 통해 홍보 및 정보 공개
   - 상시 감사 중점(사례 : 전기회사에서 부당하게 청구한 100만불 이상 전기

료를 발견하여 환수, 주차미터기 돈을 유용하는 직원 감시 등)

   3) Watchdog Hotline 운영

   - 도시세금의 낭비, 사기 및 남용에 대한 신고, 감시 핫라인
   - 워치독 양식은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담아 작성하되, 작성자의 정보는 

가장 엄격하게 보호됨을 안내, 직접 대화를 원하는 경우 전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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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문사진

시장 집무실(투어시 일반에 공개) 발표 진행 중 사진

시의회(시민이 의원을 내려다 보는 구조) 회의 후 단체 사진

   - 개인정보 생략 한 익명 신고 가능

 3. 주요 질의·답변

  1) 직원 급여를 실명까지 상세히 공개한다고 하는데 대한 직원 반발은?
   - (답변) 세금으로 받은 월급이므로 공개의무가 있다고 생각함
  2) 재정 운영의 투명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하는 것은?
   - (답변) 내부 감사를 강화하고, 기관간의 상호 감시체제를 유지함. 특히 이해

관계자에 대한 계약을 배제하고 있음
  3) 직원 급여를 공개하게 된 계기와 시기는?
   - (답변) 시작은 3~4년 전부터 공개했으며,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들을 사전 

공개하자는 취지였지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것은 아님
  3) 직원 급여에 실명까지 공개되어 있는데 개인정보에 대한 문제는?
   - (답변) 미국은 개인정보라 생각하지 않음. 시민의 세금 집행현황을 쉽게 

공개하자는 것이라 비밀로 할 이유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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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국제민간기업센터 (CIPE)

▸국제민간기업센터 (CIPE)

- 기관명 : Center for International Private Enterprise

- 주소 : 211 ConnecticutStreet북서쪽, Suite700 워싱턴 DC20036

- 전화번호 : 202-507-4063 / jmorrell@cipe.org

- 홈페이지 : http://www.cipe.org

- 담 당 자 : Frank Brown, John Morrell

- 기관성격 : 국제민간기업센터(CIPE)는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하고 있으며, 1980년

대 미국 레이건 대통령이 설립한 민주주의 기금(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1))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NGO기관 

- 설립목표 : 민간 기업 및 시장 중심 개혁을 통해 전 세계의 민주주의 강화

- 주요사업

  1) 아프리카, 케냐, 에디오피아와 같은 제3세계 국가 또는 중견기업들을 대상으로 

반부패 관련 프로그램 제공

  2) 시장이 자유롭고 투명하게 운영하고자 효율적이고 포괄적인 관리 매뉴얼 제공

  3) NGO 기구들과 부패 감소와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협력활동  

 ❍ 방문일자 : 2019. 4. 23.(화)

 ❍ 주요 착안사항

  - 국제민간기업센터(CIPE)의 기능과 역활

  - 국제민간기업센터(CIPE) 반부패 활동 및 성공 사례 조사

  - 국제민간기업센터(CIPE)의 뇌물 수수방지를 위한 자체평가 기준

  - 국내 활동 반부패 활동 접목 방법

 ❍ 시사점

   ▸ 버팔로시의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세분화된 정보공개 요소

1) 민주주의기금((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 1983년 미국 의회가 전 세계 민주주의 확산

을 목표로 채택한 민주주의 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독립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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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사 내용

  [ CIPE의 반부패 업무 현황 ]

   ▸CIPE는 부패방지와 시장 규범 준수를 기업으로부터 이끌어 내는 일, 기업  

거버넌스 구축, 공기업 개혁과 관련된 업무 즉 민간, 사기업의 부패방지가 

CIPE의 주 역할임 

   ▸일반적으로 부패는 뇌물을 제공하거나 뇌물을 요구하면서 발생이 되는데 

CIPE는 뇌물을 제공하는 쪽에 포커스를 두고 있음

   ▸CIPE는 다국적기업에게 부패 방지를 위한 71개 기준을 제공하고 있으며, 많은 

기업들이 자체 기준으로 도입하여 동참하고 있음

   ▸이러한 결과로 처음 23개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전 세계 1,000개 정도의 

기업이 이를 준수하고 있음

   ▸현재의 CIPE 주요 활동대상은 다국적기업에 물건을 납품하는 중소기업인데,  

다국적기업의 부패 방지 시스템을 준수하여 업무를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임

   ▸이에 CIPE에서는 다국적기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패 방지 71개 기준을 중소

기업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CIPE의 반부패 확대를 위한 노력 ]

   ▸각 나라별 청렴도가 우수한 기업들과 부패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 기업 등을 

대상으로 CIPE 코어멤버로 영입

   ▸코어멤버가 구성되면 부패방지 71개 기준을 전달하고 추진 애로사항, 문제점 

등에 대해 공유

   ▸이러한 과정을 거쳐 부패방지 기준을 따르겠다는 코어멤버의 동의가 이루어

지면 동의한 회사를 공식적으로 공표하는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확대 ․ 추진

하고 있음

  [ CIPE의 반부패 정책 성공사례 ]

   ▸태국의 경우 1932년 이후 선거를 통해 선출된 국회의원이 부패로 인해 2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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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기지 못한 상황이었고 쿠데타도 많이 발생되는 나라였음

   ▸결정적인 것은 태국 총리가 방콕공항을 건설하면서 뇌물수수와 관련된 부패가 

밝혀지면서 국제적으로 태국은 부패가 만연한 나라라는 인식이 확대되었음

   ▸이러한 상황에서 2010년도에 태국 내 대기업과 NGO사이에서 부패한 정부를 

개선하기 위해 우리가 먼저 뭔가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면서 

CIPE와 반부패 업무를 추진하게 된 사례임

   ▸태국의 경우 자국 내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먼저 반부패 활동을 시작했고 이를 

통해 정부가 동참하여 정부와 기업이 함께 반부패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성공적 

사례라 할 수 있음

  ❍ 시사점

   ▸ CIPE의 민간기업 반부패 추진 정책

    -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17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54점을 받아 180개국 중 51위를 차지했다고 함

 1. 주요 질의·답변

  1) 전 세계 1,000여개의 기업으로 확산된 계기?
   - (답변) 먼저 기업들은 탈세, 조세세탁, 부패등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있음을 

기업스스로가 인지하도록 함. CIPE는 대가를 받지 않고 기업에 맞는 부패
방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컨설팅 함으로써 조금씩 효
과가 나타났고, 이를 통해 기업들과 신뢰가 형성되면서 확산되었음

  2) CIPE 부패 방지를 위한 구성된 71개 기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지 ?
   - (답변) 대외 공표된 자료로 제공 가능함(별첨)
  3) 현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업무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대기업으로 확대한 

사례가 있는가?
   - (답변) 태국의 경우 대기업이 먼저 시작하여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친 사례로 

대기업의 부패방지 프로그램을 따라야만 파트너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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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우리나라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으나, 이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으로 사회전반에 청렴

문화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반부패 활동이 수반되어야 함을 CIPE 

반부패 프로그램 성공사례를 통해 알 수 있었음

     ※ CIPE 뇌물수수방지를 위한 평가도구 71개 리스트 ; 첨부1.

❍ 방문사진

발표진행 중 사진 회의 후 단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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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특별심사청 (OSC)

▸미국 특별심사청 (OSC)

- 기관명 : OFFICE OF SPECLAT COUNSEL

- 주소 : 1730 M STREET, N.W. SUITE 300 WASHINGTON, DC 20036-4505 

- 전화번호 : (202)254-3738

- 홈페이지 : https://osc.gov

- 담 당 자 : Aaron David Lloyd

 ❍ 방문일자 : 2019. 4. 23.(화)

 ❍ 주요 착안사항

  - 공직비리에 대한 내부고발 신고사항 처리 및 신고자 보호를 위한 전담부서

(담당) 신설

  - 내부고발 신고절차 홍보 및 내부고발에 대한 조사결과 공개

  - 공직자 대상 내부고발 신고절차와 신고시 보호내용, 피해발생시 구제내용 등 

교육

 ❍ 조사 내용

  [ 법적 근거 및 독립성 ]

   ▸특별심사청(OSC, Office of Special Counsel)은 4가지 연방법［공무원제도

개혁법, 내부고발자보호법, 해치법(공무원 정치활동 금지법), USERRA(군인 

고용 및 재취업 권리보호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연방 독립 조사 기관임.

https://osc.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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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 및 임명권자 ]

   ▸미국 연방 정부 소속으로, 특별심사청의 장(Special Councel)은 변화사인 

자로서 상원의 제청과 인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5년 단임을 원칙으로 함. 

대통령은 무능, 직무태만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OSC의 장을 해임할 수 있음.

  [ 특별심사청의 구성 ]

   ▸특별심사청은 정부차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약 110명의 직원(주로 인사

관리 전문가, 조사관과 변호사)을 고용하고 있음. 

   ▸직원들은 워싱턴 DㆍC의 본부와 달라스, 디트로이트와 오클랜드의 지사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특별심사청의 장(special Councel)은 연방정부 내의 적절한 

통치에 대한 규제를 담당하는 감찰관협회인 청렴 및 효율에 관한 감사관

위원회(CIGIE)의 당연직 위원임.

  [ 조사권한 및 관할 범위 ]

   ▸부정행위 내부고발(Disclosure of Wrongdoing)

    - 특별심사청은 연방 공무원, 전직 공무원, 공직 지원자가 주장하는 연방정부의 

행정부 내에서 일어나는 부정행위에 대해 조사 처리함.

     ※ 법령에 명시된 내부고발의 5가지 유형

      ① 법률, 규칙 또는 규정위반   ② 총체적인 관리부실   ③ 재정낭비

      ④ 권한남용   ⑤ 공중보건이나 안전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위협

     ※ 특별심사청에서 내부고발에 대한 관할권이 없는 기관

      ; 우정청 및 우정청 규제기관 직원, 군대 구성원, 연방 보조금을 받는 공무원, 

연방법에 따라 제외되는 공무원이나 연방기관, 의회 또는 사법부 공무원

   ▸13개 금지된 인사규정(PPP;Prohibited Personnel Practices)

    - 특별심사청은 5 USC §1214에 따라 연방 행정부 공무원, 전직 공무원 및 

공직 지원자들이 제기한 금지된 인사규정(PPP : Prohibited Personnel 

Practice) 위반사항을 조사할 권한이 있음

     ※ 5 USC§2302에 규정된 13가지 금지된 인사규정 ; 첨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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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심사청에 금지된 인사규정에 대한 관할권이 없는 기관

      ; 민간부분 고용주, 연방정부 계약자, 주정부 또는 지방정부 고용주, 입법부 

또는 사법부, 군대, 국립 해양 대기 관리국, 공중위생국, 투자신탁회사, 주

방위군, 재향군인 외식서비스, 우편규제위원회, 회계감사원, 특정정보기관

(중앙정보국, 국방정보국, 국가지리정보국, 국가안보국, 국가정보국, 국가

정찰국), 연방수사국, 우정청, 항공국, 교통보완관리국 등

   ▸Hatch Act(연방공무원 정치활동 금지법)

    - 1939년에 통과 된 연방법으로 연방 정부 직원, 일부 주 및 D.C 및 연방 자금 

지원을 받는 지방 정부 공무원의 특정 정치 활동을 제한함.

   ▸USERRA(군인 공용 및 재취업 권리보호법)

    - 현역군인, 재향군인 및 주 방위군 등의 고용 및 재취업 권리를 보호하는 

법으로 노동부와 함께 연방정부 고용주와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고 처리함.

   ▸2302(C) 인증

    - 2302(C) 인증 프로그램은 연방기관들이 소속 근로자들이 가지는 권리와 

구제방안에 대해 알려야 하는 법적의무를 이행하게 함.

  [ 민원처리 절차적 특징 ]

   ▸부정행위 내부고발(Disclosure of Wrongdoing)

    - 연방공무원은 5가지 부정행위(법률, 규칙 또는 규정위반, 총체적인 관리부실, 

재정낭비, 권한남용, 공중보건이나 안전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위협)에 

대해 내부고발 할 수 있음.

    - 직접 경혐이나 문서와 같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나 목격자의 증언에 근거

해서 해야 하며, 단순한 추측이나 간접정보에 의해서 할 수 없음.

    - 내부고발이 있을 경우 특별심사청에서는 전화로 내부고발자를 면담하고 

제출된 모든 자료를 검토함. 특별심사청은 내부고발된 정보가 신빙성이 있

는지를 평가하고, 위 5가지 범주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함. 정보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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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부고발자는 부정행위가 발생했다고 주장하지만,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으면 해당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요청할 수 없음. 특별

심사청은 조사를 종료하고 내부고발자에게 조사가 종료된 이유를 설명하며, 

필요하면 감찰관에게 가서 조치를 취하도록 안내함.

    - 내부고발 한 사항이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부서의 담당자

에게 통보하고, 부서장에게 직접 연락함. 해당부서에서 조사를 진행하여, 

6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특별심사청에 보고하여야 함. 조사 및 보고에 대한 

시간 연장 요청은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특별

심사청은 사유가 타당할 경우에만 연장을 허가함.

    - 특별심사청은 해당부서의 보고서를 받으며, 내부고발자는 해당부서의 보고

서를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부여 받음. 특별심사청은 최종 조사 

자료를 토대로 사실, 정황 등 모든 자료가 검토되었는지, 합리적으로 믿을만한 

증거가 있는지를 결정함. 특별심사청은 내부고발자의 의견과 특별심사청의 

조사결과 보고서를 대통령과 감독책임이 있는 의회 위원회에 송부함.

    - 조사완료 된 보고서는 어떤 경우든 법률상 공개되며, 의회 청문회를 하는 

경우도 있음. 때로는 모든 주장이 정확한 근거에 따라 접수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감정 등으로 불만사항을 접수하는 경우가 있으며 내사에 의해 제

대로 조치하여 조사를 종료함

   ▸금지된 인사규정(PPP ; Prohibited Personnel Practices)

    - 공무원, 전직공무원, 공직지원자로부터 금지된 인사규정에 대한 불만사항이 

접수되면 해당 사건에 조사관을 배정함. 불만사항이 많을 경우 신고자가 특별

심사청으로부터 답변을 받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음. 신고자의 80%는 60일 

~90일 이내에 조사관으로부터 조사 결과를 들을 수 있으며, 추가적인 정보나 

의견이 있으면 조사관에게 연락하여야 함.

    - 특별심사청은 불만사항을 검토할 때 제출된 모든 자료를 검토하고, 금지된 

인사규정(PPP)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지 확인함. 금지된 인사규정이 발생

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으면, 조사관은 신고자에게 사유를 기재한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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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을 보냄. 대부분은 최종 결정이 아니며, 신고자는 추가 자료를 제출

하거나 사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최종결정은 서면으로 이루

어지며, 특별심사청에서 추가 조사를 해야 한다고 판단할 경우에도 신고자에

게 서면으로 통지함.

    - 공무원 또는 공직 지원자는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특별심사청에 불리한 인사 

조치를 연기시키거나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음. 제한된 인사

조치가 금지된 인사규정의 결과를 믿을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인사 

조치를 연기하도록 연방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기관에서 연기를 하지 

않는 경우 성과체계보호위원회에 연기를 요청할 수 있음.(특별심사청은 자체

권한으로 인사 조치를 연기할 수 없음)

    - 특별심사청은 시정조치 또는 징계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금지된 인사

규정을 수행한 데 대한 징계는 해고, 강등, 5년 동안 연방공무원으로 채용 

금지, 정직, 견책, 1,000달러의 벌금 등이 있음.

    - 금지된 인사규정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연방기관은 금지된 인사

규정에 책임이 있다고 여겨지는 연방공무원을 징계하려 할 수 있지만, 특별

심사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심사청의 승인 없이는 

징계를 할 수 없음. 다만, 내부고발에 대한 보복의 경우 그 행위자체가 위법

이라도 업무규정상 법에 의해 기밀 유지가 되어야 하는 사항을 신고자가 

공개했을 경우에는 보호받을 수 없음.

 1. 주요 질의·답변

  1) 내부고발사항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는지? 직권조사도 하는지?
   - (답변) 내부고발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만 조사를 진행함. 기관 자체적으로 

조사를 시작하거나 이슈화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직권조사 권한은 없음
  2) 특별심사청은 행정부 소속인데 입법부나 사법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는지?
   - (답변) 행정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조사만 진행함.
  3) 국가의 세입ㆍ세출 결산을 검사하고,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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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하는 헌법기관인 한국의 감사원과 특별심사청의 차이점은?
   - (답변) 특별심사청은 감사기구가 아니며, 내부고발자나 다른 부서에서 신

고가 있는 경우에만 조사에 착수하므로 한국의 감사원과는 그 기능이 다
름. 감사원의 기능은 특별심사청에서 하지 않고, 연방정부나 주정부에 감
사를 담당하는 부서와 감찰하는 부서에서 함.

  4) 특별심사청에서 내부고발에 대한 조사 후 인용으로 결정된 경우 내부고발자 
보호에 대해 권고만 할 수 있는지, 내부고발자 전보조치 등을 취할 수 
있는 강행 권한이 있는지?

   - (답변) 내부고발자를 다른 기관으로 보낼 수 있는 권한은 없고, 불이익 
조치가 발생하기 전의 상황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권고함. 주변 동료들이 
적대시 하거나 업무 수행에 위협을 느끼는 경우 부서장을 바꾸거나 부서를 
옮기는 것은 할 수 있지만, 기관을 변경하는 것은 할 수 없음.

  5) 특별심사청이 미국의 반부패에 기여하는 것은?
   - (답변) 내부고발자가 부패를 노출시키면, 내부고발자도 같이 위험에 노출됨. 

특별심사청은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함. 특별
심사청이 부패척결 기관이 아니라 내부고발자 당사자들이 부패 척결에 기여
하는 사람이며,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본연의 임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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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몽고메리 카운티

▸몽고메리 카운티

- 기관명 : Montgomery County Ethics Commission

- 주 소 : Council Office Building, 4층, 100 Maryland Avenue, Rockville MD 20850

- 전화번호 : +1 240 777 6670

- 홈페이지 : https://www.montgomerycountymd.gov/ethics/

- 담당자 : Robert W. Cobb, Chief Council/Staff Director

 ❍ 방문일자 : 2019. 4. 24(수)

 ❍ 주요 착안사항

  - 카운티 윤리위원회의 기능, 특성

  - 몽고메리 카운티의 반부패관련 추진사항

  - 윤리위원회의 역할이 국가청렴도에 미치는 순기능

  - 공직분위기와 청렴도 사이의 상관관계

  - 몽고메리 카운티의 투명성을 기관 정책에 접목할 수 있는 방법 

 ❍ 조사 내용
   ▸몽고메리 카운티는 워싱턴D.C와 버지니아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카운티 중산층 

가계소득이 미국 내에서 상위권(10~20위) 수준임. 백만 명 이상 주민이 거주
하고, 154,000명의 학생이 공립학교를 다니며, 일만 명의 정부직원이 30개 
정도의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음.

   ▸몽고메리 카운티 행정부에서는 국민안전, 환경, 건강, 투명성, 반부패 등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주제별 전체 카운티를 총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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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은 운영예산, 자본예산(서비스, 시설투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서에 
최소 1명의 예산분석가가 있음. MCPS(몽고메리 카운티 퍼블릭 스쿨)이 전체
예산의 50%를 차지하고 있음.

     - 공립학교, 대학, 공공안전 분야가 전체예산의 70%이상을 차지하고, 3개 
분야는 예산 삭감이 없고, 25%~30% 정도의 예산으로 3개 분야 이외 나머지 
분야 예산을 책정하며 예산에 대한 유동적 변화(삭감)이 있음 

   ▸몽고메리 카운티는 진실성, 신뢰, 윤리성을 위해 관리자 직위에서는 3년에 
한 번씩 윤리교육을 받고, 윤리성을 중요시하기에 윤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음. 
직원들은 매년 1회 개인재정보고서를 제출(재정보고서에는 외부 조직으로부터 
받은 선물, 주식, 개인소유 신용카드, 자동차, 주택 부채 등을 기재)

   ▸반부패에 대해서 중요시하는 원칙은 업무분배의 중복을 금지하고 있으며, 감찰
관실 카운티 직원, 주민 누구나 예산낭비에 대해 보고를 할 수 있음. 대량
구매를 하는 경우에는 카운티에서 정한 절차에 의해서 처리하며, 1인 결재가 
아니라 여러 단계를 거쳐서 결정함. 오라클 시스템을 이용해서 직원이나 
조직에 나가는 금액을 추적 가능하고, 수상한 금전거래가 파악되면 조사를 
실시함.

   ▸Marvland Public Information Act - 메릴랜드 주민은 공개적으로 예산에 
대해 질문 가능하며, 답변을 카운티에서 해야 함. 카운티 예산 관련하여 
온라인으로 투명하게 공개(정부의 예산편성, 지출에 대한 접근 가능)

   ▸County stat(통계국)의 역할은 감시와 책임소재 규명을 하고 있으며, 감시는 
119에 전화 시 신속출동 여부 등 정부의 일 추진과정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고, 분석ㆍ자료 통계를 통한 서포트 역할을 하고 있음.

   ▸Open Date법(2012년 제정)은 반부패 투명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하나의 통합 
웹사이트를 통해서 사용자가 편리하게 정보를 열람 가능함. 카운티 주민은 
정부가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사이트를 통해 접근가능하며, 90개의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윤리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 ]
   ▸몽고메리 카운티 윤리위원회는 국민들로 하여금 카운티 정부의 신뢰를 증진

시키고, 카운티 직원의 채용 및 그들의 역할·책임을 포함한 공명정대함을 
확고히 하기 위해 공공윤리법(Public Ethics Law)에 보장된 권한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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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되고 있음.
     윤리위원회는 조직구조상 몽고메리 카운티에 소속되어있지 않고 카운티 의회에 

소속되어있으며, 카운티 감사국과는 서로 협업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윤리위원회는 주로 법적, 윤리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감사국은 윤리위원
회에서 검토되어 의회에서 결정되는 법률과 윤리지침 등을 기반으로 감사를 
시행함. 

   ▸윤리위원회 업무
     카운티 공무원들의 윤리적 행동규범을 지정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음. 그 외에도 카운티 고위공무원(1,500여명)들의 재산공개업무, 
카운티 전체 공무원(약 1만 명)에 대한 Second Job 타당성 여부 검토, 로비
스트 명단 등록 및 공개, 비위행위 제보접수 및 조사요청, 윤리위원회 차원의 
약식재판을 시행함.

 ❍ 시사점
   ▸미국은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사회로, 공무원들 스스로가 권한과 책임이 

많아질수록 부패위험이 커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그 권한과 책임은 시민
으로부터 위임받아 봉사한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서 국민과의 신뢰유지에 
역점을 두고 있음. 자율에 바탕을 두고 제약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지만, 일단 비위행위가 발생한다면 공직사회에서 재기할 수 없도록 
무겁게 처벌이 내려지고 있어 공직사회에서의 부패사건은 발생하기 힘든 
구조임. 

   ▸비위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조직차원에서 관리를 하기 보다는 개인에게 윤리적 
가치판단을 맡기고, 추후에 발생하는 모든 부분에 대해 개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분위기로 우리나라에서 존재하는 관리책임의 개념이 없음.

 1. 주요 질의·답변

  1) 별도의 감사부서가 존재하는지?

   - (답변) 조직 내부 감사관실과 별도의 독립된 감찰관실이 있으며, 외부에서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실시하고, 3년에 한번 투명성을 위해 외부 감사관이 

변경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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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문 사진

발표 진행 중 사진 회의 후 단체 사진

 사. 하워드 카운티 (Haward County Auditor＇s Office)

  2) 반부패 관련하여 연방정부나 주정부에서 카운티 정부를 평가 또는 감찰을 

하고 있는지?

   - (답변) 연방정부에서는 카운티정부에 기금을 주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 진행이 

정해진 절차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 기금이 오고 가는 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감사하고 있음. IRS(국세청-연방정부조직)

에서 평가 tool을 이용하여 항상 주시하고 있음.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을 통해서 어떤 조직으로 돈이 나가는지 항상 모니터링이 

가능함.

  3) 연방정부, 주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이 얼마 정도 되는지?

   - (답변) 세수의 20% 정도를 받고 있으며 주로 건강, 학교, 위생분야에 지출

  4) 공무원이 업무위반(범죄)시 처벌(징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 (답변) 공무원 징계의 경우 단순히 해고를 할 수 없는 법이 있어서 임무를 

중지시키고, 모든 권한을 차단한 상태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강등이나 전보

조치를 함. 예외적으로 관리자의 업무 위반의 경우에는 당일 해고조치 후 

조사를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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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릴랜드 주 하워드 카운티 감사관실 

- 기관명 : Howard County Auditor’s Office (MARYLAND)

- 주  소 : George Howard building 3430 Court House Drive Ellicott City, MD 21043

- 전화번호 : (410) 313-2005  / info@rigservionen.dk

- 홈페이지 : http://cc.howardcountymd.gov/Auditor

- 담당자 : Craig Glendenning, CPA

- 하워드 카운티 감사관은 카운티 의회가 임명하고 봉사하는 입법부의 직위임. 카운티 

감사관의 역할은 행정부의 업무에 대한 “감시견” 역할을 하며 카운티 공청회 및 

카운티 헌장 및 카운티 규정의 다른 조항에 따라 공공 기금을 지출하도록 보장하는 

것임. 

  감사관은 비정상 또는 부적절한 절차에 대한 문제에 이의를 제기하며 카운티 

협의회와 카운티 행정부가 시정할 수 있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 카운티 

감사관의 임무에는 카운티 협의회 및 집행 위원에게 카운티 종합 재무보고를 제공

하고 내부통제, 법률 및 규정 준수, 효율성 및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한 성과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포함 됨.

  또한 감사원은 카운티 행정부가 제안한 운영 및 자본 예산과 제안된 법률의 

재정적 영향에 대해 카운티 협의회에 조언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카운티 감사관이 

발행한 보고서는 법률이 공개를 금지하지 않는 한 대중에게 공개되고 있음.  

 ❍ 방문일자 : 2019. 4. 24.(수)

 ❍ 주요 착안사항

   - 하워드 카운티 감사원의 기능, 특성

   - 공공기관의 재무관리가 공정하게 수행되는 필수 요소 

   - 감사 보고 및 대중 공개를 통한 책임성 강화 

   - 공공 행정의 책임성과 국가청렴도와의 상관관계

   - 감사관의 행동강령/ 내규 준수를 통한 공정성 확보

 ❍ 조사 내용

   ▸미국 내 ‘county’의 의미는 주 아래에 있는 지방 행정구역임. 미국은 같은 

주 내에서도 인구에 따라 지위가 다르긴 하지만, 보통은 이 행정구역 내에 

시(City), 읍(Town), 리(Village)등이 있음. 카운티는 우리나라의 시,도 정도의 

mailto:info@rigservionen.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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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라고 할 수 있음. 미국에서는 시티(City)가 지방자치단체로서 법률과 정책을 

만들어 집행하는 데 비해, 군(County)은 주의 법과 정책을 집행하고 지역에 

맞게 적용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법원, 검찰 등 독립적인 사법기구를 가지고 

있음.

   ▸하워드 카운티의 감사관실에서의 주 업무는 군(마을) 단위의 장들이 제출한 

예산서들을 분석하고 타당성을 평가 하는 역할이며, 예산을 사용하는 사업

들이 카운티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검토 함. 업무의 상당부분이 예산 사용에 

대한 감사역할을 하는 것이기에 회계사를 두고 있기는 하지만 재무분석 및 

기타 감사 역할을 하는 전 분야의 직원들이 모여 한 팀을 이루고 있으며, 

기능상 완전히 독립적 위치에서 감사를 시행하고 있음.

   ▸또한 입법안 검토를 감사관실에서 하고 있는데 군의원들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전 감사관실에서 마지막단계에서 입안에 대해 미치는 효과들을 예상하고 

그에 따른 의견을 제시하며, 법안 발의에 대한 거부권은 있으나 이미 발의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이해와 논의를 거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음.

   ▸주 예산의 반을 차지하는 부분은 교육비이며, 정책을 시행하는데 쓰이는 

활동비, 복지비, 공공시설 관리, 법안 마련, 그리고 주정부를 유지하기 위한 

예산과 별도의 예비비를 보유하고, 이러한 자금 마련은 토지세나 소득세가 

주가 되어 예산을 뒷받침하고 있음.

   ▸매번 이슈화되는 부분은 Tax Incremental Financing (TIF)으로, 세금을 통한 

자금조달 방법이고, 군 단위에서 공개적으로 보조금을 받아(채권 발행) 경제 

개발과 시 단위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방식 임. 물론 이것은 지역경제 발전과 

투기 조장의 가능성이라는 ‘양날의 검’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기에 검토에 

신중을 기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감사관실에서는 사업의 타당성을 다각

도로 타진하고 결과를 예측함에 있어 공정성을 기해 판단하고 있음.

   ▸그리고 이 모든 감사 과정은 카운티 시민에게 전부 공개하고 있고 감사 계획과 

확인 작업, 감사 결과를 명문화 하여 시민에게 모두 공개하기까지 다양한 

- 34 -

감사 관점과 그에 대한 결과들을 시민이 원하면 모든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전 과정에서 의혹 한 점 남기지 않도록 하고 있음.

   ▸감사활동은 내부적으로도 계획을 수립하긴 하지만 대부분 고발과 신고를 통한 

접수로 맞춤형 감사계획을 세우며, 이를 통해 현장답사를 포함한 감사를 

실행하고 감사보고서를 작성 후 이를 공개함. 하지만, 감사실에서는 법에 

대한 집행 권한이 없으므로 위법 적발 시 이를 해당 관할서에 넘기고 사안에 

따라서 시민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감사활동을 같이 하기도 함.

   ▸하워드 카운티 감사실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가장 많이 하는 감사는 경찰서와 

소방서에서 사용하는 시간외근무 감독, 물품 구매 감독, 공원이나 사회복

지서비스에 사용되는 운영예산 감독, 군청업무를 위해 주어진 군청 기구 및 

시설이 제대로 활용되는지 등에 대한 감독을 하며, 실제로 시간외 근무 제도를 

악용하여 부당수익을 수령한 케이스를 다수 찾아냈으며, 갑자기 임금이 제일 

많이 지급된 공무원 상위 15명과 같은 기간에 시간외근무를 많이 신청한 

상위 15명을 색출하여 그 결과를 서로 크로스 체크하는 방법으로 부당행위를 

적발해냄.

 ❍ 시사점

   ▸내부 부조리에 대한 철저한 신고의식

     최근 특정 직원의 초과근무 진위의 여부를 감사중이며, 내부 신고로 인해 알게 된 

사실을 바탕으로 초과근무에 관한 집중감사를 하고 있었다는 내용을 들을 수 

있었음. 내부 부조리에 대해 신고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철저한 신고의 

기반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고를 통한 감사는 거의 실패가 없으며 

시민의 이익을 위해 공공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음.  

   ▸정보공개를 통한 투명성 강화

     카운티의 감사결과보고서는 매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또한 누구나 

열람할 수 있으며 감사 진행의 절차상의 세부적인 자료까지 공개하고 있어 

투명한 감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시민들은 감사외에도 카운티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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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사용 등)의 궁금한 사안에 대해 직접 참여를 통해 의견 개진이 가능함. 

   ▸청렴한 조직을 영위하기 위한 방법 

     청탁금지법과 같은 금품수수에 대한 내규가 꽤 오래전부터 정착되어 있음. 

우리나라 법에서 정하는 것처럼 상황별로 세부적이고 정교하지는 않지만 

직원들 의식 속에 확고한 원칙이 자리함. 우리나라 법처럼 직무관련성의 

여부를 따지는 것을 떠나 상황에 따라 받을 수는 있지만 제공자의 의도가 

순수한지 그리고 수수자의 마음이 불편한지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면 

자진신고를 결정함. 이는 우리가 명문화 된 원칙을 떠나 공직자의 양심을 

배워야 하는 부분이라고 여겨진다.

 1. 주요 질의·답변

  1) 카운티에서는 특히나 외부의 청탁이 개입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을 텐데, 청

탁금지법과 같은 내규가 있는지?

   - (답변) 오래전부터 우리 카운티에서는 건당 2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받은 즉시 인터넷을 통해 신고하도록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 이 내부 정책은 내가(12년차 직원)가 입사하기 전부터 카운티의 

내규로 정착되어 직원들에게 내재화 되어있다. (주 마다 내규로 정하고 

있는 금품수수 가액범위가 다름)

  2)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반부패를 위한 교육을 하고 있는지?

   - (답변) 모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2년에 한 번씩 도덕과 윤리를 포함한 

교육이 이루어지며, 교육은 컴퓨터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질의 

응답을 통한 테스트를 반드시 통과해야 직책을 계속 유지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때에 따라서는 외부에서 강사를 초빙하여 오프라인으로 교육을 

진행하기도 한다.

   ※ 합법적으로 로비가 가능한 로비스트 명단과 소속까지도 모두 홈페이지에 

공개되어있음

- 36 -

 ❍ 방문사진
 

발표 진행 중 사진 발표 진행 중 사진

발표 진행 중 사진 회의 후 단체 사진

메릴랜드 지역신문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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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반부패, 감사시스템 등 공유회의(5회)

 ◆ 내부고발제도 활성화를 통한 조직 관행적 부패 척결

  ○ 내부고발은 조직의 문제점에 대해 빠른 진단으로 조직의 더 큰 손실을 예방

하고, 만연된 관행적 부패를 차단하여 조직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다는 인식

전환 교육을 통한 내부고발 활성화 문화를 조성

  ○ 내부고발자에 대한 철저한 익명 보장과 함께 보복과 차별을 방지하는 조직내

부의 보호 장치 마련

 ◆ 민•관이 함께하는 청렴문화 구축
  ○ 청렴에 대한 높은 시민의식과 공익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안전장치 마련을 

통해 믿고 신고하는 분위기를 조성

     (각종 보조금 지원단체, 보조사업자에 등에 대한 의식 교육 및 부정수급자 

신고와 관련된 캠페인 등을 확대 실시)

  ○ 다양한 통로를 통한 시민의견 수렴으로 시민 참여 활성화

     (토론토시: 원하는게 있으면 가만히 있지 말고 참여해라. 목소리를 내라)

 ◆ 정보공개로 인해 투명성•공정성 확보
  ○ 홈페이지에 정책추진과정, 예산집행 등 다양한 기관 정보를 공개하여 누구나 

모든 정보에 접근 및 이용할 수 있도록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

     (몽고메리 카운티 Open Date법)

  ○ 통계(빅 데이터) 기능 강화로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안전, 학교, 환경 등 

분야별 자료 수집•분석•제공 및 정책결정의 기본 자료로 활용

     (119 출동시간, 화재, 재난 사고 등)

 ◆ 감사관 직원들에 대힌 철저한 감사교육 및 업무연찬

  ○ 정기적으로 철저한 직무•인식교육 실시(몽고메리 카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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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표준집(Audit Standard)를 제작하여 배포(볼티모어)

 ◆ 금품수수

  ○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는 물론이고 모든 사람들에게서 20달러가 넘는 선물을 

받아서는 안 됨(단, 가족 등 인척관계에서의 선물은 가능함)

     일정기준(한화기준 약 2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게 되면 1회성의 경유 경고

처분되나 반복적이거나 직무와 관련이 있을 경유 해고, 금액이 큰 경우 형사 

처벌 대상임. 선물은 반드시 반송하거나 거부하여야 하며, 선물 받은 사실을 

내부적으로 신고하는 시스템은 없음.(하워드 카운티)

 ◆ 감사시스템

  ○ 감사 체계 및 운영

   ▸시의 재무 및 모든 공적활동이 감사범위, 사후 조치보다 사전 예방 및 제도

개선에 역점(업무비중 : 감사 45%, 조사 25%, 제도개선 30%)

     감사는 내부감사와 외부감사가 있으며, 내부감사는 내부감사팀(직원 11명)

에서 대부분의 감사를 진행, 외부감사는 전문 업체를 4년마다 선정하여 내부

감사 업무에 대해 제대로 진행되는지 확인

     중앙정부는 특별한 사례가 있는 경우만 지자체 감사를 실시하며 정기적 감사는 

없음.

     외부감사 결과와 내부감사 결과는 시의회에 보고하고 외부에 공개

     시의회의 경비도 감사과에서 감사 실시

  ○ 감사의 독립성

   ▸내부감사과는 시 소속이나 독립적으로 활동

   ▸의회 전체의 의결이 아니고는 감사부서장의 임기보장

   ▸감사부서의 직원 인사권은 감사부서장에게 있으며 시장 관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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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문기관 조사자료 공유회의 

 

4/19. 기관 방문 전 질의사항 검토 

4/20. 국가별 반부패 정책 토론회 

4.21. 조사기관별 자료 공유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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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정책 건의 및 結語(결어)

 국가청렴도 상승을 위한 근원적 제도 개선책 마련

 ◆ 세계 반부패 운동을 주도하는 비정부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TI)가 매년 1월초 

국가별 부패인식지수를 발표하는데, 올해 1월 30일자 발표된 우리나라의 

2018년 기준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국가청렴도)는 100점 만점에 57점을 

받아 지난해보다 3점 상승하였고, 국가순위도는 전체 180개국 조사대상국 중 

45위로 전년대비 6단계 상승하여 역대 최고점수를 기록하였음. 국가청렴도의 

상승은 국가신용도 상승과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음. 그러한 국가청렴도순위의 하락에는 여러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권력형 부정부패사건, 각종 보조사업 보조금 횡령 등 우리사회에 만연한 비리

사건들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음. 이와 같은 근거로 최근 5년간의 

한국부패인식지수 순위 변화를 확인하면 2016년, 2017년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을 볼 수 있음.

    부패인식지수는 공공부문의 부패에 대하여 전문가와 기업인, 일반국민의 주관

적인 평가로 산출되며, 부패인식지수는 70점을 넘어야 전반적으로 투명한 

사회로 평가를 받을 수 있음. 50점을 겨우 벗어난 우리나라의 경우는 부패

로부터 겨우 벗어난 수준인 것으로 여겨짐. 앞으로도 국가청렴도 순위의 

상승을 견인하기 위해서 뼈를 깎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 독립적 반부패

사건전담 국가기구 설치,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 검찰의 고강도 개혁, 

투명한 인사시스템 구축, 부정부패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검토, 공익신고자보호범위 확대, 공공•기업•시민사회의 협력네트워크 구축 

등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되며, 또한 

의회중심의 옴부즈만 제도의 도입을 통해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도 절실하다고 생각됨. 

    특히 캐나다 토론토 시청의 경우 2018년도 국제투명성기구(CPI)에서 발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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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도 순위를 보면 180개국 중 9위를 차지했는데, 특별한 정책에 의해 높은 

순위가 나온 것이 아니라 교육이나 문화적 배경 그리고 시민의식 등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관계자의 설명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여겨짐. 거창한 반부패정책을 펼치는 것이 청렴도 상승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국민의식 시민의식과 교육, 문화적 특수성 등이 많은 기여를 했다는 

점임. 또한 반부패청렴 정책의 일환으로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보다는 

가이드라인(지침) 책자를 제작 배포하여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자발적인 청렴

의식을 유도하는 부분도 좋은 본보기라 할 수 있을 것임.

    또한 변화하는 정책 환경을 반영하여 공직사회에서도 청렴한 변화의 바람을 

만들 수 있도록 청렴 정책이나 규정과 같은 제도를 집중적으로 개선하고, 꾸

준한 홍보와 교육을 통해 청렴문화 정착을 확대시켜나가야 함

 방문국의 투명한 반부패·청렴 수준이 주는 시사점

 ◆ 방문국(미국, 캐나다)은 국민소득과 복지수준이 높으며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평가한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서도 상위권을 유지하는 국가들이다.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 수 있었던 근간은 무엇일까?

  ○ 먼저, 경제적으로 높은 소득을 유지하는 것이 청렴한 사회를 만드는 것과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이다. 구성원 개개인이 부유하다면 권한과 
영향력을 부당하게 사용하여 사적이익을 취하는 경우는 적을 것이다. 

  ○ 다음으로, 정부의 과감한 개혁조치를 들 수 있다. 스웨덴의 경우 전쟁에 
패배하여 국가의 존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오히려 정보를 공개하고, 부패
척결을 위해 옴부즈만 같은 혁신적인 제도를 도입하였다. 내부고발자를 적극 
보호해 주고 부패에 대해 관용을 허락하지 않았던 것이다.

  ○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실천의지이다. 사회의 구성원들의 실천의지는 제도를 
정착시키고 성공을 이끌어 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투명한 사회를 구현
할 수 있는 것은 성숙한 사회를 이루는 구성원 전체의 노력 덕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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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관·공공기관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 시책 기여 방안

◆ 반부패·청렴 문화 정착을 위한 실행력 제고

  ○ 청렴 옴부즈만(청렴시민감사관)의 감사 참여 및 공공기관 청렴 옴부즈만과의 
교류·협력활동 시행

◆ 민·관·공공기관의 자발적 실천의지 고취

 ○ 부패·공익·갑질 등 신고센터와 신고자 보호 제도 홍보 강화

 ○ 청렴의식 고취를 위한 경남청렴클러스터 활동 적극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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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1]. 수집자료 
특별심사청 5 USC 2302에 규정된 13가지 금지된 인사규정

순번 평가도구 내용

1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국적, 나이 또는 장애, 혼인여부, 정치단체 가입 등에 따라 공무원이나 공직지원자를 차별 금지

2 정치적 관계 또는 영향력 따른 채용 금지

3 정치색을 강요하거나 정치참여 유무에 따른 차별 등 정치활동 강요 금지

4 채용 시 선의의 경쟁을 방해하는 기만이나 의도적인 행위 금지

5 특정인 채용을 위해 다른 지원자에게 지원철회 강요 금지

6 채용시 특정인에게 특혜제공 금지

7 학연, 지연, 혈연 등에 정실인사 금지

8 내부고발자에게 인사 조치를 하거나, 의도적으로 하지 않거나 지속적인 위협, 법에 위배되는 해위 강요 등 보복조치 금지

9 이의신청, 증언, 감찰관에게 정보제공, 위법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보복 금지

10 업무 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적인 활동을 이유로 차별 금지

11 의도적으로 재향군인을 채용하지 않는 것을 금지

12 능력이나 성과위주의 채용원칙을 이행하지 않는 것을 금지

13 내부고발을 하지 않겠다는 비공개 협약 체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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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PE 뇌물수수방지를 위한 평가도구 71개 리스트

순번 평가도구 내용

1 회사는 뇌물 수수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공식 정책을 갖고 있습니까?
2 뇌물 공여 방지 정책은 이사회의 공식 승인을 받았습니까?
3 회사는 뇌물 수수의 의미를 정의합니까?

4
그 정의가 포괄적이며, 선물이나 서비스, 현금 또는 현물, 공무원 뇌물 수수 및 사기업 - 사기업 뇌물 등  부적절한 영향을 미칠 수있는 
형태의 뇌물을 다루는가?

5 회사는 관리자와 직원이 직원의 이익이나 직원의 가족, 친구, 동료 또는 지인의 뇌물을 청하거나, 준비하거나  수락하는 것을 금지합니까?
6 회사는 뇌물 수수 정책에 대한 명시 적 진술을 포함하는 윤리 강령이나 동등한 정책 문서를 가지고 있습니까?
7 회사는 외부에서 뇌물 수수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발표 했습니까?

8
뇌물 (가치, 행동 강령, 세부 정책 및 절차, 위험 관리, 내·외부 의사 소통, 훈련 및 지도력, 내부 통제,  감독 모니터링 및 보증)을 상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겠다는 의지가 있습니까?

9 회사는 뇌물을 용납하지 않는 정책을 시행하기위한 공식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까?
10 프로그램이 이사회의 공식 승인을 받았습니까?
11 프로그램이 문서화되어 있습니까? (주요 정책 및 절차에 대한 문서 관리 시스템 포함)

12
이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뇌물 위험의 정도를 결정하기  위해 위험 평가가 수행 되었습니까?[부록 1에 따라 더 많은 위험 요소를 
기입하십시오]

13
위험 평가가 수행 된 경우 식별 된 특정 뇌물 위험을  반영하도록 프로그램이 조정 되었습니까?[부록 1에 따라 더 많은 위험 요소를 
기입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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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회사는 뇌물 방지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예 : 직원이나 비즈니스 파트너를위한 뇌물 방지 정책을  세우는 방법에 대한 세부 
지침을 설명하는 브로셔)?

15 회사의 정책이 태국의 뇌물 수수 방지법과 일관성이 있다고 외부에서보고 한 성명서가 있습니까?
16 정치 기부금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작성한 서면 방침이 있습니까?
17 회사는 정치 기부금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까?
18 정책이 정치 기부를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정치 기부를 방지하는 절차를 갖고 있습니까?
19 정책이 정치 기부를 허용하는 것이라면 정치 기부는 관련 법에 따라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까?
20 정책이 정치 기부를 허용하는 것이라면 지정된 승인 수준의 검토 및 승인 절차가 있습니까?
21 자선 기부금을 포함하는 서면 방침이 있습니까?
22 자선 기부가 뇌물의 계략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절차와 통제가 있습니까?
23 지정된 승인 수준으로 자선 기부금에 대한 검토 및 승인 절차가 있습니까?
24 자선 기부금을 모니터링하여 뇌물 수수의 보조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위한 절차가 있습니까?
25 후원을 다루는 서면 정책이 있습니까?
26 스폰서 십이 뇌물의 계략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절차와 통제가 있습니까?
27 정상적인 구매 절차에 부합하는 스폰서 십 승인 및 지불 절차가 있습니까?
28 스폰서 십을 모니터링하여 뇌물 수수의 보조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절차가 있습니까?
29 회사는 선물, 환대 및 경비를 다루는 직원들에게 정책을 작성 했습니까?
30 정책에 따라 선물, 접대 또는 경비를 제공하거나 수령하는 것이 비즈니스 거래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인식 될 때마다 금지됩니까?
31 선물, 환대 및 경비와 관련된 회사의 정책을 준수 할 수 있도록 임계 값 및보고 절차를 포함한 절차와 통제가  있습니까?
32 선물, 접대 및 경비에 대한 지침을 직원들에게 알리는 절차가 있습니까?
33 선물, 접대 및 경비에 대한 지침을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알리는 절차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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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이사회는 뇌물 방지 정책을지지합니까?
35 이사회는 직접 또는 이사회를 통해 프로그램 감독을 제공합니까?
36 감독 또는 상급 관리자가 프로그램을 구현할 책임이 있습니까?
37 프로그램 실시를 위해 관리자에게 명확한 책임과 권한이 부여 되었습니까?
38 회사는 이사를 위해 프로그램을 준수해야합니까?
39 이사의 프로그램 위반에 대한 제재 절차가 있습니까?
40 효과적인 통제력을 가진 모든 사업체와 그 대리인에게 회사의 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알리는 정책이 있습니까?
41 효과적인 통제를 받는 모든 사업체와 그 대리인에게 이 정책을 적용 할 것을 알리는 절차가 있습니까?
42 뇌물 수수의 위험이있는 곳에서 판매 및 마케팅 절차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절차가 있습니까?
43 뇌물 수수의 위험이있는 곳에 정기적으로 계약 및 구매 절차를 검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절차가 있습니까?
44 지원 및 운영 기능에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술과 자원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까?
45 채용, 교육, 성과 평가, 보상, 인정 및 승진을위한 회사의 인적 자원 실무 관행은 프로그램에 대한 회사의  헌신을 반영합니까?

46
그러한 거절로 인해 회사가 사업을 잃을지라도 뇌물을 지불하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종업원이 강등, 형벌 또는 기타  불리한 결과를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 회사의 정책입니까?

47
그러한 거절로 회사가 사업을 잃을지라도 뇌물을 지불하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직원이 강등, 벌금 또는 기타 불리한  결과를 겪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 소통을 명확히 하는 절차가 있습니까?

48
그러한 거절로 인해 회사가 사업을 잃을지라도 뇌물을 제공하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직원이 강등, 벌금 또는 기타  불리한 결과를 겪지 않도록 
하는 회사의 정책을 이행하는 절차가 있습니까?

49 프로그램 준수를 직원에게 의무화하는 정책이 있습니까?
50 프로그램 준수 의무 이행 규정을 구현하는 절차가 있습니까?
51 회사는 프로그램 위반시 적용될 제재를 직원들에게 명확하게 전달할 수있는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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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적절한 상황에서 해고를 포함하여 프로그램 위반시 직원에게 적절한 제재를 가하는 절차가 있습니까?

53
신입 사원에게 적절한 유도 / 오리엔테이션 교육을 실시하여 회사의 프로그램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위반시 회사의  기대치와 제재 절차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있습니까?

54
이사, 관리자 및 직원에 대한 적절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회사의 프로그램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위반시  회사의 기대치와 제재 절차를 
파악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까?

55
회사는 직원들이 우려를 제기하고 보복의 위험이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위반을 신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안전하고  접근 가능한 채널을 
제공합니까?

56 회사는 직원이 프로그램 적용에 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안전하고 접근 가능한 채널을 제공합니까?
57 회사는 프로그램을 모든 직원들에게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까?
58 모든 직원에게 프로그램에 대한 서면 지침을 제공하는 절차가 있습니까?
59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정책이 있습니까?
60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공개적으로 공개하는 절차가 있습니까?
61 뇌물 수수 반대를 위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까?

62
내부 통제에는 회사의 회계 및 기록 유지 관행 및 본 프로그램과 관련된 기타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대한 재무 및  조직 점검 및 잔액이 
포함됩니까?

63 내부 통제, 재무보고 프로세스 및 뇌물 방지를 포함한 관련 기능에 대한 감독을 제공하는 감사위원회가 있습니까?
64 회사는 적절한 직무 분리가 이루어지도록 보장합니까?
65 해당 운영 인력과 본 프로그램의 내부 감사 결과를 상의하기 위한 절차가 있습니까?
66 모든 금융 거래를 적절하고 공정하게 기록하는 정확한 서적 및 기록을 유지 관리하는 절차가 있습니까?
67 '장부가 아닌'계좌, 부적절하게 정의 된 거래 또는 허위 진술이 없도록 하는 절차가 있습니까?

68
내부 통제 시스템, 특히 회계 및 기록 유지 관행이 정기적 인 내부 감사의 대상이 되어 뇌물 방지에 효과적이라는 확신을 주기위한 절차가 
있습니까?

- 48 -

69 기록 된 모든 거래를 지원할 수있는 적절한 감사 추적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까?
70 고위 경영진이 프로그램 검토 결과를 정기적으로 감사위원회, 거버넌스위원회 또는 이사회에 보고하는 절차가 있습니까?
71 고위 경영진 및 이사회에 문제 또는 우려 사항을 신속하게보고 할 수있는 절차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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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국외출장계획서 

국 외 출 장 계 획 서 ( 안 )국 외 출 장 계 획 서 ( 안 )

 1. 출장 개요

출 장 명 반부패·청렴도 선진국가 청렴연수

출 장 자 감사실 김고운 공무대리

출장기간 2019년 04월 18일(목) ∼ 2019년 4월 26일(금), 7박 9일

출 장 지 미국, 캐나다

소요예산 (￦ 4,415,590)

예산과목 시설안전 사업기반 고도화 - 청렴 및 부패예방 사업 – 여비

※ 항공권 발권시기 및 출장비 환율에 따라 소요예산(￦4,500,000원) 범위 내에서 변동 가능

 2. 출장 배경 및 목적

□ 출장배경 :

경남 청렴클러스터는 진주 혁신도시 내 민·관·공공기관 협력체로써 기관 간 자발적

참여를 통해 청렴시책 정보공유와 제도개선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며 유대관계를 유지

하고 있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경남 청렴클러스터’가 대표적인 청렴추진체 우수사례로

선정됨(2018년))

   * 경남청렴클러스터 참여기관(24개) : (지자체 및 공공기관) 공단, 경남도청, 경남도교육청, 경상대, 경상대병원, 

국방기술품질원, 주택관리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앙관세분석소, 진주교육지원청, 진주시청, 한국남동발전,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에너지공단 

경남지부 ; (민간) YMCA(거창,진주,창원), 진주향당, 청년공동체 공감

경남 청렴클러스터는 청렴업무 추진체로서 활발한 교류와 기관의 청렴시책에 역량을

발휘하고 있으며, 2019년 청렴 추진 대표 사업 중 국외연수가 포함되어 선진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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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우수사례** 벤치마킹, 부패 대응체계 등을 습득하여 반부패체계 확립 및 청렴

교육 활용 기회를 마련

      ** 부패인식지수(CPI) : 캐나다 9위, 미국 22위, 대한민국 45위

□ 출장목적 :

① 청렴 선진국 모범사례 연수를 통한 청렴문화 체득 방법과 청렴 시책을 발굴하여

공단 청렴 및 부패방지 체계 확립과 교육 등에 활용하고자 함

②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지표 B.1-1. 청렴업무 담당부서/ 청렴업무 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 운영 실적 필수 추진사항

③ 경남 청렴클러스터와의 청렴업무 합동 추진의 원활한 수행체계 마련 및 청렴문화 확산

활동 참여 확대 기회 마련

④ 국제 반부패 동향의 이해 및 반부패 역량 강화를 통해 권익위 청렴 전문강사로서 공단의

청렴교육 및 프로그램 마련 등에 적극 활용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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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출장 내용 및 일정

청렴 선진국가 국외연수 

기    간  2019. 4. 18 - 4. 26 [7박 9일], 소요예산 : 4,415,590원

여    정  인천 – 미국 - 인천

 세    부    일    정    표

날 짜 장  소 시 간 일                   정 비 고

4/18(목)
인천,
미국

전일
 ▷김해-> 인천공항 출발 (07:00)
 ▷뉴욕공항 도착 (11:50)

4/18(목)
팰리파크 
시청

전일
 ▷팰리 파크 시청 방문
  - 감사조직과 주민간 재정·감사정책의 보고체계 
  - 방문지 분임 토의

4/19(금) 뉴욕시청 전일
 ▷뉴욕시청 감사부서 방문
  - 시민 청렴의식 내재화와 감사사건 처리

4/20(토)
캐나다 
이동

전일
 ▷캐나다 이동
  - 방문기관 조사자료 공유 및 의견 나눔

4/22(월) 토론토 전일
 ▷토론토 시청 감사과 방문
  - 청렴성 및 청렴 혁신성 방안 연구
 ▷해리스버그 이동

4/23(화) 워싱턴 전일
 ▷ 워싱턴 이동  
 ▷ 특별심사청(반부패 기구) 방문
  - 공익제보(내부고발)의 처리와 보호제도 

4/24(수) 워싱턴 전일

 ▷ 몽고메리 카운티 방문
  - 회계 및 재정의 윤리적 책임성 
 ▷ 볼티모어 시청 감사관실 방문
  - 반부패 정책 제도적 기반과 구성원 참여

4/25(목)
뉴욕,
인천

전일
 ▷ 뉴욕공항 출발 (17:10)
 ▷ 인천->부산공항 도착 (익일20:20)

※ 현지 사정에 따라 세부일정 조율 변경 가능(시간 : 현지시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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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소요예산

▶ 예산과목 : 시설안전 사업기반 고도화 - 청렴 및 부패예방 사업 – 여비

구 분 내 용 소요금액(원) 비 고

총 계 4,415,590원

항공료, 숙박비 등 단체출장비 4,150,000원 <첨부 2 참조>

체재비(일비) $26×9일 = $234 265,590원
‘가(뉴욕),나(캐나다)’
등급 일비 기준

* 환율 1,135/$(2019.3.11. 기준) 적용

* 단체출장비 : 이동 차량비, 가이드 비용, 여행사 수수료, 여행자 보험료 포함이며,

예약시기, 참여인원에 따라 변동 가능

* 항공료, 숙박비 등 단체출장비는 경남 청렴 클러스터 사무국 계좌로 입금예정

 5. 출장 기대효과

○ 국제반부패기구 교육 및 청렴국가 연수를 통해 청렴정책 역량 강화 및

대내외 청렴 추진환경 모색

○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청렴도 등 청렴업무 실무 접점에서 청렴문화

확산 활동 참여 기회 마련(시책평가 인센티브 운영 실적 달성)

○ 경남 청렴클러스터와의 청렴업무 합동 추진의 원활한 수행체계 마련 및

청렴문화 확산 활동 참여 기회 확대

○ 해외 선진국의 청렴제도 기반 및 구성원 참여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기관 반부패 시책계획 수립의 효과성 제고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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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공식방문지역 상세 내역

▶Borough of Palisades Park

 - 명칭 : BOROUGH OF PALISADES PARK

 - 주소 : 275 BROAD AVENUE, PALISADES PARK, NJ 07650

 - 전화번호 : +1 201 585 4100

 - 웹사이트 : http://www.palisadesparknj.us/

팰리세이즈 파크(Palisades Park) 자치구는 1878년 자치법(Bough Act of 1878)에 의해 

만들어진 자치구로, 미국 동북부의 뉴저지 주에 있는 읍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뉴저지 주에서도 동북부인 버겐 군에 속하는 구역으로, 원래는 Ridgefield Township의 

일부였는데, 1899년에는 구역으로 형성되었다. 

허드슨 강 연안의 포트리에 인접하며, 뉴욕의 교외 주택지이다. 1960년대에 교외 주택지로

인구가 급증했으며, 최근에도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다. 인구는 약 20,000여 명에 달하며, 

그 중 51.5%가 한국계로 나타나, 미국 전역의 자치 단체 중에서 한국계의 비중이 가장 높

은 곳으로 조사되었다.

타운 및 빌리지처럼 지방정부의 규모가 크지 않을 경우에는 자체 감사조직을 두지 않고, 

외부 감사기구 (보통 회계법인)에 용역을 주어 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알리는 

한편, 감사결과를 주 감사원에 보고한다. 그러나, 규모가 큰 타운이나 빌리지는 상설 감사

기구를 두어 재정과 정책을 감사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 6 -

▶Toronto City Hall

 - 명칭 : TORONTO CITY HALL

 - 주소 : 100 QUEEN ST W, TORONTO, ON M5H 2N2 캐나다

 - 전화번호 : +1 416 392 2489

 - 웹사이트 : http://www1.toronto.ca/

토론토는 구시청, 신시청이 있다. 토론토 신시청은 토론토에서 가장 돋보이는 건축물 중의 

하나로, 99M의 높이의 이스트 타워와 20층, 79M 높이의 웨스트 타워, 이렇게 두 개의 타

워로 구성되어 있다. 신시청 중앙에는 의회 회의장이 균형 있는 모양새를 만들어 주어 색

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기도 한다.

토론토 감사팀은 토론토 시가 청렴성 및 혁신성에 대해 존경을 받는 세계적인 수준의 조

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선도적 감사 조직으로, 공공기금 및 도시 운영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시의회를 지원하는 업무를 한다. 감사 프로세스는 독립적이며, 객관적인 검

증 활동으로 인식되며, 감사원장의 업무 계획은 감사위원회를 통해 의회에 보고된다. 또한, 

감사원장은 높은 수준의 감사 품질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감사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감사원 사무소는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시 부서, 기관 및 기업, 

기타 기관에 대한 운영 등 기타 특별 검토를 수행할 권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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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e of Special Counsel

 - 명칭 : Office of Special Counsel

 - 주소 : 1730 M Street NW, Washington, DC 20036  3rd floor lobby

 - 전화번호 : +1 202 254 3600

 - 웹사이트 : http://osc.gov/

OSC는 독립된 독임제 연방기관이다. OSC의 장(Special Counsel)은 변호사(Attorney)인 

자로서 상원의 제청과 인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5년 단임을 원칙으로 한다. 대통

령은 무능, 직무태만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OSC의 장을 해임할 수 있다.

OSC의 조직은 고발 및 제보의 분석 기능, 조사 및 기소 기능, 기획 기타 행정지원 기능

으로 대별될 수 있다. 특히 고발제보분석부 소속의 제보반(Disclosure Unit)은 연방정부의 

내부고발자들이 부정행위 법규․명령 위반 기타 부서 내 문제들에 대한 고발이나 제보를 

할 수 있는 경로를 확보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OSC의 주요 임무는 연방정부 공무

원 및 직원 또는 그 직의 지원자들이 법이 금지하는 인사관행에 노출되지 않도록 함으

로써 정부 내의 실적주의(Merit System)가 보전되도록 하는 것이다. 금지된 인사관행

(Prohibited Personnel practices)에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인사상의 보복이 포함되는데 

OSC는 특히 이에 주안점을 두면서 관련 혐의에 대해 고발이나 제보를 접수하고 이에 

대해 조사는 물론 실적주의보호위원회(Merit System Protection Board, 이하 MSPB)에 

그 조사내용을 근거로 적합한 시정조치에 대한 결정을 구하는 제소의 책임까지 지고 있

다. OSC가 관할하는 조사의 대상은 실적주의를 저해한다는 이유로 금지되는 연방 정부 

내의 모든 인사관행이다. 또한 OSC는 연방 정부 소속 직원들의 정치활동 중 미 연방법 

제73장 제3절이 금하는 정치 활동들과 동법 제15장이 금하는 일부 주 및 지방정부 공무

원들의 정치활동 등도 그 조사의 관할로 한다. OSC의 조사는 OSC의 기능에 따라 그 절

차를 달리한다. 내부고발자에 의한 법규, 명령 위반 등의 고발 및 제보에 관한 조사와 

금지된 인사관행 및 연방정부 공무원의 정치활동 혐의에 관한 조사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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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gomery County Finance Department

 - 명칭 : Mongomery County

 - 주소 : 101 Monroe Street, 15th Floor Rockville, Maryland 20850

 - 전화번호 : +1 240 777 8826

 - 웹사이트 : http://www.montgomerycountymd.gov/index.aspx

몽고메리 카운티는 메릴랜드 주에 위치하며, 워싱턴 D.C. 북부, 볼티모어 시 남서부에 위

치해 있다.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카운티 중 하나이며, 대학생 이상의 나이 거주자 수가 

약 30%에 달할 정도로 비율이 높다.

몽고메리 카운티의 감사국은 카운티 정부 및 독립 카운티 기관의 프로그램 및 운영의 효

율성을 검토하는 업무를 한다. 또한, 정부 활동에서 사기, 낭비 및 남용을 예방하고 탐지

하는 일을 담당한다. 그리고 카운티 정부 부서와 카운티 재정 지원 기관의 법적, 회계적, 

윤리적 책임성을 높이는 방법을 제안하고 지원한다. 

현재 가장 많은 형태를 갖고 있는 단체장 직선형 카운티의 경우, 단체장과 의회는 서로 

견제하는 장치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단체장에게 위임된 권한을 감독해야 할 의회가 

감사관을 선임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감사관은 대체로 의회에서 임명된다. 이런 

카운티에서는 카운티 재정부가 따로 있고, 감사관은 재정부와는 별도의 조직으로서 독립

된 감사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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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timore City Hall

 - 명칭 : Baltimore City Hall

 - 주소 : 321 City Hall 100 N. Holliday St. Baltimore, Maryland 21202

 - 전화번호 : +1 410 396 4783

 - 웹사이트 : http://comptroller.baltimorecity.gov/

볼티모어는 미국 메릴랜드 주의 독립시이며, 패텁스코 강 하류에 위치해 있는 도시이다. 

메릴랜드 주에서 가장 큰 도시로 문화와 산업의 중심지로 손꼽히기도 한다. 한편, 문화와 

산업의 중심지라는 장점에 반해, 이 도시의 단점은 범죄율이 높다는 것이다. 1729년 도시

가 창설되었을 당시, 초기에는 상업도시였고, 조선으로도 알려진 체서피크만 깊숙이 대서

양에서 약 300km 들어간 곳에 있는 해항이다. 볼티모어의 현대적인 건물들과 달리, 상당

히 독특하고 고풍스러워 보이는 건물이 바로 시청사이다.

볼티모어 시청 감사부의 주요 목적은 지방 자치 단체 및 활동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고, 시

에서 시행하거나 관리하는 연방 및 기타 특정 보조금 프로그램을 감사하는 것이다. 감사 

과제는 정부 감사 기준에 따라 수행되며, 사명을 수행함에 있어 정부에 다양한 감사 서비

스들을 제공한다. 재무 관련 감사는 BOA와 해당 기관이 준비한 재무제표 및 보고서에 의

존하여 지원하며 시정 기관의 재무 운영에 대한 다양한 측면을 조사하여 재무 보고서가 

확정된 기준에 따라 제시되는지 여부와 해당 기관이 실질적 준수 요구 사항들을 준수했는

지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내부 통제 검토는 잘못 설계되거나 비효율적인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권고안을 제공하며, 재무 운영에 대한 통제 및 자산 보호 설계의 적절성 여부, 통제 목표

의 달성 여부 등을 결정한다. 내부 통제는 대행사 재무 제표 감사의 일환으로 정기적으로 

검토되지만, 심층 검토는 시의 기관, 프로그램 및 활동 내 다양한 수준에서 수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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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선진 국가 연수 예상견적서 (단체출장비)

경 남 청 렴 클 러 스 터  공동의장

참가인원 총10명 연수기간 2019. 4. 18 ~ 4. 26 (7박9일)

방 문 지 미국(동부), 캐나다(동부) 환    율 $1 = 1,140원

(단위:원/명)

항           목 산   출   내   역 요 금(원) 비    고

항공(A)
항 공 료

부산->인천_>뉴욕

뉴욕->인천->부산
2,450,000 아시아나

소    계 　 2,450,000 　

지상
국외(B)

HOTEL(숙박비) ($130 ÷ 2인) X 7박 = $455 518,000
조식포함, 
2인1실

차 량 비

(주차,교통비)
($810 X 8일) ÷ 9명 = $720 820,800 28인승　

식 사 비
중식 1식 $10 X 7회 = $70 79,800

석시 1식 $12 X 7회 = $84 95,760

현지가이드 비용 ($150 X 7일) ÷ 9명 = $116 132,240

현지통역비 ($130 X 5회) ÷ 9명 = $72 82,080 통역비

방문수배비 ($150 X 5회) ÷ 9명 = $83 94,620 방문/수배비용

소    계 1,824,000

기타(C)

여행자 보험 여행자 보험 2억원 가입 15,000 　

미국비자(ESTA) 비자발급비용 35,000 　

소    계 　 50,000 　

D. 총지출비 (A+B+C) 1인 비용 4,320,000 (천단위절사)

E. 사무국지원비 1인 지원 174,700원 170,000

기관 1인 참가비용(D-E) 기관별 1인 참가비용 4,150,000

총 연수 비용 4,320,000원 X 10명 43,200,000

* 경남청렴클러스터 계좌로 참가비 납부, 사무국에서 취합하여 대금 지급.
* 경남청렴클러스터는 비영리민간단체이므로 부가세 없음. 전자계산서 발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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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3  부패인식지수(CPI) 개요 및 권익위 입장 

〈 CPI 개요〉
▪ 발표기관 :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 독일 베를린 소재)

▪ 부패인식지수 개념 (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 공공 정치부문에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부패의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반부패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유용한 도구로 평가됨(1995년부터 발표)

※ 점수가 높을수록 청렴(100점 만점)

▪ 조사대상 : 180개국(매년 변동)

▪ 조사방법 : 기업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와 애널리스트 평가 결과를 집계

※ 한국은 9개 기관 10개 지표

- 기업인 설문자료 : 3개(IMD, WEF, PERC)

- 전문가 평가자료 : 7개(EIU, PRS, WJP, IHS Markit, BF 변혁지수·지속가능지수, V-Dem Institute)

순 위 국 가 명 CPI 점수 순 위 국 가 명 CPI 점수
1 덴마크 88

45 도미니카 57
2 뉴질랜드 87

3

핀란드

85
48

코스타리카
56

싱가포르 르완다
스웨덴

50 세인트루시아 55
스위스

7 노르웨이 84 51 몰타 54
8 네덜란드 82 52 나미비아 53

9
캐나다

81 53
그레나다

52룩셈부르크 이탈리아

11
독일

80
오만

영국 56 마우리티우스 51
13 호주 77 57 슬로바키아 50

14
오스트리아

76
58

요르단
49

홍콩 사우디아라비아

아이슬란드 60 크로아티아 48
17 벨기에 75

61
쿠바

47
18

에스토니아

73
루마니아

아일랜드 말레이시아
일본

64
헝가리

4621 프랑스 72 상투메프린시페

22 미국 71 바누아투

23
아랍에미레이트

70 67
그리스

45우루과이 몬테네그로

25
부탄

68
세네갈

바베이도스

70
벨라루스

4427 칠레 67 자메이카

28 세이셀 66 솔로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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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TI 부패인식지수(CPI) 발표에 대한 권익위 입장

(2019. 1. 29. 청렴총괄과)

□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18년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서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57점, 180개국 중 45위

○ 전년대비 평가 점수는 3점 상승, 국가 순위는 6단계가 상승하였으며, 부

패인식지수(CPI) 역대 최고점수 기록

※ OECD 36개국 중 30위로 이탈리아, 그리스, 터키 등이 우리보다 후순위

○ 새정부 출범후 ▲ 대통령 주재 관계기관 합동 반부패정책협의회 

구축·운영, 민관협력 거버넌스인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출범 등 범국가 

차원의 반부패 추진기반 구축 ▲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수립·발표

▲ 채용비리 근절 등 부패현안에 대한 적극적 대응 등 정부의 반부패 

개혁의지와 노력이 긍정적 영향

순 위 국 가 명 CPI 점수 순 위 국 가 명 CPI 점수
29 바하마 65

73

모로코

4330 포르투갈 64 남아공

31
브루나이

63
수리남

대만 튀니지

33 카타르 62 77 불가리아 42

34
이스라엘

61

78

부루키나파소

41

보츠나와 가나

36
폴란드

60
트리니다드토바고

슬로베니아 인도

38
키프러스

59
쿠웨이트

체코 레소토
리투아니아 터키

41

조지아

58
85

아르헨티나
40

세인트빈센트 베닌
라트비아

87
중국

39
스페인 세르비아

45
대한민국

57 89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38
카보베르데 스와질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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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결과, 최근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반부패 정책 여건 등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존재

○ 다만, 조사기간 중 사법부, 사회 지도층 등이 연루된 권력형 부패,

사립유치원 비리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부패가 발생하면서 

대내외 인식에 다소 부정적 영향

□ 국민권익위는 ‘22년까지 세계 20위권 청렴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아래와 

같은 전략적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

○ 반부패정책협의회의 적극적 운영과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의 지속적

관리 등 범정부차원의 일관된 반부패 정책 추진을 통하여 부패취약

분야를 근원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대다수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창출

이를 위하여 먼저 권력형 부패의 예방을 위하여 이해충돌방지 제도,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방지제도의 입법 추진 및 청탁금지법의 규범력 강화 등

공직사회의 윤리적 기반을 강화하고, 부패·공익 신고자 보호제도의 보강 등

으로 부패는 반드시적발되어 엄정한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

불공정한 사회․경제적 특혜로 국민들에게 상실감과 박탈감을 가져온 

  √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PERC) 논평(’18.3.28.)

   -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공무원행동강령 등을 통한 공공부분 부패방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고, 복지보조금 부정 수급과 같은 공적 자금 누수를 줄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

  √ 베텔스만재단(BF) 논평(’18.10.10.)

   - ’16.9월부터 시행중인 청탁금지법은 한국의 접대문화 및 선물주기 관행에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으며, 국민들의 인식도 긍정적

  √ 반부패 국가역량 유럽연구센터(ERCAS)에서 발표한 2017년도 국가별 IPI(공공청렴

지수) 평가 결과, 우리나라는 10점 만점에 8.09점, 109개국 중 23위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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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부패관행인 이른바 생활속 적폐와 일부 유력 인사들의 외압·청탁에 

의한 카르텔형 토착비리의 근원적 해결에 정책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고 실생활 속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반부패 성과를 확대

그간 취약분야로 지적된 민간분야 부패관행의 해결을 위하여 체계적인 산업

부문별 청렴수준 진단을 통하여 민간의 자율적 청렴노력을 유도하는 한편,

청렴경영 교육과정 확대, 청렴경영 우수사례 공모 등을 통해 기업의 

청렴경영시스템 정착을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 

○ 민관협력 거버넌스 체계인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지역으로 확대하여

경제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계층의 반부패정책 과정 참여를 활성화 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국민 참여에 기반을 둔 지속가능한 

반부패 추진동력을 확보

○ 마지막으로 UN, OECD, G20 등 국제 반부패라운드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20년 6월 한국에서 개최예정인 반부패국제회의(IACC)를 

계기로 국제사회에서 반부패 이니셔티브를 주도

※ 반부패국제회의(IACC) : 국제투명성기구(TI) 주관 반부패 분야 최대 민관합동

국제포럼으로, 반부패 관계자간 교류·협력·정보공유의 場(격년개최)

□ 국민권익위는 앞으로 부패인식지수(CPI)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관련 부처는 물론 국민들과 함께 반부패 청렴의식과 문화를 사회 

전반에 확산해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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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선물수령 관련 사항 

※ 선물수령 관련

- 선물수령 여부 : □ 예. þ 아니오.
- 선물신고 여부 : □ 예. þ  아니오.

10만원(미화 100달러) 이상의 선물은 소속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선물목록을 소속기관에 제출하고 소속기관에 구성된 선물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신고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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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국외연수 참가비 납부 증빙 (연수비용 일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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