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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효율적인 운영이 중시됨에 따라, 최근 감사원은 정부의 정책 및 사업의 효율성을 평가
하고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성과감사를 확대‧실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최
근 5년간(2012~2016) 성과감사 수행실적이 총 20건에 그치고, 성과감사는 수행하기 어려운
감사라는 편견이 존재하는 등 성과감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개선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이
러한 문제인식 하에 본 연구는 성과감사가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는 SWOT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내부 및 외부 환경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네
가지 전략을 제시한다. 분석결과, 감사원은 성과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으나, 감사결과의 정치적 논란, 성과감사에 대한 막연한 오해 등 다양한 위협요인 및 취약요
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성과감사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
감사원은 독립성을 강화하고 높은 수준의 감사기반 및 감사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유용한
감사정보를 제공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비록 많은 한계가 존재하지만, 향
후 감사원의 성공적인 성과감사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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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Strategies for Successful Operation of
Performance Audit in Korea
- Using SWOT Analysis Byungchun KongㆍKiwoong YoonㆍSeunghyun Yoo
As the public demands the government to operate efficiently,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BAI) tries to expand performance audits that assess the performance
of the government’s policies and programs and suggest ways to improve the performance.
However, over the past five years, it has conducted performance audits of 20 cases, only
about 3% of the total number (682 cases) of audits conducted by the BAI. In this
respect, it is hard to say that performance audit has been activated yet.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suggest a strategy that the BAI should take in order to promote
performance audit. Specifically, it uses SWOT analysis to examine the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 and provide four strategies based on this analysi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BAI has sufficient capacity to conduct performance audit, but there are
various threats and disadvantages such as political controversies of audit results and vague
misunderstandings about performance audit. In order to successfully establish performance
audits in such an environment, the BAI needs to ensure independence and to provide
useful audit informati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although there are many limitations,
will be helpful for the success of performance audit.

Keywords: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BAI), Performance, Performance
Management, Performance Audit, SWO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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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정부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은 정부경쟁력, 더 나아가 국가경쟁력 제고에 직접적인 동력이
된다. 우리나라는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의 국가경쟁력 평가(137개국
대상) 결과, 지난 2014년 이후 4년 연속 26위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
(International Management Development, IMD)의 국가경쟁력 평가(63개국 대상)에서는 29위를
차지하였다. IMD의 국가경쟁력 평가는 기업효율성, 경제성과, 정부효율성, 인프라 등 4개 분
야로 나누어지는데, 이 중 기업효율성을 제외한 3개 분야에서 순위가 하락하였다. 특히, 정부
효율성 분야 중 뇌물공여․부패비리는 40위로 나타났다.1)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
부는 최근 국가 및 정부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외환위기 이후 정부
업무평가제도(국무총리실 주관)와 재정성과관리제도(기획재정부 주관) 등을 통해 정부효율성
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공공부문에서의 부패방지시스템
마련을 위해서는 일명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과 관
피아방지법(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해 부정부패 비리 척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 최고감사기구인 감사원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성
과감사를 도입 및 운영하고 있다. 즉, 단편적이고 위법․부당한 사항의 적발과 처벌 관행에
서 벗어나, 정부가 수행하는 정책과 사업의 효율성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성과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성과감사의 중요성에 대한 실무자들의 공
감대를 형성하고,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성과감사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2) 특히, 문재인 정부는 “매년 성과감사를 20%씩 확대 실시
할 것”을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함에 따라, 향후 성과감사는 더욱 더 확대 실시될
전망이다.3)
그러나 우리나라 감사현실에서는 여전히 성과감사에 대한 편견과 오해로 인하여 성과감사
가 확대․실시되는데 많은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4) 즉, 성과감사의 대상, 기준, 방법, 결과
활용 등과 관련하여 실무자 간에 공감대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실무자들은 막연히

1) 한편, 1995년부터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고 있는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 Index)의 경우
2016년도에 우리나라는 아프리카 르완다(50위)에도 뒤쳐진 52위로 나타났다.
2) 일례로 2005년에는 성과감사 운영 매뉴얼 발간이 이루어졌고, 최근에는 감사 실무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감사사례를 수집․분석한 성과감사 실무요령 이 발간되었다.
3) 이미 미국, 영국 등 해외 주요국의 경우에도 성과에 초점을 둔 성과감사 중심으로 감사 패러다임이 변화
하고 있다.
4) 정길영(2017: 73-74)은 실무자들이 흔히 성과감사에 대해 다음의 6가지 편견 및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첫째, 성과감사는 고도의 과학적 분석기법 이 활용해야만 한다는 편견이다. … 둘째, 성과감
사는 연구논문 작성 과 비슷하다는 인식이다. … 셋째, 성과감사는 반드시 건설적 대안 을 제시해야만 한
다는 선입견이다. … 넷째, 성과감사는 고도의 정책을 감사하는 것이란 편견이다. … 다섯째, 성과감사는
강력한 충격 이 없다는 선입견이다. … 여섯째, 성과감사는 결과(outputs) 에 대한 감사라는 편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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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감사는 어렵고 노력 대비 결과가 좋지 않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5)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감사원이 성과감사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
는 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환경분석(SWOT)분석을 통
해 강점, 약점, 기회 위협 요인들을 살펴본다. 이어서 환경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공격전략
(SO Strategy), 만회전략(WO Strategy), 우회전략(ST Strategy), 방어전략(WT Strategy)을 제시
한다. 이러한 연구는 아직까지 감사원의 성과감사 제도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대한 학술적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 감사원의 성과감사제도의 운영 실태에 대한 이
해를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학문적인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의 감사현실에 적합한 성과감사 활성화 및 고도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책
적인 함의가 있다.

Ⅱ. 성과감사에 관한 이론적․제도적 배경
1. 성과 및 성과감사에 관한 논의
1) 성과 및 성과관리에 관한 논의
성과(performance)의 개념에 대한 학자들 간 다양한 논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현실에
서도 성과를 다의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성과가 무엇인지에 대해 일치된 개념을 제시하는 것
은 쉽지 않다. 그러나 성과와 감사의 합성어인 성과감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과의 개념에
대한 이해 및 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성과의 일반적 개념을 살펴보고,
이어서 법․제도상 성과관리의 개념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성과
성과의 사전적 개념은 ‘이루어 낸 결실’로 성과를 결과적 측면에 한정하는 측면이 있지만,
다양한 관점에서 성과를 정의할 수 있다. 첫째, 성과의 분석대상은 크게 조직과 사업 및 정
책으로 구분할 수 있고, 분석대상에 따라 성과에 대한 정의가 달라질 수 있다. 조직 관점에
서 Mettler & Rohner(2009)는 성과를 공적 기대나 기관의 조직 목표 달성과 관련된 것이라
언급하면서 공공서비스 수행의 결과이자 대중의 욕구만족도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사업 및

5) 이러한 편견 및 오해가 나타나는 이면에는 무엇보다도 학계 및 실무자 사이에 성과감사의 정의가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

10

감사논집 제30호

정책 관점에서 Ammons(1995)는 정책(또는 사업)의 결과적 측면 외에 그 이전의 과정적 측면
까지도 포함하여 성과를 포괄적으로 정의한다.6) 따라서 성과는 정부 정책 또는 사업의 결과
외에도 투입(inputs)과 과정(processes/activities)을 모두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결과
(results)는 산출물(outputs), 효과(outcomes), 영향(impacts)을 모두 포함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정책/사업의 특성 또는 생애주기에 따라 성과는 달리 파악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정책/사업의 수행 기간에 따라(단년도 또는 다년도), 정책/사업의 단게에 따라(기획단계, 집행
단계, 종결단계, 또는 종료 이후) 성과는 달리 파악되고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정책/사업의
성과에 대한 명확한 이해 및 체계적 분석을 위해서, 동 성과를 정책체계(policy system) 내에
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정책을 발생시킨 정책원인으로부터 정책형성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정책, 합법화 과정을 거친 정책이 집행되는 과정, 정책집행 이후 나타난 정책효과,
최종 평가환류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정책(또는 사업)의 성과는 파악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명수․공병천, 2016: 50∼62).
마지막으로, 성과를 가치지향성 측면에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과를 파악하려 할 때
에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인 성과나 바람직하지 않은 성과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
다. 그렇지 않을 경우 ‘성과 왜곡(gaming)’이 발생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성과를 진단하고 분
석․평가할 경우 잘못된 성과정보로 인한 옳지 않은 의사결정 및 행태로 이어질 수 있다.
(2) 성과관리(법․제도상 의미)
현재 정부의 성과관리제도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 (법률 제14839호)과 국가재정법 (법률
제14381호) 두 개의 법률을 근간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다. 각 법에서의 관련규정 및 근거규
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조에서 정부 성과관리체계 구축
을 목적으로 천명하고 있다. 이어서 제2조 6호에서는 성과관리에 대한 정의를 “정부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관의 임무, 중․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
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규정하
고 있다. 또한 제4조, 제5조, 제6조에서 성과관리의 원칙, 성과관리전략계획과 성과관리시행
계획에 관한 내용을 다룸으로써, 정부의 성과관리 주체 및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국가재정법 에서는 성과관리와 관련된 내용을 관련 내용을 제8조(성과중심의 재정운

용)와 제8조의 2(재정사업 평가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기관의 지정 등)에서 다루고
있다. 제8조 1항에서는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 구축의무를 명시하고 있고, 2항과 3항에서는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제출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5항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지침
작성 및 통보 의무를 명시하고 있고, 6항에서는 재정사업 평가에 대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6) 반면, Poister(2003)와 같이, 성과를 산출물 자체와도 구분하여 산출물로부터 나타나는 결과로 정의하는
학자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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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과감사에 관한 논의
(1) 성과감사의 도입배경
국가예산 규모 증가와 지출 내용의 복잡성으로 국민들은 회계감사 결과만으로 납부한 세
금이 제대로 사용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 결과 1960년대 말 이후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성과감사를 도입하여 국민들의 세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정부 정책
(또는 사업)의 집행 내용의 법규 위배 여부만이 아니라 정부지출이 당초 의도한 목적을 달성
하였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즉, 처음에는 회계검사가 주로 합규성 기준에서
당초 예산이 회계규정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실시되다가 점차 합규성을 포함하여 공공부문
에 사용된 공적 자원이 충분히 가치 있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적정성까지도 관심을 갖게
됨으로써 현재의 성과감사에 이르게 되었다. 이후, 1980년대 들어서는 OECD 국가를 중심으로
공공감사의 주요 유형의 하나로 성과감사가 더욱 강조되면서, 현재는 결과지향적, 고객중심
적, 성과지향적 정부를 구현하는 핵심적인 정부 성과관리 수단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우리나라 감사원의 경우, 합법성 감사의 한계를 극복하고 감사업무의 선진화를 달성하기 위
하여 1993년에 성과감사를 감사유형의 하나로 도입하였다. 1970년대로부터 현재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성과감사 기능은 1970년대 ‘계통감사’, 1980년대 ‘효율성감사’와 ‘역점감사’, 1985
년 이후의 일시 도입 운영되었던 ‘정책개선감사’, 1990년대의 ‘성과감사’, 2000년대의 ‘시스
템감사’ 등으로 이어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7) 특히, 외환위기 이후 김대중 정부에서 정부
업무에 대한 평가가 강조되었고, 이후 출범한 노무현 정부에서도 정부 사업에 대한 평가 정보
수요가 더욱 더 확대되고 중시됨에 따라 감사원 감사에서 ‘평가적 요소’를 강조한 바 있다.
(2) 성과감사의 개념
성과감사의 개념과 관련해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어왔지만, 대표적인 개념을 제시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INTOSAI(2016: 5)는 성과감사기준 실행지침 에서 성과감사를 “정부의 사업,
시스템, 기관운영, 사업, 활동, 조직 등이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 원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지 그리고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 독립적이고 객관적이며 신뢰성이 있는 검사”로 정
의하고 있다. 둘째, 미국 GAO(2011: 17)는 정부감사기준 에서 성과감사를 “판단기준에 대
한 충분하고 적절한 증거를 평가해서 감사결과물 또는 결론을 제시하는 감사”로 정의한다.
그리고 성과감사의 목적으로“성과감사는 사업 성과 및 운영을 개선하고 비용을 줄이며, 의사
결정을 촉진시키며 책무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정보를 사용함으로써 관리자 및 책임자에게 객
7) 이중 ‘계통감사’와 ‘성과감사’를 제외한 나머지 용어들은 감사의 대상, 방향, 기법 또는 접근방법을 천명
하는 것으로 공식적인 감사종류는 아니다(하복동, 2006; 김성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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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적 분석을 제공”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셋째, 공공감사 분야의 최초 국제기준인 리마선언
(Lima Declaration)은 회계감사와 성과감사를 비교적 명확히 구분한 바 있다. 동 선언에서는
회계감사를“최고감사기구의 전통적 임무는 재무관리와 회계처리의 합법성과 합규성을 감사
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전통적 감사인 회계감사의 대상 및 판단기준을 비교적 명확히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성과감사를 “재정운영 뿐 아니라 모든 정부활동을 대상으로 성과, 경
제성, 능률성, 효과성을 검토하는 일에 중점을 두는 감사”로 규정하였다.
(3) 우리나라 감사관련 법령 하에서의 성과감사 개념
성과감사와 관련된 감사원법 의 주요 조항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19조의
4(직무 및 조직) 1항에서 “감사대상 기관의 주요 정책․사업․기관운영 등의 회계검사, 성과
감사 및 직무감찰과 관련된 감사제도 및 방법 등을 연구하고 개발하기 위해 감사연구원을
둔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성과감사가 감사원의 주요 감사 유형 중 하나임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34조(개선 등의 요구) 1항에서는 “감사원은 감사 결과 법령상․제도상 또는 행
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무총리, 소속 장관, 감
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법령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위한 조치나 제도
상 또는 행정상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34조의2(권고 등) 1항
에서 “감사원은 감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장관, 감독기
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본항의 3호에 “행정운영의 경제성․효율성 및 공정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를 하나의 경우로 제시함으로써 성과감사 형식의 감사활동을 제도화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10조에는 성과감사를 “특정한 정책․사업․
조직․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능률성․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공공감사기준 (감사원규칙) 제2조 8호에서는 성과감사를 “경제성․

능률성․효과성에 대한 검토와 평가를 위주로 특정사업이나 정책에 대하여 수행하는 감사”
로 규정하여 ‘합법성 감사’와 구분하고 있다. 또한 감사사무 등 처리에 관한 규정 (훈령)에
서는 성과감사를 “주요 정책․사업․제도․업무시스템 등에 대한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진
단․분석․점검하여 종합적이고 근원적인 개선대책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하는 감사”로 규정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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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 감사원의 성과감사
1) 감사원의 기능 및 역할
감사원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정부 예산지원 및 감독기관 모두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헌법기관으로서, 정부환경 및 미래의 감사환경을 대비하며 재정건정성 확보,
주요 사업 및 정책의 효율성 제고, 공직비리 대응, 국민권리 구제, 공공감사체계 대응, 외부
요청감사 비중 조정 등의 기능을 주로 수행해 왔다(<표 1> 참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째, 재정건정성 확보 기능과 관련하여 결산서 계수의 정확성과 적정성을 확인하는 전통적 회
계검사를 할 뿐만 아니라, 회계관리, 내부통제의 적정성 등 확인, 차년도 예산에의 환류를 통
한 결산검사, 회계검사와 직무감찰 권한을 활용한 예산낭비 사례, 적자성 채무 등의 재정리
스크 관리 실태 파악을 하였다. 둘째, 주요 사업․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정부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관심을 둔 종합적 체계적 분석이 이루어지는 성과감사 외에, 직무감찰권을 행
사하며 문제 원인을 밝히고 그에 대한 책임 규명이 가능한 특정감사를 수행하였다. 셋째, 공
직비리 대응을 위하여 직무감찰 권한을 적극 활용하여 부정부패와 비리 적발, 유사비리 반복
발생에 대한 근원적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요구, 사전예방 활동을 하였다. 넷째, 국민권리 구
제 기능과 관련해서는 국민 불편 및 부담을 초래하는 민원사항 등에 대하여 조사 및 조치,
감사원 감사 처분에 대한 이해관계자자 이의 발생에 따른 시정 요구 등의 노력을 기울여왔
다. 다섯째, 공공감사체계 운용은 감사원이 최고감사기구로서 감사중복 및 감사사각 해소를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끝으로, 감사원은 외부요청감사(국회감사요구, 국민감사청구, 공
익감사청구)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다.

<표 1> 감사원 주요 기능 및 관련 업무
주요 기능

주요 업무

재정건전성 확보

결산검사, 회계검사, 재정건전성 관련 성과감사 및 특정감사

주요 사업․정책의 효율성 제고

성과감사, 주요 사업․정책에 대한 특정감사

공직비리 대응

직무감찰 중 대인감찰

국민권리 구제

민원, 심사청구

공공감사체계 운용

자체감사기구와의 기능분담, 협력 및 지원

외부요청감사의 비중조정

국회․국민․공익 감사청구

2) 감사원의 감사유형
현재 감사원의 감사유형은 재무감사, 기관운영감사, 특정감사, 성과감사 등 4가지로 분류되고,
각 감사유형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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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재산․채무 등 재무자원의 운용실태를 분석하고, 예산사업, 세입․세출의 결산심사와
회계에 관한 내부통제를 상시 검사․감독하여 회계처리의 투명성과 사업의 경제성․효과
성․능률성 등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의미하며( 재무감사 준칙 제3조
(재무감사의 범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자체감사의 종류)에서는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로 규
정되어 있다. 또한 감사사무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감사의 종류)에서는 “감사대상기관
의 재무적 자원 활용의 적정성을 분석․평가하기 위해 감사순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
는 감사”로 정의하고 있다. 둘째, 기관운영감사는 기관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관의 조직․인사․예산 운영과 주기능․주임무를 진단․평가하고 시정․개선대안
을 제시하는 감사로 대상기관의 주요 활동과 업무에 대하여 합법성을 준거로 하되 시스템적
접근방법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2005년도 감사원 업무계획상에서 개념을 규정한 바 있다. 이
에 감사사무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감사의 종류)에서도 “특정기관의 주기능․주임무
및 조직․인사․예산운영 등을 시스템적 관점에서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예산
집행․업무수행의 적법․타당성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하는 감사”로 정의하고 있다. 셋째, 감
사사무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감사의 종류)에 따르면 성과감사는 “주요 정책․사업․
제도․업무시스템 등에 대한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진단․분석․점검하여 종합적이고 근원적
인 개선대책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하는 감사”를 의미한다. 또한 공공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자체감사의 종류)에서는 성과감사가 “특정한 정책․사업․조직․기능 등에 대한 경제
성․능률성․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로 규정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감사사무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감사의 종류)에 따르면 특정감사는 “국민․국회 감사
청구사항 등 사회․경제적 현안과제와 같은 다양한 감사수요에 대응하여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개선대책 마련 등을 위해 실시하는 감사”를 의미한다. 이와 유사하게 공공감사에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자체감사의 종류)에서는 특정감사를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등에 대
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
는 감사”로 규정하고 있다.

2) 감사원의 성과감사 현황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실시된 감사사항 중에서 4가지 감사유형에 따른 성과감사
사항은 20건8)으로 총 감사사항 건수 중 2.9% 정도에 이른다. 이것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8) 감사원 발간 감사보고서에는 감사유형을 표시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의 성과감사 실시 20건은 감사보고
서에 ‘성과감사’로 표시된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소관부서별로 보면 전략감사단이 7건으로 가장
많고, 사회복지감사국 4건, 공공기관감사국 3건, 재정경제감사국 2건, 교육감사 2건, 국토해양감사국 1건,
사회문화 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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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특정감사 439건(64.4%), 기관운영감사 134건(19.6%), 재무감사 89건(13.0%)에 비하여
그 실적이 매우 저조한 수치이다. 이 수치를 미국 GAO와 영국 NAO의 성과감사 실시건수
와 비교하면, 미국의 경우 성과감사 중 일부라고 할 수 있는 High Risk 분야 감사9) 만 보더
라도 22.1%이며, 영국의 경우는 5년 평균 성과감사의 비율이 14.3%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성
과감사 비중은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표 3> 참조).10) 다만, 각 국가 간 성과감사의 정의
및 그 포괄하는 바가 다르므로, 표를 해석하는데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의 경우 회계검사를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성과감사로 규정하고 있고, 영국의 경우 투입과
활동보다는 산출과 결과 측정 등을 통한 성과향상(value for money)을 목적으로 한 감사만을
성과감사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 성과감사와 특정감사의 대상․목적 등이 명확
하게 구분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익숙한 특정감사를 위주로 정책․사업에 대한 감
사를 수행하고 있었다.11)

<표 2> 한국의 유형별 감사사항 실태
구분
재무감사
기관운영감사
성과감사
특정감사
계

2012
20
31
6
88
145

2013
21
5
2
97
125

2014
15
34
2
85
136

2015
17
24
2
97
140

2016
16
40
8
72
136

계
89
134
20
439
682

(13.0%)
(19.6%)
(2.9%)
(64.4%)
(100.0%)

<표 3> 한국, 미국, 영국의 성과감사 실시 현황
년도
2016
2015
2014
2013
2012
계

전체
136
140
136
125
145
682

한국
성과감사
8
(5.9%)
2
(1.4%)
2
(1.5%)
2
(1.6%)
6
(4.1%)
20
(2.9%)

전체
697
688
693
709
964
3,751

미국
High Risk
163
(23.4%)
162
(23.5%)
153
(22.1%)
164
(23.1%)
188
(19.5%)
830
(22.1%)

전체
372
368
442
427
437
2,046

영국
성과감사
68
(18.3%)
50
(13.6%)
49
(11.1%)
66
(15.5%)
60
(13.7%)
293
(14.3%)

9) 미국은 2년마다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는 분야를 따로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10) 분석자료는 각국의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감사대상연도는 한국, 미국, 영국 모두 2012년도부터
2016년도로 한정한다.
11) 이는 그간 정부주도의 압축적인 국가발전 과정에서 정책․사업 등의 심층평가보다는 광범위한 종합대
책․시책 등의 문제점 조기발견 및 적기시정에 초점을 맞춘 특정감사의 형태로 국가발전을 지원해온
데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분명한 것은 특정감사 역시 정책․사업을 대상으로 문제의 원인을 규
명하고 그에 따른 개선대안을 제시하는 등 성과감사 기능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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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방법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성과감사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한 전략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
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브레인스토밍, BSC, SWOT 분석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조직 또는 사업의 전략은 환경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
는데, 아직까지 감사원의 성과감사에 대한 환경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힘
들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내부환경 및 외부환경에 대한 분석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그에 따
른 전략을 제시하는 SWOT 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12)
SWOT 분석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4개 범주(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협) 각각에
대한 질문을 개발하여 이에 대한 답을 얻는 과정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감사원이 우리나라 실정에 부합하는 성과감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함을 염두에 두고, 질
문지에 현재 감사원의 내부환경(감사역량 및 감사기반)에 관한 강점․약점과 감사원 감사의
외부환경 내용(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묻고자 하였다. 다음으로는 SWOT
분석 모형에 따라 내부역량과 외부환경을 고려한 전략적 내용도 함께 제시해 줄 것을 요청
하였다.
SWOT 분석을 위한 자료수집은 2017년 12월 1일부터 15까지 12인을 대상으로 질문지법
(questionnaire method)과 심층면담(in-depth interview)을 병행하여 이루어졌다. 우선 질문지법
은 감사 및 평가 관련 학계 전문가 4인, 전․현직 고위감사공무원 및 성과감사 수행 감사관
6인을 대상으로 자문질의서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송수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전
문가 자문 질의서 이메일 송신 이전에 연구자가 직접 질문대상자와 접촉하여 연구의도 및
연구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였다. 그리고 보다 현실적이고 심층적이면서 타당한 자
료를 수집하기 위해, 성과감사 주무 국․과장 각 1인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심
층면담에서는 질문지법에서 사용된 질의 내용을 토대로 이루어지되 질문의 순서는 정하지
않고 연구주제 또한 폭넓게 접근하는 비구조화 면담 방식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방법은 기본적으로 질적 분석방법을 활용하였고, 구체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응답자 간에 같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용어를 달리 쓰거나 표현을 달리 하는
경우가 많아, 응답자 간 유사한 의견을 통합하는 과정을 진행하였다. 둘째, 각 환경 요인(강
점, 약점, 기회, 위협) 내에서 범주화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조직 내
부의 강점 및 약점은 크게 감사기반과 감사역량으로 분류를 하였고, 외부환경인 위협과 기회
의 경우 범주화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가능한 모든 의견을 제시하였다. 셋
째, 이상과 같은 과정을 거쳐 도출된 내부환경 및 외부환경 요인들을 활용하여 <그림 1>에서
12) SWOT 분석은 민간기업에서 조직 목적 달성을 위한 전략 및 계획을 개발하는 체계적인 절차의 하나로서
도입되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공공부문도 조직 내부의 강점과 약점, 조직 외부 환경으로부터 주어질 수
있는 기회와 위협 요소를 토대로 구조화된 계획을 수립하고 대응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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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바와 같이 네 가지 전략을 제시하였다. 네 가지 전략으로는 ① 강점을 활용하여 기회를
선점하기 위한 공격전략[SO strategy; 강점(Strength)×기회(Opportunity)], ② 새로운 기회를 활
용하여 약점을 보완하는 만회전략[WO strategy; 약점(Weakness)×기회(Opportunity)], ③ 강점
을 활용하여 위협을 극복하고 위기를 최소화하기 위한 우회전략[ST strategy; 강점(Strength)×
위기(Threat)], ④ 약점을 최소화하여 위협과 위기를 회피하는 방어전략[WT strategy; 약점
(Weakness)×위기(Threat)]이 있다.

<그림 1> 감사원 감사의 SWOT 분석에 따른 전략 도출
【 감사원 성과감사 이슈 분석 】
내부환경

외부환경

강점/장점(Strength)

기회요소(Opportunity)

약점/단점(Weakness)

위협요소(Threat)

【 감사원 성과감사의 전략 모색 】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기회(Opportunity)

공격전략(SO strategy)

만회전략(WO strategy)

위협(Threat)

우회전략(ST strategy)

방어전략(WT strategy)

Ⅳ. SWOT 이슈 분석 및 전략 모색
1. 성공적인 성과감사 정착을 위한 이슈 분석
1) 내부 환경 분석
성과감사 수행과 관련하여 감사원이 가지고 있는 내부환경으로서의 강점(Strength)과 약점
(Weakness)은 크게 감사기반과 감사역량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1) 장점 및 강점
감사원의 감사기반(법적지위, 법제도적 권한, 전문기관 운영 등)의 장점/강점으로 다음과
같은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첫째, 감사원은 정부기관을 비롯한 공공부문 내에서 헌법상 우월
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 둘째, 헌법 및 감사원법 등에 성과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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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 셋째, 이와 같이 잘 마련되어 있는 법․제도적 기반은 감사수행
방법 및 판단기준 채택의 어려움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된다. 아울러 감사원은 감사수행에 필
요한 광범위하고 다양한 정보에 대한 자료접근권을 보유하고 있다. 넷째, 감사원은 사정기관
중에서도 가장 정교한 검증체계를 가지고 감사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적내용
에 대하여 다양하고 명확하게 증거를 채증(採證)하고 있다. 다섯째, 감사에 관한 최고의 전문
성을 보유한 교육기관과 연구기관으로 감사교육원과 감사연구원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감사역량(감사인력의 전문성, 잠재력 등)의 장점/강점(Strength)으로는 다음과 같은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첫째, 감사원의 감사인력은 성과감사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에 대하여 적극 공감
하며 높은 전문가 의식을 가지고 있다. 둘째, 감사관 중에는 사회 및 경제 분야별 전문가로
서 박사, 변호사, 회계사 등 우수한 자질을 소유한 감사관이 상당수 있고, 감사대상 분야별로
도 잠재적인 감사역량을 보유한 감사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셋째, 다양하고 많은 분야에서
이루어졌던 풍부한 감사경험 및 감사노하우가 공유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문화된 감사인
력이 감사과정에서 비교적 빠르게 감사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있다.
(2) 단점 및 약점13)
감사기반의 단점/약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첫째, 헌법에서 부여한 감
사원의 직무감찰 권한이 오히려 적발과 처벌 위주의 감사로 이루어지면서 성과 개선 및 시
정․권고 위주의 감사를 정착시키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둘째, 지나치게 단기
적이며 적발과 처벌, 건수 위주의 감사경향이 성과감사 역량 증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셋째, 개선 및 권고 위주의 성과감사는 적발과 처벌 위주의 징계, 시정, 주의에 비하여 집행
강제력이 미흡하여 감사효과가 적게 나타나는 것으로 인식하여, 감사주체 입장에서 기피하는
감사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직무감찰 권한을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폭넓은

13) 이외에도 내부 인사관리 및 평가 시스템 차원의 단점/약점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제시되었다. 첫째,
내부 인사관리에 있어서 순환보직에 따른 감사영역 특성화 결여는 성과감사에 요구되는 유능하고 전문
화된 감사인력 육성에 한계로 작용한다. 둘째, 감사 난이도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실적과 건수 위주로
감사성과를 평가하는 시스템의 운용 하에서는 감사인력이 전략적으로 성과감사를 기피하게 된다. 그로
인해 감사계획 수립단계에서 감사주제의 적합성을 깊게 판단하지 않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감사성과를
거양하겠다는 내부시스템이 오히려 성과감사 정착에 걸림돌로 작용하게 된다. 셋째, 감사유형에 따라
달리 지급되는 감사활동비는 비합리적 차별 및 비형평성을 낳게 되어 성과감사를 기피하게 하는 결과
를 초래한다. 넷째, 감사원 기관 내부의 부서 간 감사실적 경쟁은 감사중복, 과잉감사 등의 문제를 발생
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감기관이나 이해관계자 등의 감사기피 및 감사결과에 대한 불응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다섯째, 감사원 조직 내부의 인사 및 성과관리와 관련하여 고시출신 여부에
따른 승진 가능성의 차이, 비고시 출신으로서 갖게 되는 감사현장에서의 지휘능력 부족 등은 감사에서
감사인력 구성원 간의 팀워크 및 사기 저해로 이어질 수 있다. 끝으로 성과감사의 감사결과는 외부 및
언론에 그 파급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인식되고, 이러한 인식은 성과감사를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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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접근방법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다양하고 깊이 있는 감사성과 제고에 장애요인으로 작
용할 수 있다.
감사역량 차원에서의 단점/약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첫째, 감사현실에
서 갖는 성과감사 개념에 대한 막연한 이해도는 성과감사 개념 및 방법론에 대한 구성원 간
공감대 형성에 어려움을 준다. 둘째, 감사인력은 성과감사를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방법론(통
계학, 조사방법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지식과 역량이 부족한데, 이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감
사 교육 및 훈련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감사인력은 여전히 성과감사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다. 셋째, 성과감사가 주로 일부 소수의 감사주관자에 의한 감사가 이루어짐으로써, 감사에
참여하는 감사인력 모두가 적극적으로 감사에 참여하고 있지 못한 상황으로 이어진다. 다섯
째, 시리즈형 감사주제 선정을 통한 깊이 있는 문제해결을 지향하는 성과감사의 속성에 비추
어볼 때, 감사 시마다 늘 새로운 감사주제를 발굴하려고 하는 것은 감사인력의 전문성 제고
를 저해할 소지가 있다.

2) 외부 환경 분석
(1) 기회요인
성과감사 수행과 관련하여 감사원이 처한 외부환경에서의 기회요인(Opportunity)으로 다음과
같은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첫째, 감사원의 성과감사 및 좋은 감사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
인 지지 및 요구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여론은 정책 또는 사업에 대한 성과감사 실시를 위
한 법적 근거 이상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둘째,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성
과감사가 제시됨에 따라, 정부부처들의 정책 또는 사업 감사에 대한 반발을 완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셋째, 헌법 개정 논의는 감사원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할 수 있다. 특히 감사원의 독립성이 확보될 경우 계속적으로 지적되어 온 정책감사의 논란
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넷째, 감사기준과 관련하여, 그간의 감사에서 주요
기준으로 적용되어왔던 합법성 외에 합목적성, 3E(경제성, 능률성, 효과성)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이 나타나고 있다. 넷째, 감사원이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 에 의거 감사대상
기관의 성과보고서를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됨으로써, 정부 및 공공기관의 성과관리
및 성과(관리)목표체계 재정립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다섯째,
성과감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도 객관적이면서 신뢰할 수 있는 감사자료가 활용되
어야 하는데, 오늘날 정부 및 공공부문이 각종 DB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것은 감사수
행 시 감사자료 활용 및 접근성을 매우 용이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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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협요인
성과감사 수행과 관련하여 감사원이 처한 외부환경으로부터의 위협요인(Threat)으로는 다
음과 같은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첫째, 정치적 측면에서 정부 변화기에 감사의 독립성, 중립
성, 신뢰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부 변화 시기에는 친정부
성향을 띤 감사최고책임자 및 감사원 인력으로 감사원이 구성된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정부 변화 초기에 이전 정부의 주요 정책 이슈가 감사대상 과제로 선정될 경우, 감사계
획 단계로부터 감사실시 및 결과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성과감사 결과에 대하여 정파적, 당파적 당리당략에 따른 이견이나 반론이 있게 되면 감사
전반에 대한 신뢰성과 감사대상기관의 감사결과 수용성에도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둘째, 급변하는 정부환경 및 감사환경과 맞물려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출현함에 따라, 개별
적인 감사수요 충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것은 감사의 객관성과 중립성 유지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이슈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아울러 최근 감사대상기관 중에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감사결과 수용성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감사결과의 수용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성과감사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셋째, 많은 경우에 국민들이나 언론에서는 부정부패와 비리 적발, 처벌에 더욱 많은 관심
이 있는 반면에 성과감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높지 않다. 이러한 관심의 결여는
실제 성과감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로 작용한다.
넷째, 이미 다른 기관에 의해 성과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어 실제 감사원의 성과감사결과가
다른 기관의 성과평가 결과와 차별화가 될 수 있는지가 성공적인 성과감사 정착의 열쇠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감사원이 국회예산정책처의 사업평가보고서, 기타 국책연구기관에서 이
루어지는 다양한 평가보고서 등과 차별화되는 최고의 성과감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부
담감은 성과감사 활성화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섯째, 감사대상기관들이 국민들로부터 무사안일적 업무태도라는 비판을 받을 때 그 이유
를 감사원 감사(통보나 주의처분의 경우에도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대 해석하는 등) 때문이
라고 제시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국민들에게 감사원 감사는 부정적인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여섯째, 정부 및 공공부문의 성과관리목표체계가 미흡한 상태에서, 성과감사를 수행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기관별로 성과목표체계가 합리적으로 수립되고 기관 또는 사업
의 핵심성과지표(KPI; Key Performance Indicator)를 설정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엄밀한
의미에서 성과감사를 실시하기가 매우 곤란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정부현실에서 흔히 나타나
는 것으로 성과에 대한 합리적 기준 설정 및 이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어려움이 있어 바람
직한 성과를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운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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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원 성과감사에 관한 내․외부 환경에서의 이슈 요약
앞에서는 현재 감사원의 내부환경으로서의 강점과 약점, 외부환경으로부터의 위협요인과
기회요인을 살펴보았다. 어느 경우에는 그 이슈가 성과감사에 한정된 이슈만이 아닌 일반적
인 감사원 감사에 관한 이슈에 해당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또한 감사원의 성과감사에도 그
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라 판단되어 함께 제시하였다. 이상 살펴본 내부환경 및 외부환경
요소를 정리하면 다음 <표 4> 및 <표 5>와 같다.

<표 4> 감사원 감사의 내부환경
강점(Strength)
․헌법기관으로서의 우월적 권한과 지위
․성과감사 수행 관련 법제도적 기반 이미 마련
․광범위한 자료요구권 행사 가능
․정교한 검증체계 기반의 감사활동 수행
․감사에 관한 전문적 교육 및 연구기반 구축

약점(Weakness)
․처벌과 적발위주의 감사성과 지향은 개선 및 권고
위주의 성과감사에 대한 소극성
․직무감찰권 행사를 주로 하는 경우에 오히려 폭
넓은 감사접근을 제한하여 성과감사 활성화를 저해
․감사인력의 성과감사에 대한 오해와 편견에 기인
한 성과감사 기피

․일부 소수 감사주관자에 의해 성과감사 수행
․감사인력이 성과감사에 대한 중요성 및 필요성에 ․집행강제력 미흡, 외부 및 언론에의 미미한 파급
적극 공감하며 수준 높은 문제인식 및 분석 능력
효과를 의식한 성과감사 기피
보유
․감사성과를 단순 실적(처벌 및 적발 건수 등) 위
주로 평가하는 내부 인사관리 및 성과관리 시스템
․분야별 우수한 전문자격증 소유자 보유
․감사난이도를 고려하지 않는 양과 건수 위주의
․다양한 분야에서 축적된 그간의 풍부한 감사경험
감사실적 및 성과 지향 문화
축적 및 공유
․순환보직에 따른 감사영역 특성화 결여는 전문성
확보에 걸림돌
․내부 부서간 감사실적 경쟁에 따른 감사중복 또는
과잉감사 발생시 수감기관의 감사 불응 초래 우려
․고시 출신 여부에 따른 과장 보임 가능성 차이
및 그에 따른 비고시출신의 감사현장 지휘 능력
발휘 기회부족 등에 따른 팀웍 저해 및 사기저하
․매 감사마다 새로운 주제 발굴이 요구됨에 따른
시리즈감사 곤란은 성과감사 정착에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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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감사원 감사의 외부환경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성과 및 결과 중심의 정부정책 관심 증대

․감사결과에 대한 정치적 해석으로 감사결과 신뢰
성 훼손 우려

․합법성 외의 합목적성, 형평성, 특히 3E에 대한
관심과 기대 증가

․정부 정책 또는 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성과 기준
설정 및 공감대 형성 어려움.

․국민들의 의식 수준 향상 및 정치 민주화, 정부의
탈권위화 등에 따른 정부성과 중시 경향

․성과감사 결과에 대한 정파적, 당파적 당리당략
해석으로 인한 수감기관의 감사결과 수용성 저해

․사회적으로 다양화되고 확장된 의사소통 채널

․국민들의 감사원 감사에 대한 지나치게 높은 기
대로 인한 감사부담

․국민들의 성과감사에 적극적인 기대와 성원

․사회 관계망의 활용가능성 증대
․감사원의 성과감사 수행의 시대적 당위성 공감
․국정과제 내에서 강조된 성과감사 지향
․헌법개정 논의시 감사원의 독립성 확보 기회
․정권변화기 감사원의 감사체질 변화 기회 확보
․정부 및 공공부문에서의 각종 DB 구축 운용에
따른 감사자료 활용 및 접근성 용이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에 따른 감사대상기
관에 대한 성과보고서 검사 권한 행사로 성과
관리 수준 및 성과목표체계 재정립에 적극 역
할 가능

․성과개선 및 지향의 감사보다는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처벌과 적발에 보다 많은 관심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보고서와의 차별화된 성과
감사보고서 작성
․감사 최고책임자의 친정부 인사 논란에 따른 감
사의 독립성 및 감사내용의 신뢰성 저해
․복잡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의 감사결과에
대한 객관성 및 신뢰성에 대한 강한 요구
․감사활동 및 감사결과에 대한 강한 정치적 중립
성 요구로 성과감사에 소극적 태도 견지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감사결과에 대한 반박
및 수용성 저하 우려
․이전 정부의 주요 정책 또는 사업에 대한 감사시
정치적 논란 및 감사결과 불신 초래 우려
․감사대상 기관의 미흡한 성과관리 수준 및 비합
리적인 성과목표체계로 인한 열악한 성과감사 환경

2. 성공적인 성과감사 정착을 위한 전략모색
1) 성과감사 정착을 위한 공격전략 이슈
강점을 활용하여 기회를 선점하기 위한 SO전략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감사원은 정부기관
중 최고의 우수한 감사자원과 감사기반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감사원 내부에는 성과감
사에 관한 연구전문기관과 교육전문기관이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감사연구원의 감사환경분
석 및 감사기법 연구, 감사교육원의 감사인력에 대한 감사 일반 및 성과감사 교육 실시 등을
적극 실시하여 감사원의 역할과 기능을 제고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성과감사 수행 시 감사
연구원 및 감사교육원과 연계하여 협력함으로써 내부 감사인력의 전문성 신장에 기여할 수
있다. 결국, 감사원이 최고감사기구로서 감사현실에서 그간 축적하여 온 풍부한 감사경험과

한국 성과감사의 성공적 정착에 대한 논의

23

헌법기관으로서 부여받은 감사권한, 여기에 감사최고책임자의 성과감사에 대한 의지, 성과감
사에 관한 감사성과의 체계적인 관리 및 홍보 등이 결합되어지면 성과감사 확대는 물론 성
과감사 품질 제고를 통한 성과감사 고도화도 함께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2) 성과감사 정착을 위한 만회전략 이슈
새로운 기회를 활용하여 약점을 보완하는 WO전략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분석되었다.
성과감사를 정책감사로 혼동하거나 성과감사 결과를 정치적으로 왜곡 해석함에 따라 발생하
는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성과감사 수행 시 반드시 법적인 감사권한의 범위와 한계를 명
확하게 한정해야 할 것이다. 감사계획 수립으로부터 감사수행 및 감사결과 공표에 이르는 과
정 전반에서 참여적 거버넌스를 고려한 활동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즉, 다양한 이해관계
자의 관심사항을 반영한 감사사항 개발 및 선정, 감사과정 전체에 대한 투명한 공개, 다양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이용한 ‘잘된 감사’의 적극적 외부 공개 및 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할 필
요가 있다. 특히 정부변화기 및 개헌 논의 시에는 감사원의 독립적 위상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더욱 더 공정한 감사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3) 성과감사 정착을 위한 우회전략 이슈
강점을 활용하여 위협을 극복하고 위기를 최소화하기 위한 ST전략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
용이 분석되었다. 전문적 감사지식과 풍부한 감사경험을 토대로 양질의 데이터 분석 등의 기
법을 적용하여 객관적이며 체계적인 감사를 수행한다면 감사과정은 물론 감사결과에 대하여
도 신뢰성을 확보하게 되고, 이것은 감사의 정치적 해석을 차단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특히 감사원은 이미 성과감사 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정치
적 해석에 따른 시비와 무관하게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문제해결 위주로 성과감사를 수행
해야 한다. 또한 감사결과는 적극적으로 공개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최고감사기구
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4) 성과감사 정착을 위한 방어전략 이슈
약점을 최소화하여 위협과 위기를 회피하기 위한 WT전략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분석
되었다. 감사원 감사가 처벌과 적발 위주라는 감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는, 사업의 성과를 개선할 수 있도록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성과감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감사결과 및 감사결과에 대한 감사대상기관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성과감사결과가 엄격하고 정밀하면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도출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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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지향은 정권변화기에 있을 수 있는 감사원 감사에 대한 정치적 시비로부터의 자유로움
은 물론 감사최고책임자에 대한 친정부적 인사 및 감사과제 선정 등에 있어서의 편향 시비
에 관한 정치적 논란으로부터도 벗어나게 해 줄 수 있다. 정부변화기 및 개헌 논의시에 성과
감사의 활성화 및 고도화 노력은 감사원의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상 살펴본 네 가지 전략을 정리하면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감사원 감사의 SO/ST전략과 ST/WT전략
공격전략(SO strategy)
강점을 활용하여 기회를 선점

만회전략(WO strategy)
새로운 기회를 활용하여 약점을 보완

․감사원의 법제도적 감사권한과 그간의 감사경험
을 바탕으로 최고감사기구의 위상 정립

․정부변화기 및 개헌 논의시에 감사원의 독립적
위상 재정립 방안 제시 및 이슈 선점

․우수한 감사자원 활용과 감사기반을 토대로 적
극적인 성과감사 실시

․감사사항 선정 단계에서부터 참여적 거버넌스를
고려

․자료요구권 등을 활용한 감사자료의 체계적 수
집 분석 활동을 기반으로 성공적인 성과감사 수행

․정책감사 또는 일부 감사결과에 대한 정치적 해
석에의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감사계획 수립시
부터 명확한 감사권한 범위와 한계 명시

․성과감사 수행을 위한 그간의 매뉴얼 및 교육교
재 개발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성과감사 고도
화에 기여

․다양한 사회관계망을 통한 감사과정 및 감사결
과의 적극 공개로 투명성을 제고하여 정치적 중
립성과 국가최고감사기구의 신뢰성 확보

우회전략(ST strategy)
강점을 활용하여 위협과 위기를 최소화

방어전략(WT strategy)
약점을 최소화하여 위협과 위기를 회피

․감사원의 감사에 양질의 데이터 분석 결과를 적
극 활용하여 감사내용의 신뢰성 확보

․사업중심의 잘된 성과감사 실시로 처벌과 적발
위주라는 감사원 감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다양한 감사 중 특히, 성과감사 분야에서 객관
적이고 과학적인 문제해결 위주로 감사 실시

․감사성과 제고를 위한 그간의 내부 감사실적 평
가 및 인사관리 시스템 개선으로 성과감사 인식
확산 및 감사 유인책 마련
․친정부적 감사원 감사라는 부정적 인식 일소를
위하여 감사계획 수립단계부터 엄격한 성과감사
실시 및 결과 처리․공개

Ⅴ. 나오며
국가감사체계 내에서 최고감사기구의 지위를 갖는 우리나라 감사원은 정부기관을 포함한
공공부문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는 물론 국가경쟁력 향상에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특히 정
부환경 및 미래의 감사환경을 대비한 재정건전성 확보, 주요 사업 및 정책의 효율성 제고,
공직비리 대응, 국민권리 구제, 공공감사체계 대응, 외부요청감사 비중 조정 등의 주요 기능
을 수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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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감사원은 재무감사와 구분하여 VFM(Value For Money) 감사를 수행하면서 엄격한
형식의 성과감사를 수행하고, 미국은 정부책무성 제고를 보다 강조하기 위한 선언으로 GAO
의 명칭 변경과 함께 성과감사를 중시해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회계검사와 직무감찰 권
한을 가지고 그간에 주로 처벌과 적발이라는 전통적 감사기능에 주안해 온 것에서 탈피하여
종합적이고 분석적인 감사활동을 통한 감사대상기관의 성과 개선 및 향상, 특정 사업을 대상
으로 하는 특정감사와 3E를 강조하는 성과감사 실시 등을 통해 현대적 감사로 변화해 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감사원이 해외 주요국의 국가최고감사기구와 같이 성과에 초점을
둔 성과감사 지향의 감사패러다임 전환 및 성과감사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다루어져야 할
주요 이슈가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해, SWOT 분석을 활용하여 환경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내부 환경으로서 강점 및 약점, 외부 환경으로서 기회와 위협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
한 이를 통해서 감사원이 감사패러다임의 전환 및 성과감사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요구되
는 전략에는 어떤 것들이 제시될 수 있는지를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SWOT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감사역량 및 감사기반에 관한 장점/강점
(Strength)으로는 헌법상 갖는 감사원의 우월한 지위, 성과감사의 법적 근거 마련, 감사활동에
필요한 감사자료접근권, 감사전문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 운영, 감사인력의 전문성 및 잠재력,
풍부한 감사경험 공유 등이 제시되었다. 단점/약점(Weakness)으로는 적발과 처벌 관점의 감
사에 대한 우려, 성과 및 성과감사의 개념에 대한 막연한 이해 및 공감, 성과감사의 감사방법
론에 대한 감사인력의 지식 부족, 시리즈형 감사주제 선정 필요, 순환보직에 따른 감사인력의
감사영역 특성화 결여, 단순 실적과 건수 위주의 감사성과 평가시스템 등이 제시되었다.
성과감사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외부환경 측면에서의 기회요인(Opportunity)으로는 국민
들의 성과감사에 대한 성원과 지지 및 좋은 감사에 대한 기대, 국민의식 수준 향상 및 정치
적 민주화, 사회적 의사표시 통로 확대와 정부의 탈권위화, 정부변화기 및 헌법개정시점을
감사원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체질 변화 기회로 활용, 감사원의 성과보고서 검사 권한 등이
제시되었다. 반면에 외부환경으로부터의 위협요인(Threat)으로는 정부 변화기의 감사최고책임
자를 포함한 인사 및 조직 구성에 대한 정치적 해석 및 오해, 이전 정부의 주요 정책(또는
사업)을 감사주제로 선정된 경우에 제기되는 감사의 독립성 및 감사결과에 대한 신뢰성 훼
손 우려, 급변하고 복잡해진 정부 및 감사환경 하에서의 감사이해관계자들에 대한 개별적인
감사수요 충족의 어려움, 처벌과 적발 위주의 감사보다는 개선 요구 위주의 성과감사에 대하
여 국민과 언론이 갖게 되는 상대적으로 낮은 관심, 다른 연구기관들과 차별화된 질 좋은 성
과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감사부담, 감사대상기관들의 성과관리목표체계 설정․관리 수준
미흡 등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SWOT 분석결과에 따른 4가지 전략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감사원
은 주어진 헌법과 법률을 근거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을 감사고객으로 여기고, 직접적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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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적인 고객은 감사대상 정책 또는 사업을 추진하는 대상기관 및 업무추진자라는 점을 염
두에 두고서 좋은 감사를 하는 것만이 감사의 독립성 및 감사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의 유
일한 답이 됨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의 ‘좋은 감사’라 함은 그간의 풍부한 감
사경험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높은 수준의 감사기반 및 감사역량을 적극 활용하여, 정부성과
개선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유의미한 감사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감사를
수행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 감사원은 감사인력에 대한 전문성 확보, 이해관계자들 및
언론을 상대로 한 감사결과의 적극 공개, 감사의 질 제고를 위한 내부 인사관리 및 감사성과
시스템 운영 등의 이슈를 관리해야 할 것이다. ‘좋은 감사’가 이루어질 때, 본 연구에서의 주
제인 감사유형의 하나인 성과감사도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음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성과감사에 관하여 감사현실에서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성과감사가 무엇인지, 성과감사의 대
상 및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등에 대하여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성과감사의
탄생배경이 회계감사의 한계극복인지 아니면 직무감찰의 한계 극복인지, 감사원의 성과감사
가 영․미식의 평가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아니면 직무감찰이 가미된 새로운 형태로 이
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성과감사에 관한 편견과 오해, 성과
감사 실시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성과감사는 주요 선진국에서와 같이 점차 확대되어지
는 감사유형의 하나임에 분명하다.
본 연구는 이상 살펴본 다양한 함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성과감사를 명확히 전제하고 이것을 어떻게 정착시킬 수 있는지, 바람직한 성과감사가 무엇
인지에 대하여는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둘째, 해외의 주요 선진국인 미국
과 영국의 성과감사 실시 현황 비교가 있었지만 보고서 내용 자체에 대한 분석이 함께 이루
어지지 못하였다. 셋째, 성과감사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내․외부의 환경분석 내용, 이를
통한 전략방안을 일반화하는데 무리가 있음을 솔직하게 시인을 한다. 특히, 본 논문은 환경
분석에 치중되어 있어 다소 대안을 단편적으로 제시하는데 그쳤다는 한계가 있는데, 보다 실
효성 있는 대안 도출을 위해 추후 연구에서 본 연구의 환경분석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또는
실무자 브레인스토밍 등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 및 실무자들이 솔
직한 의견 제시를 위해 본인들의 신상에 대한 정보를 보호해줄 것을 요구해, 응답자 유형별
결과를 제시하지 못한 점에서 다소 신뢰성 제고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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