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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감사원은각종감사에서증거자료로공공부문의정보시스템데이터를많이활용하고는있으나데이터

자체의신뢰성을제대로점검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해외선진감사원의감사사
례를분석하여우리나라공공부문의데이터신뢰성을체계적으로점검하는기법을개발하였다. 그리고적
용사례로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관리하고있는장애인고용부담금데이터를분석하여점검기법의적용가
능성을검증하였다.

주요용어: 데이터신뢰성,장애인고용부담금,프로파일링,감사.

1. 서론

민간부문에서는정보시스템을통해생산되는다양한유형의데이터를경영활동을위한의사결정

에서부터매일반복되는고객관리에이르기까지전사적으로활용하고있다. 또한공공부문에서도담
당하는공공기능의수행에필요한관련데이터의확보는물론인사·조직전반을관리하는데있어정보
시스템에의존하는비중이날로커지고있다.
데이터를가공하는프로세스가아무리탁월하다고할지라도입력된데이터가정확하지못하다면

가공되어산출되는데이터는의미없는정보가될뿐만아니라그러한부정확한정보를활용하여도출
되는잘못된의사결정으로인한피해는엄청나거나회복이상당히어려울수있다. 따라서정보시스템
의핵심은데이터이고데이터가있음으로해서정보시스템이존재함에도불구하고그러한데이터를그
동안시스템개발의부속품정도로만인식되어온것이사실이다. 그러나현재민간부문에서는데이터
품질을확보하기위한비용으로매년 6,000억달러가소요되고있고,공공부문에서도데이터부실의문
제가사회적이슈로빈번히대두됨에따라민간및공공부문모두에서는데이터의중요성에대한인식

의전환이나타나고있으며데이터전반에대한관리노력을강화하는추세이다 (차경엽, 2010).
민간 및 공공부문에서 데이터를 기관의 핵심 자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만큼, 공공감사기관(즉, 감

사원 및 자체감사기구 등)의 공공감사(이하 ‘감사’라 한다)(공공감사 즉, 감사란 심광호 (2008)가 정
의한것을본연구에서도준용하여 “관련법규에의해권한을부여받은감사주체가공공부문의책무
성(accountability) 확보와성과제고를위하여공공부문의제반체계, 정책및사업, 업무및활동등에
대하여특정기준및지표를바탕으로판단하는행위”로정의한다. 여기서 ‘감사주체’란국가최고의
감사기구(예를들어, 한국의감사원및미국의감사원)와중앙정부, 지방정부및공공기관이설치하고
있는자체감사기구를말하고, ‘공공부문’이란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정부산하기
관, 지방공기업법에의해설치된법인또는단체, 기타특별법에의하여설치된특수법인으로대통령
령으로정하는기관또는단체등공공기관의제반체계, 정책및사업, 업무및활동등을말한다.) 운
영에있어서도데이터자체를핵심감사대상으로선정하여점검할필요성이있다. 다시말해, 감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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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회계자료나특정사업의원가및결과등을분석하기위해사용하는데이터가신뢰성을확보하고있

는지에대한점검이매우중요하다. 또한감사를통해발견되는업무상실수,회계부정등불법적인행
위에대한근본적인처방마련을위해서도감사대상공공조직의핵심정보인데이터에대한내부통제의
적정성분석도요구되고있다. 그동안한국의감사에있어서감사증거인데이터에대한신뢰성점검
은감사자개인의역량에의존하여수행되어온실정으로데이터의신뢰성확보는상당히요원한실정

으로체계적이고표준화된데이터신뢰성확보를위한감사방법론개발이시급한상태이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미국과영국감사원의데이터신뢰성점검기준및방법을비교·분석하여한

국의감사실정에맞는데이터신뢰성점검기법을개발하고자한다. 그리하여국내·외사례를통해공
공부문에서데이터의신뢰성에영향을미치는유형을도출하여유형별점검방법을제시하였고, 특정
사례인장애인고용부담금데이터를대상으로하여그적용가능성에대한검증을시도하였다.

2. 정보시스템데이터의신뢰성점검현황

2.1. 신뢰성점검기준

Ballou와 Pazer (1985)은데이터의신뢰성을판단하는기준으로정확성, 완전성, 일관성, 적시성을
제시하였다. 정확성은사실이정확히기록되는것, 완전성은기록된정보와관계된모든것을포함하
는것, 일관성은관련된정보들이일정한형식으로기록되는것, 적시성은정보의기록이신속하게이
루어지는것을의미한다. 그리고 Orr (1998)는데이터의신뢰성을정보시스템에의해표현되는정보와
현실세계에존재하는정보간의일치정도라고정의하였다. 또한 Batini와 Scannapieco (2006)는데이터
의신뢰성을정확성, 완전성, 적시성, 일치성으로구성하면서, 정확성을데이터속성이적정한지를판
단하는구문적정확성과데이터가논리적으로정확한지를판단하는의미적정확성으로구분하였다.
한편, 공공부문의경우대부분감사차원에서신뢰성을점검하고있어해외감사원의사례를살펴

볼필요가있다. 먼저,미국감사원 (GAO, 2009)은데이터의신뢰성기준으로완전성,정확성,일관성
을제시하고있는데,이들기준별내용은선행연구들의정의와유사하다. 다만,일관성의경우자료입
력이일관된형식으로작성되는것뿐만아니라자료해석의일관성도포함하여기술하고있다. 그리고
영국감사원 (NAO, 2004)은데이터의신뢰성기준으로유효성과적정성을사용하고있는데,유효성을
공공서비스협약의전략목표의목표치인성과에해당데이터가부합되는지를판단하는것으로그리고
적정성을데이터의시스템이잘정의되고신뢰할수있는지를판단하는것으로구분하여활용하고있
다.
데이터신뢰성의기준을언급하고있는법률로는미국의데이터품질법(Data Quality Act)이있다.

이법에따라연방정부가제공하는정보의품질을보장하기위해예산관리처가실행가이드라인을마
련하고있는데,그것에서제시하고있는데이터신뢰성의기준은유틸리티,무결성,객관성이다. 여기
서유틸리티란제공되는데이터가이용자들을만족시키고이용가능하도록제시되어있는지를판단하

는것이고,무결성은기술적·관리적·물리적보안강화를통해데이터에대한사용자접근을통제함으로
써데이터를보호하는지를의미하며, 객관성은데이터가정확하고분명하며완전하고편향되지않아
야함을의미한다.

2.2. 해외감사원의신뢰성점검절차및방법

미국감사원인 GAO (2009)는정부감사표준에근거하여데이터의신뢰성점검절차및방법을마
련하여운영하고있다. 먼저, 데이터의신뢰성점검시기를명기하고있는데, 감사증거인데이터의신
뢰성을입증하거나데이터자체의신뢰성문제를감사사안에반영하기위해서는감사계획수립이전에

데이터의신뢰성점검을완료하도록권고하고있다. 그리고신뢰성점검대상으로는감사대상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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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에영향력을줄수있는데이터, 입증자료로사용되는데이터, 입법·정책등의근거자료로활
용되는데이터를포함할것을강조하고있다. 신뢰성점검방법으로는데이터의입력·처리단계에서정
확성·완전성·일관성을확보할수있는내부통제장치가마련되었는지를점검하는방법과데이터를추
출하여오류율을분석하는방법을제시하고있다.

영국감사원인 NAO (2004)도미국감사원과마찬가지로감사계획단계에서감사증거의신뢰성을
분석하고있다. 신뢰성점검방법으로감사사항별증거의원천및유형을정리한후감사팀회의및전
문가자문을통해감사증거의신뢰성을점검하고있으며, 정보시스템데이터에대해서는내부통제의
적절성관점에서점검리스트(check list)를개발하여사용하고있다. 여기서점검리스트는크게조직적
수준, 데이터관리수준, IT시스템수준의 3가지로구성된다. 조직적수준의점검리스트는데이터를
관련부서뿐만아니라조직전체의관점에서관리하고있는지를점검한다. 예를들어, 데이터의신뢰
성을주기적으로모니터링을하고있는지,데이터수집에대한전략을수립하고있는지,경영자가데이
터관리에대해파악하고있는지등이다. 데이터관리수준의점검리스트는관련부서에서데이터에대
한주기적인점검을실시하고있는지를파악한다. 즉,데이터의처리단계별로책임소재가명확하게이
루어졌는지,데이터의신뢰성을파악하기위한기준및방법이마련되어있는지,핵심데이터를파악하
고있는지를점검한다. 마지막으로 IT시스템수준의점검리스트는데이터를저장하고처리하는정보
시스템이데이터의신뢰성을확보할수있도록설계되어있는지를파악한다. 예를들어, 데이터입력
을위한기능적요구사항이구축되어있는지, 데이터의처리단계별로시스템적통제장치가마련되어
있는지,데이터의누락을방지하기위한안전관리가제대로작동되고있는지등을점검한다.

3. 정보시스템데이터의신뢰성점검방법

데이터의신뢰성점검방법을개발하기위해서는우선현행데이터의신뢰성에영향을미치는유형

을파악하고이를토대로점검기준을마련하는것이필요하다. 이를위해해외감사원의감사사례를
분석한결과,드러난문제유형으로는데이터가누락된경우,데이터가존재하지만유효범위를벗어나
는경우,데이터가유효한범위이지만부정확한경우,데이터에포함되지말아야되었으나포함된경우
로구분됨을알수있었다 (차경엽, 2010).

따라서데이터문제유형별점검기준으로완전성, 유효성, 일관성, 정확성을제시하고자한다. 즉,
데이터항목의누락은완전성측면에서점검하고, 데이터가유효범위를벗어나는지는유효성을통해
파악하며,부정확한데이터나미대상인데이터를대상에포함한경우는일관성및정확성을통해점검
한다. 이에대한점검및분석방법으로정보시스템에대한내부통제의적정성분석과원시데이터분석
을제시한다. 여기서내부통제의적정성분석은해외감사원의점검방법을참고하였으며,원시데이터
분석은기존문헌연구에서제시하고있는방법론을활용하였다.

3.1. 내부통제의적정성분석

데이터의오류가발생하더라도내부적인통제장치가마련되어있으면오류원인을즉시파악하여

복구할수있고오류위험도허용가능한수준으로낮출수있다. 따라서데이터의신뢰성을판단하기
위해정보시스템에대한내부통제장치가제대로작동하고있는지를점검하는것이중요하다. 그러한
내부통제의적정성은시스템통제및관리통제를통해확인할수있다.

여기서시스템통제는오류를시스템적으로차단하고있으면서이와관련된관리활동을수행하고
있는지를점검하는것으로,구체적으로편집확인(입력체계,입력자료의점검,데이터변경과관련),데
이터연계,시스템지정,과거이력관리로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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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시스템통제의적정성판단을위한질문항목

구분 점검초점 점검내용

◦데이터수집·처리·관리책임에대한업무분장이명확히이루어졌는가?
◦명백히잘못된자료입력시에러메세지가나오도록시스템상에설계되어있는가?

입력체계 ◦데이터정의및산식이명확히정의되어있는가?
편집 ◦동일한자료를중복하여입력되지않도록시스템상에통제장치가설계되어있는가?
확인 ◦입력자료의허용한계가시스템상에설정되어있는가?

입력자료의 ◦데이터신뢰성점검절차및방법이마련되어있는가?
점검 ◦오류를추적하고해결하는절차가마련되어있는가?

데이터변경 ◦데이터변경내용을조직구성원에게신속하게제공하고있는가?

데이터연계
◦필요한데이터가외부기관에있을경우관련데이터를확보하고있는가?
◦업무와관련된데이터를내부시스템을통해확인가능한가?

시스템지정 ◦시간날짜등시스템적으로입력이가능한항목이자동적으로설계되어있는가?
과거이력관리 ◦시스템업그레이드시과거데이터는누락·변형없이관리되고있는가?

또한, 관리 통제는 데이터를 조직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으로, 이해관계자와의
상호작용, 가이드라인마련, 교육으로구성된다. 여기서이해관계자와의상호작용은사용자가부정
확한데이터를수정하거나업데이트가필요한데이터를요구할수있는절차가마련되어있는지를판
단하여점검한다. 그리고가이드라인마련은데이터입력·처리·출력관련가이드라인을제시하고있는
지,가이드라인이시스템변경사항을신속하게반영하고있는지를파악하여점검한다. 마지막으로교
육부문은입력자등내부구성원을대상으로데이터입·출력방법및데이터품질관리방법에관한교육
이실시되고있는지를점검한다.

3.2. 원시데이터분석

일반적으로원시데이터를이용한자료분석을데이터프로파일링(Profiling)이라고한다 (Batini와
Scannapieco, 2006). 데이터프로파일링은데이터의구성항목, 구조, 품질수준을파악하는분석방법
이다. 데이터프로파일링은데이터가업무목적에부합하는지를판단할수있도록근거를제시할뿐만
아니라데이터에대한정확한지식을제공하기위해사용된다. 데이터프로파일링방법을효과적으로
수행하기위해서는순차적이고논리적으로수행하는것이필요하다. 데이터프로파일링방법론은상
향식(bottom-up) 접근방식을사용한다. 즉, 데이터의작은단위인레코드단위에서시작하여차츰데
이터구조단계까지진행함으로써하위단계에서발견된문제를상위단계에서의분석요소로활용하게
된다. 프로파일링절차는칼럼속성분석, 구조분석, 업무규칙분석순으로진행한다. 먼저칼럼속성
분석은데이터항목별로누락이있는지와데이터의이상치가발견되는지를찾아낸다. 다음의구조분
석은데이터구조의결함으로인해일관되지못한데이터가있는지를발견한다. 마지막으로업무규칙
분석은데이터간의논리적연관성을분석하는것으로,기관의규정이나지침을통해논리적인기준을
마련한후이를데이터에적용하여규칙위반여부를판단한다.

4. 적용사례: 장애인고용부담금데이터의신뢰성분석

4.1. 부담금현황

부담금이란특정의공익사업과특별한관계에있는자에대하여그사업에필요한경비를부담시키
기위하여부과하는금전지급의무이다 (정재호등, 2004). 2008년 12월말현재부담금수는총 101개
이며총징수실적은전년대비 7,409억원이증가한 15조 2,780억원으로 5.1% 증가하였다. 감사원은
부처별로운영되는부담금의규모가큰만큼기관운영감사,특정감사등을통해각종부담금에대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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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지속적으로실시하고있다.
그동안 감사를 통해 나타난 부담금 관리상의 문제를 파악하고자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부담금

과관련된감사원의모든처분요구사항을분석한결과, 가장많이지적된사항은부담금산식을잘못
적용하여 부과금액을 부정확(37건, 53.6%)하게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부과대상의 누
락(26건, 37.7%), 부담금미대상임에도불구하고부과한경우(6건, 8.7%)인것으로조사되었다. 그리
고특히,농지보전부담금과장애인고용부담금을대상으로감사원의연도별감사처분요구사항을분석
한결과,농지보전부담금의경우부담금부과대상의누락문제가 2006년도에지적된이후 2009년도에
도동일하게발생되었으며, 부담금산정에대한부정확문제도매년되풀이되는것으로나타났다. 또
한, 장애인고용부담금도부담금부과대상의누락이 2004년도에이어 2006년도에도반복되었으며, 부
담금산정의부정확문제도 1995년및 1997년에이어 2009년도에도발생하고있었다.
이렇게부담금관리문제가지속적으로발생하는것은개인의실수에의한잘못도있으나궁극적

으로는제도적인문제, 즉, 데이터관리상의문제가하나의원인으로작용하고있다고판단할수있다.
따라서관리상의문제가어느정도심각하게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는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
단”이라한다)의장애인고용부담금데이터를대상으로하여신뢰성의분석및점검을다음과같이시
도하였다.

4.2. 내부통제의적정성분석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라한다)으로부터장애인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한다)
현황,부담금산정을위한외부기관데이터활용현황,데이터모니터링현황등을수집하였다. 여기서
부담금현황자료는부담금기준변경내역, 고용의무사업체및부과대상, 과·오납현황등의데이터이
고,데이터모니터링자료는모니터링활동내역,관리지침및체계도등의데이터이다.
이에대한시스템통제의적정성판단을위해먼저,입력체계의적정성을분석한결과,데이터의수

집은각지사에서,데이터처리및관리는본사의기업지원부에서,시스템지원은 IT부서인정보지원부
에서담당하고있는등부담금관련업무분장은명확한것으로판단된다. 그리고부담금부과대상은
매월 16일이상이거나 1개월동안 60시간이상인상시근로자수 100인이상인고용사업주이고산정방
식은상시근로자수의 2%에해당하는의무고용장애인수에서매월장애인근로자수를뺀수에부담금
기초액을곱하여부담금액을산정하고있어부담금관련항목별정의및산식은구체적이고명확하다.
그리고공단은이중부과를방지하기위해부과고지여부를확인하고있어데이터의중복은없는것으
로판단된다. 그러나부담금관리시스템에접속하여주민등록번호등을잘못입력하여도자동저장되
고있어오류데이터에대한시스템적인통제장치는마련되어있지못하다.
입력자료의점검의경우,공단은결재과정에서데이터의신뢰성을점검하고있으나본부차원의데

이터모니터링은실시하고있지않다. 공단에서는주로민원또는외부기관의지적사항에대해데이터
오류를확인하고수정하는역할만을수행하고있어데이터오류에대한근본적인문제해결은미흡하
다. 이로인해매년부담금에대한과오납사례는줄어들지않고있다. 즉,부담금을잘못산정하여환
급한금액은 2008년의경우 39.9억원이며건수로는 264건이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과오납금액이
43.6억원이고건수로는 351건으로 2008년도에비해증가하였다. 그리고데이터모니터링이이루어지
고있지못해데이터의오류를파악하고해결하는절차가마련되어있지않다.
데이터변경의경우,부담금은 1991년신설된이후 2010년까지부담금산정기준이 10번변경되었

으며이러한변경내용은내부인트라넷을통해공지를하고있는것으로확인되었다.
데이터연계와관련,공단이부담금부과대상을선정하고부담금을정확하게산정하기위해서는공

단이보유한데이터뿐만아니라외부기관의데이터가많이필요한것으로파악된다. 부담금부과대상
이되는고용의무사업체는상시근로자수 100인이상이며유형별로는민간기업,공공기관,학교법인이



750 차경엽,심광호

표 2: 분석대상데이터현황

테이블명 칼럼수 데이터수 주요내용

사업체 46 45,622 법인번호,근로자수등
부담금산정내역 24 1,153,672 근로자수,장애인현황등
부담금확정조사 49 56,301 조사금액,결정일자등
부담금총괄내역 62 1,306,906 산정기준및금액등

고용실시상황 28 24,131 장애인고용현황등

표 3: 칼럼별오류건수및오류율

테이블명 칼럼명 오류건수 오류율(%)
사업체 법인번호 46 0.1

사업체관리번호 12 0
부담금산정내역 상시종업원수 279,688 24.2

적용대상근로자수 279,587 24.2
사업체관리번호 3 0

부담금확정조사 상시종업원수 101 0.18
실시일자 13,915 24.7

사업체관리번호 12 0
부담금총괄내역 상시종업원수 220,654 16.8

적용대상근로자수 221,467 16.9

고용실시상황
사업체관리번호 0 0
상시종업원수 2 0

다. 따라서고용의무사업체를파악하기위해서는민간기업및공공기관의경우는한국고용정보원에
서관리하는고용보험통계를, 학교법인의경우는한국교육개발원의학교법인통계를이용해야한다.
그리고사업체에서제출한장애인수가정확한지또는장애정도가변경되었는지를파악하기위해서
는보건복지부의장애인등록명부가필요하다. 그러나공단은부담금부과대상및산정을정확하기하
기위해필요한외부기관과의데이터연계가미흡한것으로나타났다. 먼저,부과대상파악과관련해서
한국고용정보원으로부터매년고용보험통계를수집하여민간기업및공공기관의상시근로자수를파
악하고있는반면, 학교법인에대해서는한국교육개발원으로부터관련데이터를제공받지못하고있
다. 그로인해공단은부담금부과대상의파악을위해초·중·고학교법인에대한데이터를시·도교육청
을통해자체적으로파악하고있어정확한현황파악에한계가있는것으로판단된다. 그결과, 부담금
대상중학교법인의누락이발생될가능성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즉,공단은 2008년부담금부과대
상학교법인수를 543개로파악하고있었으나,교육통계에서는실제로유초중등교육기관 866개,고등
교육기관 192개로조사되었다.
부담금관리시스템은시간,날짜등이자동으로입력되도록시스템에설계되어있어시스템지정은

적정한것으로판단되며,부담금데이터를별도로관리하고있어과거이력관리가제대로갖추어져있
다.
한편,관리통제의적정성을판단한결과,공단은부담금매뉴얼을작성하여보급하고있긴하나담

당자에대한교육은미흡한실정이다. 즉, 2009년교육훈련현황을살펴보면,징수지원사업·체납처분
실무과정 2개를개설하였는데,이중부담금관련교육은징수지원사업과정뿐이다.

4.3. 원시데이터분석

공단은상시근로자수를기준으로한고용의무장애인수와실제장애인고용자수를비교하여부담
금을징수한다. 따라서부담금산정의핵심자료인상시근로자수와장애인근로자수를대상으로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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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상시근로자수및장애인근로자수의불일치율

상시근로자수 장애인근로자수
일치 불일치 불일치율(%) 일치 불일치 불일치율(%)

1,056,307 479,808 31.2 1,098,753 437,412 28.5

표 5: 업무규칙(상시근로자수 ≥장애인근로자수)위반현황

테이블명 조사대상 위반건수 위반율(%)
부담금산정내역 680,190 559 0.08
부담금총괄내역 933,591 0 0
고용실시상황 16,995 2 0.01

표 6: 업무규칙(장애인근로자수 =중증장애인수 +경증장애인수)위반현황

테이블명 조사대상 위반건수 위반율(%)
부담금산정내역 1,153,672 917 0.08
부담금총괄내역 1,306,906 1,617 0.12
고용실시상황 24,131 36 0.15

성을분석하였다. 분석대상으로는다음표 2에서보는바와같이상시근로자수, 장애인근로자수등
이포함되어있는테이블 5개를수집하였는데, 구체적으로사업체, 부담금산정내역, 부담금확정조사,
부담금총괄내역,고용실시상황테이블이다.
먼저,칼럼속성분석으로사업체관리번호,법인번호,상시근로자수,장애인근로자수등의누락이

있는지, 이상치가발견되는지를조사하였다. 분석결과, 다음표 3에서보는바와같이사업체관리번
호는고용실시상황테이블을제외한나머지테이블에서잘못입력된데이터가존재하는것으로나타났

다. 즉,부담금산정내역및부담금총괄내역테이블에서는각각 12개씩,부담금확정조사내역테이블에
서는 3개의데이터가잘못입력되어있다. 또한법인여부항목에서법인으로지정하였으나법인번호
가없는사업체는 46건으로나타났다. 그리고상시종업원수를살펴본결과, 데이터항목의누락이많
이발견되었다. 즉, 총괄내역테이블에서상시근로자가미입력된데이터가 16.8%, 부담금확정조사내
역테이블에서는그러한경우가 0.18%인것으로나타났다. 또한적용대상근로자수의경우도부담금
산정내역및총괄내역테이블에서각각 24.2%, 16.9%의누락이발생되었다.
다음으로구조분석을시도하였는데, 테이블별로상시근로자수와장애인근로자가동일하게입력

되어있는지를조사하기위해부담금산정내역테이블과부담금총괄내역테이블을분석하였다. 이두
테이블은데이터의구조가월단위로입력되어있고수록된항목이유사하여데이터의일관성을판단하
기적정하다고판단된다. 분석결과, 다음표 4에서보는바와같이상시종업원수의경우부담금산정
테이블과부담금총괄내역테이블의 1,536,115개공통항목중일치하는데이터는 1,056,307개이며불
일치한것은 479,808개로나타나불일치율은 31.2%에달했다. 그리고장애인근로자수도일치하는데
이터가 1,098,753개,불일치한데이터가 437,412개로불일치율이 28.5%에이르렀다.
마지막으로업무규칙분석으로사업체에서고용하는전체근로자수는장애인근로자수보다같거

나많아야한다는규칙과사업체별중증장애인수와경증장애인수의합계는장애인근로자총수와
같아야한다는규칙을설정하여위반여부를분석하였다. 다음표 5에서보는바와같이, 첫번째규칙
을적용한결과,부담금총괄내역테이블에서의규칙위반데이터는없었으나,부담금산정내역및고용
실시상황테이블에서는위반사례가각각 559건, 2건발생하였다.
두번째업무규칙을적용한결과, 조사대상테이블에서업무규칙위반이발생하였다. 즉, 다음표

6에서보는바와같이부담금산정내역테이블에서는위반건수가 917건으로전체조사대상의 0.08%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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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부담금 총괄내역 및 고용실시상황 테이블에서도 위반건수가 각각 1,617건,
36건발생하였다.

5. 결론

본연구에서는미국및영국감사원의정보시스템데이터의신뢰성에대한현황을파악하고전문
가및업무담당자와의인터뷰를통해우리실정에맞는데이터신뢰성점검기법을개발하였다. 그리
고그러한점검기법을실제업무데이터에적용한결과, 내용분석이가능하였고분석방법별로동일한
결론이도출되고있어공공감사에있어서실지감사의품질뿐만아니라보고통계에대한품질을평가

하는데활용이가능하리라보여진다. 그러한신뢰성점검절차는우선정성적인분석을통해문제점을
파악한후정량적인방법으로이를증명하는방법을사용하는것이적절하다고판단된다.
신뢰성점검기법의적용결과, 장애인고용부담금데이터는데이터의누락, 일관성부족, 부정확등

으로인해신뢰성이부족하였는데,이는부담금산정을위한외부기관데이터의미확보,시스템통제장
치의미흡,데이터점검체계의부족이원인인것으로나타났다. 특히공단의데이터관리절차를보면,
지사담당자는오류데이터에대한삭제권한이없어잘못된데이터를발견할경우, 본사데이터센터
에요청하고데이터센터에서는오류데이터를확인하여수정하고있다. 이러한오류데이터수정은지
사의요청이있을경우에만이루어지고있고본사차원의모니터링이수행되고있지않아오류데이터

가한번입력되면오류가수정되지않은채그대로관리되는문제를야기시키고있다. 따라서공단은
부담금업무의효율성및정확성을기하기위해내부관리활동및외부기관과의자료수집방안등의마
련이시급한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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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mpared to the 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GAO) and the U.K. National Audit Office(NAO),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BAI) has not laid a rather solid system for effective assessment and
judgment on the reliability of computer-processed data used as audit evidence in its public auditing activities.
Accordingly, based on the experiences of GAO and NAO, this study suggests criteria and methods as the key
elements of the methodological framework for assessing the reliability of information system data. Then, the
usefulness and effectiveness of the criteria and techniques for assessing data reliability were tested and proved by
applying to the analysis of allotment for mandatory disabled employment data that have been computer-processed
and managed by the Korea Employment Agency for the Disabled(K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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