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국외 출장 결과 보고서
□ 개요
○ 일시 : 2019. 06.17(월요일) ~ 22일(토요일)
○ 장소 : 북유럽 덴마크
○ 출장자 인적 사항
소속

직위(직급)

성명

학력

전화

KAIST

감사

김선화

박사

012-350-2102

비고

※ 국외 연수과정 개요 및 소개
□ 교육과정 :
국가청렴도 제고를 위한 선진국가 벤치마킹 연수
□ 교육목표 :
북유럽의 국가청렴도 1위 국가인 덴마크를 중심으로 국가 청렴도
를 유지하는 선진 제도와 경쟁력을 학습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
한민국의 국가 청렴도 효과적인 제고 방안을 모색한다
□ 교육 및 기대효과
◯ 한국공공기관 맞춤형 프로그램으로서 반부패/청렴 교육 구성
◯ 세계 정부 UN 및 주요 공공기관 반부패 담당자 및 전문가들과
의 네트워킹
◯ 최근의 반부패 사례 및 국가청렴도 관련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
◯ 감사 관련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실용
적인 방법들을 학습하고 토론

□ 주요일정

일시

지역

주요일정

대한민국(인천)
- 출국(인천) : 경유(프랑스 파리)
06/17(월)

파리(경유)

- 경유지(파리) 도착 및 환승 수속
- 덴마크 도착 후 호텔 이동 및 휴식

덴마크
[공감협의회 주최 현지 Forum]
공감협의회 글로벌 청렴도 포럼 2019
KPOA Global Integrity Forum 2019
06/18(화)

덴마크

1) 국제투명성기구(TI) 덴마크

청렴국가 덴마크의 경쟁력
2) UN Global Compact 덴마크

반부패 및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10대 강령
[벤치마킹 공식일정] 덴마크 의회 옴부즈만

덴마크 국가 청렴도 제고 전략 및 선진사례
06/19(수)

덴마크
덴마크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주로 담당하는
세계적으로 명성 있는 청렴기구
[벤치마킹 공식일정] 덴마크 감사원

덴마크 국가 청렴도 제고 전략 및 선진사례
06/20(목)

덴마크
덴마크 국립 감사원의 국가청렴도 전략과
주요 경쟁력 파악
덴마크

06/21(금)
파리(경유)

06/22(토)

대한민국(인천)

- 귀국(덴마크) : 경유(프랑스 파리)
- 경유지(파리) 도착 및 환승 수속

- 인천공항 도착 및 해산

공식일정
1

국제투명성기구(TI) 덴마크

- 일시 및 장소 : '19. 06. 18.(화)
- 면담자

: Natascha Linn Felix (국제투명성기구TI 덴마크 회장)

-발표내용 : Why(how) is Denmark continuously found at the top of the
Corruption perceptions lndex?

□ 발표 사진

공식일정

UN 글로벌 컴팩트 덴마크

2

- 일시 및 장소 : '19. 06. 18.
- 면담자

: Joachim Marc Christensen Network Manager

- 발표내용 : GLOBAL COMPACT NETWORK DENMARK

□ 발표사진

공식일정

덴마크 의회 옴부즈맨

3

- 일시 및 장소 : '19. 06. 19.
- 담당 발표자

: Klavs Kinnerup Hede

Director of International Relations, Ph.D.
- 발표내용 : The Danish Parliamentary Ombudsman

스웨덴 vs 덴마크 옴부즈만 비교
스웨덴

덴마크

공무원에 대한 기소 권한 보유

위법․부당한 행정에 대한 조사자

법원을 포함한 잘못된 공무에 대한
법적 조치의 기반을 형성
관련된 개인에 대한 처벌

□ 발표사진

옴부즈만의 보고서는 권고의 성격
행정적 발전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공

공식일정
4

덴마크 국립 감사원

- 일시 및 장소 : '19. 06. 20.
- 담당 발표자

: Lisbeth Sørensen 덴마크 감사원 대외홍보국장

- 발표내용 : Presentation of Rigsrevisionen

1) 국립감사원의 역할
○ 덴마크에서는 1990년대에 정책평가 활동이 증가하면서 의회, 중앙정부,
유럽연합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부처, 위원회에 의한 과정 평가와
의회의 감사원 평가가 중시되고 있다.
○ 덴마크 국립감사원은 의회에 소속되어 의회의 공공 회계 위원회(Public
Account Committee : PAC)와 협조하여 회계 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감사 결
과를 보고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독립적 위치에서 시민의 이익을 위해
공공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있다.
신뢰와 복지 등 각종 혜택을 나누어 주고자 한다.

□ 발표 사진

□ 소요예산

항목

금액

항공료

5,895,500원

교육비

1,298,000원

체제비

4,738,500원

합 계

11,932,000

비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