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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영국 감사원의 고속철도 감사사례를 고찰하였다. 고찰한 사례는 고속철도 운영

실태(NAO,연도), 고속철도 매각사업 운영실태(NAO,연도), 고속철도 개통준비 실태(NAO,연도)이며, 

각 감사결과에 대해 감사초점, 조사‧분석 자료 및 방법, 주요 권고사항을 살폈다. 영국 감사원의 

경우 비용‧편익 추정 재검토, 사업 추진 현황, 이해관계자 및 독립적 자문회사와의 인터뷰, 유사 

조달사례 검토, 성능 평가 및 거버넌스 분석 등 재무실적 평가, 경제성 평가, 성과평가, 인터뷰 

등을 많이 활용되고 있었으며, 철도 수요예측, 사업위험 관리, 사업의 재정적 투자성과 평가 등 

사업의 성과를 중심으로 지적하고 있었다.

주요어  :  영국  감사원 ,  고속철도 ,  감사사례 ,  감사방법 ,  권고사항

1. 서 론

한국 감사원의 경우 사업계획, 계약‧협약, 

설계‧시공, 사업집행, 운영‧관리 분야 등 철도

사업 전반에 걸쳐 대상사업 추진실태의 적정

성을 중점으로 접근하는 종합적 감사접근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이에 반해 영국 감사원

(U.K. National Audit Office, NAO)은 감사

초점을 중심으로 한 중점형 감사접근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본 연구에서는 영국 감사원이 추진한 고속

철도 운영실태(NAO,2012), 고속철도 매각사

업 운영실태(NAO,2015), 고속철도 개통준비 

실태(NAO,2016)에  대한 감사사례를 살펴보

았다. 사례검토의 영역은 감사초점, 조사‧분
석 자료, 감사방법, 주요 감사결과, 이행결

과 등을 살펴보았다.

2. 감사초점

전술한 NAO의 감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한 바, 

영국 감사원은 사업감독 실태, 대규모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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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를 위한 기존 모범사례, 재정 지출의 효

과적 관리, 향후 서비스 제공 일정 및 예산 

흐름 등을 감사초점으로 하며, 신규 노선 개

통 준비, 운영주체 변경, 자산 매각 등이 발

생한 경우를 중점으로 해당사업의 자금 지원 

현황, 사업관리의 효율성 및 효과성,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 설계의 적정성 등을 초점

으로 감사를 수행하였다.

Table 1. Summary of Audit Focus in the Railway 
Sector Conducted by the U.K. NAO

2017 년도 한국철도학회 추계계학술대회 논문집          KSR2017A205

Field of Audit Audit Focus

High Speed 
Rail Operation 

Status    
(NAO, 2012)

․Actual business supervision by 
the Federal Railway Bureau, 
existing best practices related 
to management of large-scale 
railway infrastructure projects, 
etc.

The sale of 
Eurostar  

(NAO, 2015)

․The appropriateness of the 
method and timing of the sale, 
and the fact that similar best 
practices, actual preparations for 
sale, etc.

Actual 
preparation for 

high-speed 
railway 
opening  

(NAO, 2016)

․Whether you have a clear plan 
and business process to ensure 
cost and schedule compliance, 
strategic benefits, etc.



3. 조사‧분석 자료 및 방법

철도분야 감사를 위한 조사‧분석 자료로는 

이해관계자와의 인터뷰 자료를 많이 활용하

고 있으며, 기존 투자사례, 관련 사례분석 

자료나 영국 정부 지침, 사업 성과보고서 등

도 활용하고 있었다.

Table 2. The Case Study Summary of Survey and 
Analysis Materials Conducted by the U.K. NAO

조사방법은 비용‧편익 추정 재검토, 사업 

추진 현황, 이해관계자 및 독립적 자문회사

와의 인터뷰, 유사 조달사례 검토, 성능 평

가 및 거버넌스 분석 등 재무실적 평가, 경

제성 평가, 성과평가, 인터뷰 등을 우리나라

에 비해 많이 활용되고 있었다.

Table. The Case Study Summary of Survey and 
Analysis Method Conducted by the U.K. NAO

4. 주요 권고사항

High Speed Rail Operation Status(NAO, 

2012) 감사결과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

째, 수요예측과 관련하여 신개념의 사업이라

는 이유와 비교자료의 부재로 인하여 이용객

에 관한 수요예측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점, 둘째, 리스크 이전과 관련해서는 일부 

구간의 운영비용이 당초 예측에 비해 높고, 

이로 인해 민간부문의 투자회피 가능성이 존

재한다는 점, 셋째, 재생(regeneration)사업 

편익 관련해서는 재생사업의 당초 목표인 

‘일자리 창출’을 준수하기 위해 지역사회

와 관련 집단들과의 협력이 요구되며, 이를 

사업평가에 반영할 필요하는 점과 모니터링 

단계에서 예상 편익을 보증하고 위험성을 탐

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하였다. 마지막

으로 사업평가 관련해서는 사업의 편익분석

에 대한 계획 수립 시 분명한 평가기간과 평

가체계를 수립할 것과 교통기반시설에 대한 

사업효용 측정 모델에서의 기본적인 가정과 

평가 프로세스의 적정성이 필요하다는 점이 

권고되었다.

The sale of Eurostar  (NAO, 2015) 감사결

과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국 정

부는 매각하는 자산을 저평가하고 있으며, 

일부 영국 정부 자산 매각 및 사업에서 소수

의 재무 및 법률 자문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 둘째, 영국 정부는 기업 재무 기술 및 

전문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외부 자문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셋째, 교통부의 ‘하이스피드 

1(High Speed 1)’에 대한 경제성 평가결과

는 투자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 충분하지 않

Field of Audit Survey and Analysis Materials

High Speed 
Rail Operation 

Status    
(NAO, 2012)

․Existing audit data, interviews 
with former and current 
public officials, cost and 
performance data, business 
publications, etc.

The sale of 
Eurostar  

(NAO, 2015)

․Literature review, financial 
performance analysis data, 
interviews with related 
persons, etc.

Actual 
preparation for 

high-speed 
railway 
opening  

(NAO, 2016)

․Stakeholder interviews, 
documents on existing 
business costs and schedule 
data, external reports on costs 
and schedule, business 
participation evaluation 
reports, etc.

Field of Audit Survey and Analysis Materials

High Speed 
Rail Operation 

Status    
(NAO, 2012)

․Review of the economic 
impact estimation process 
through the Federal Railway 
Bureau's Guidelines, th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report, previous GAO reports 
and related laws, interviews 
with government officials, and 
documentation.

The sale of 
Eurostar  

(NAO, 2015)

․Reviewing the financial 
feasibility consulting report, 
reviewing the financial model 
used in evaluating the value 
of railway assets, reviewing 
quantitative and valuation 
analysis using this model, 
past and future financials of 
the railway Performance 
information analysis etc.
․Interviews with various public 
officials at the Treasury 

Field of Audit Survey and Analysis Materials

The sale of 
Eurostar  

(NAO, 2015)

Department, th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and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and various interviews with 
Eurostar, independent 
evaluation experts, suppliers 
and real suppliers.

Actual 
preparation for 

high-speed 
railway 
opening  

(NAO, 2016)

․Interviews with stakeholders 
such as high-speed railway, 
passenger service, and 
personnel related to the target 
organization, review of key 
strategic documents with the 
Ministry of Transportation and 
project developers, etc.



는 점을 언급하였다.

Actual preparation for high-speed 

railway opening(NAO, 2016) 감사결과 권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High Speed 

2(HS2)‘의 개통 일정이 비현실적이며, 교통

부는 HS2 2단계 구간에 대한 예상 건설비용

을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교통부가 주요 운송 인프라 계획에 필요한 

기술을 확보하는데 어려울 수 있다. 셋째, 

HS2가 재생 및 성장을 통한 당초 협약된 편

익을 담보하려면 충분한 기금이 필요하다. 

넷째, HS2가 다른 철도망과 어떻게 연계되는

지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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