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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감사원의 합목적성 감사 연구:
법리적 검토 및 사례연구를 통한 합법성 감사와의 대비를 중심으로*
김유환**

미국 감사원은 1960년대 이후 주로 합목적성 감사를 내용으로 하는 성과감사를 시작하였으
며 오늘날 합법성에 관한 법적 결정 이외에는 대부분의 미국 감사원의 업무는 성과감사와 관련
이 있다.
미국 감사원의 합목적성 감사를 살펴볼 때 합목적성 위주의 성과감사를 강화하는 것은 공공감
사제도의 패러다임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사료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
의 미국 감사원의 성과감사에 대한 검토 그리고 합법성 감사와 합목적성 감사의 사례연구 등에
서 도출되는 우리 공공감사제도에 대한 거시적인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로, 공공감사는 이제 단순한 미시적인 적법성의 검토 단계를 벗어나서 보다 거시적인 정
부 책임성의 문제 곧 정부프로그램의 성과와 정책효과 달성을 위한 검토로 진화하여야 한다.
둘째로, 이러한 정부책임성의 문제와 정책효과 위주의 성과감사는 단순히 합목적성 감사의 범
주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입법문언이 정책효과를 법적 문
제로 전환시키는 경우 성과감사는 합법성 감사의 성격을 띨 수도 있다.
셋째로, 미국의 회계검사의 실제를 살펴볼 때, 공직자의 직무행위는 국가 재정을 사용하는 것
이므로 거의 모든 직무행위는 회계검사 권한에만 근거하여도 감사원의 감찰대상이 되는 것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넷째, 우리나라에서 감사기관에 의한 성과감사의 확대에 대한 우려가 큰 것은 사실이지만 합
목적성감사 또는 성과감사의 결과를 정책권고 형태로 하고 피감기관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도
와주는 것을 중요 목표로 한다면 그러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킬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한
다. 이를 위해서 감사원 등의 감사기관이 먼저 정책의 전문성을 함양하고 성과지표의 개발과 적
절한 정책평가 방법론의 개발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주제어: 감사원, 미국 감사원, 합목적성 감사, 합법성 감사, 성과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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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mplications from the U.S. General Accountability Office’s
Engagement in Performance Audits
Yoo Hwan Kim*

The supreme audit institutions of developed countries are increasingly going beyond
their traditional role of oversight to providing comprehensive views on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government policies and programs. For example, the 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GAO), the supreme audit institution of the federal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engages not only in financial audits, but also actively conducts a wide
variety of performance audits.
Therefore, analyzing the history and practice of the GAO can help us gain insights for
improving and strengthening the role and powers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BAI), the supreme audit i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Despite the prevailing
concern that allowing audit and inspection for purposiveness in the Republic of Korea
may restrict the discretionary power of administrative agencies, GAO’s history and
practice show that the GAO has been successfully assisting the administrative agencies in
the U.S. to make more informed decisions by providing policy analyses. In addition, it is
important to recognize that the tools of performance audit such as cost-benefit analysis
could be used as a tool for audit and inspection for legitimacy when statutory texts
require economic analysis.
Strengthening BAI’s power in performance audit can be considered a paradigm shift for
BAI’s func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Based on the analysis of GAO’s history and
practice, I would like to propose the following four directions for the paradigm shift.
First, BAI should go beyond its traditional role of audit and inspection for legitimacy
to ensuring the accountability of the government for the benefit of the Korean people.
That is, it should strengthen its role in audit and inspection for purposiveness.

* Yoo Hwan Kim (Professor, School of Law, Ewha Womans University / yobel@ewh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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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 it is important to be aware of performance audits’ legal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Depending on statutory texts, certain performance audits can be classified as
audit and inspection for legitimacy, and not as audit and inspection for purposiveness.
Third, as GAO’s practice shows, BAI’s audit function could be extended to include the
activities of public officials, because nearly every action of public officials involves the
use of public funds.
Fourth, the outcomes of performance audits should be considered as a recommendation
rather than a legal decision. BAI should assist the policy making and policy evaluation of
administrative agencies. In doing so, it is recommended that BAI develops its
policy-evaluation capacity and expertise for performance audits. 

Keywords: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Audit
and Inspection for Purposiveness, Audit and Inspection for Legitimacy,
Performance Au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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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제기

오늘날 우리나라의 공공감사는 대개 합법성감사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근래의 공
공감사의 국제적 발전과정을 지켜보면 전통적인 공공감사는 전통적으로 그

기본을 이루고

있는 합법성 감사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감사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국가정책에 대하
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단계로 진화하고 있다. 요컨대 공공감사는 이제 정책의 형성과 평가
및 집행에 대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OECD, 2016:15).
그런데 이러한 공공감사의 정책기능은 공공감사가 합법성에 대한 평가에 머무르지 않고 합
목적성 판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도록 한다.
그러나 합목적성 감사는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공공감사의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익숙
하지 않은 새로운 개념이다. 그러므로 합목적성 감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 법적 근거나
방법론 및 취급방식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김유환, 2019a:3-4). 합목적성 감사의
법적 근거의 문제는 우리 실정법 하에서 구명되어야 할 문제이지만 합목적성 감사의 방법론
이나 취급방식 등에 대해서는 이미 합목적성 감사가 활성화되어 있는 다른 나라의 예에서
시사점을 얻을 필요가 있다.
그런데 공공감사의 정책적 기능으로의 진화의 선봉에 서있는 나라 중의 하나가 미국이다.
미국 감사원은 일찌감치 이러한 진화의 여정을 개시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그 조직의 명칭 조
차 General Accounting Office에서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로 변경한 바 있다(2004
년 7월)1).
다만 합목적성 감사와 합법성 감사의 구별은 어디 까지나 한국적 문제상황에서의 관점에
서 비롯된 것이다. 미국 감사에서 합법성 감사와 합목적성 감사를 범주적으로 구별하지는 않
는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어쨌든 우리 공공감사 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우리나라의 법관념 및 법에토스 하에서는 합
목적성 감사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이런 문제의식 하에서 본고에서는 미국에서의 합
목적성 감사에 대해 검토해 보기로 한다. 다만 우리나라의 감사개념이 합법성 감사 위주로
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합목적성감사를 합법성 감사에 견주어 검토하고 그로부터 우리
공공감사제도의 발전방향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기로 한다. 이를 위하여 근래 미국 감사원

․

에서 실시한 감사 사례를 합법성 감사와 합목적성 감사의 경우로 나누어 검토 분석하기로
한다.

1) www.gao.gov About GAO>What GAO Is> History> At a Glance 최종방문일자 2019.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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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미국감사원의 업무와 합목적성 감사
1. 미국 감사원의 구성과 업무
미국 감사원(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은 연방 의회에 소속된 기관으로서 대부분의
감사업무를 의회의 요청에 의해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 감사원이 의회 소속 기관이라고
는 하지만 감사원장의 최종 지명은 대통령이 하며 상원의 인준 동의를 거친다2).
미국 감사원은 우리나라와 달리 감사원장(Comptroller General)에 의한 독임제 기관으로서
감사원 직원은 감사원장의 보조기관에 불과하다(김유환, 2002:223). 감사원장의 임기는 15년
단임으로서 중임되지 않으며 탄핵이나 양원의 합동결의와 대통령의 재가 없이는 해임되지
않는다(김유환, 2002: 223-224).
미국 감사원의 업무 중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은 의회의 요청에 따른 성과감사와 그 보
고, 법적 결정(Legal Decision) 그리고 입찰 이의신청(Bid Protest)의 재결 등이다.

또한 미국

감사원은 법적 결정(Legal Decision)도 수행하지만 의회의 요청에 의해 정부프로그램의 성과
를 평가하고 보고하며 증언한다.
미국 감사원은 회계검사를 기본업무로 하고 있으나 업무의 중점은 성과감사라고 하는 합
목적성 감사에 있다. 성과감사는 성격상 법적 결정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권고 형식으로 이루
어지는 것이 통상적이다.

2. 미국 감사원과 직무감찰
미국 감사원은 직무감찰권을 가지지 않는다. 그러나

회계와 관련된 부정행위나 직권남

용, 낭비 등에 대한 제한된 감사권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김유환, 2002: 225). 후술하는 미
국 감사원의 합법성 감사의 예3)에서 보듯이 실질적으로 연방자금을 사용하는 모든 행위는
아무리 사소한 금액이라 하더라도 감사원의 감사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실상 미국 감사원
은 직무감찰에 준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직무행위는
비록 소액이라도 국가자금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연방자금을 사용하는 직무행위는 비록
소액을 사용하더라도 미국 감사원의 감사대상이 되기 때문이다4).

2) 31 U.S.C. 703(Comptroller General and Deputy Comptroller General)
3) GAO Decision on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Violation of Governmentwide Anti-Lobbying
Provision(File No. B-329368, December 13,2017)
4) Infra.Ⅵ.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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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과 감사 중심의 업무

미국 감사원은 성과감사를 전폭적으로 지향한다는 점에서 전 세계 감사기구 중에서도 독특
한 점이 있다. 2004년 7월 그 명칭을 General Accounting Office에서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로 바꾼 것처럼 미국 감사원은 단순한 회계검사기관이 아니라 정부의 포괄적인 책임성
을 확보하는 특별한 기관이다.
1960년대 이후 미국 감사원은 성과감사를 시작하였으며(Trask, 1991: 51ff) 오늘날 합법성
에 관한 법적 결정 이외에는 대부분의 감사원의 업무는 성과감사와 관련이 있다. 그리하여
감사원 업무의 중점은 합법성을 기준으로 하는데서 부터 피감사기관이 정부프로그램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합목적성 감사(성과 감사)로 이전 된지 오래이다.
회계검사 업무의 비중은 1980년대에 이미 7%로 떨어졌다고 한다(Mosher, 1984: 145).

Ⅲ. 미국감사원의 합법성 감사와 합목적성 감사
1. 합법성 감사
미국 감사원은 정부지출행위와 관련된 법적 판단(Legal Decision)을 한다. 법적 판단은 회
계검사와 관련될 수 있다. 그러나 회계검사가 아니라도 세출예산의 집행이 관련되는 한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된다. 근래 트위터 계정의 사용이 위법한 경우를 세출예산 집행의 잘못으로
위법 판단하는 사례가 제법 있다5). 트위터 계정의 1회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이 작을지라도
어쨌든 그것은 정부자금을 사용하는 행위가 된다. 이러한 경우에 미국 감사원은 합법성 감사를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미국 감사원은 입찰이의신청(Bid Protest)에 대한 재결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입찰이의신청의 재결은 미국 감사원의 기능으로 편입되어 있지만 그를 진정한 의미의 감사
에 해당한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2. 합목적성 감사
1) 미국 감사원의 성과감사(Performance Audit)와 합목적성 감사
미국 감사원은 의회의 요청에 의하여 연방프로그램에 대한 성과감사를 실시하고 보고서를
5) 예컨대 후술하는 합목적성 감사의 사례로 제시된 GAO, Airline Consumer Protections: Additional Actions
Could Enhance DOT’s Compliance and Education Efforts(GAO-19-76, , Nov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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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한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업무는 미국 감사원 업무의 80% 이상에 해당한다고 한다.
그런데 성과감사란 본질적으로 피감사기관이 연방프로그램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이므로 합목적성 감사의 실질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미국 감사원
이 합목적성 감사라는 용어와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성과감사의 보고서를 보면 사실상 이는 감사라기보다는 연구에 가깝다. 또한 감사의 결과
제시도 권고(Recommendation)로 이루어진다. 또한 결과물을 내기 전에 피감사기관과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진다.

2) 성과감사는 행정재량을 침해하는가?: 행정재량의 존중과 미국 감사원의 성과감사
미국의 법원은 행정청의 법해석을 존중하는 판례법을 구축하고 있다(Breyer/Stewart/Sunstein/
Vermeule/Herz, 2017: 239ff). Chevron 판결6)로 대표되는 이러한 미국 사법부의 행정재량 존
중의 전통은 얼핏 보기에는 합목적성에 대한 행정청의 판단을 존중하는 취지로 이해되고, 이
에 비추어 Chevron 원칙이라는 미국 행정보통법의 원칙7)은 미국 감사원의 합목적성 감사를
위주로 하는 성과감사의 취지와 모순되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미국 사법부의 이러한 행정재량 존중의 전통은 감사원의 성과감사나 합목적성 감
사와는 별다른 관련을 가지지 못한다. 우선 Chevron 판결은 행정청의 법해석을 존중하는 것
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법의 집행에 관한 재량의 문제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
지나 법해석에 관한 재량의 문제에 대한 것이다. 또한, Chevron 판결은 어디까지나 사법부가
행정청의 법해석을 어디 까지 존중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판단이다. 따라서 Chevron
판결과 같은 사법부의 행정청에 대한 존중의 법리는 감사원과 같은 기관이 행정청의 행위에
대한 존중의 준칙으로 삼을 만한 표준이 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미국 감사원의 성과감사와 행정청의 재량권은 서로 충돌하는 개념이라고 하
기 어렵다. 성과감사의 결과가 행정재량을 제약하는 것이라고 하기 보다는

적절한 재량권

행사를 권고 형식으로 돕는다고 할 수 있어서 오히려 성과감사는 행정재량을 지원하는 기능
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합목적성 감사로 인하여 피감사기관의 재량권이 침
해된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고 본다.

6) Chevron U.S.A., Inc. v. 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 467 U.S. 837(1984)
7) 행정보통법(Administrative Common Law)의 원칙은 판례법이 발전시킨 행정법의 불문규범을 의미하는데
대표적인 행정보통법 원칙에는 Hard Look, Chevron Deference, Auer Deference, Logical Outgrowth 등의
법리가 있다. Evan D. Bernick, Envisioning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Originalism, Administrative Law
Review, Fall 2018, Vol. 70 Issue 4, p.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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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 감사원의 성과감사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미국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권을 가지지 못한다. 미국 감사원 GAO는 연방기
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방자금이 사용된 연방프로그램이 지방자치단체에 시행된다면 지
방자치단체라고 하여 감사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미국 감사원의

권한이 범주적으로 우리나라와 같이 자치사무에 대하여 감사권이 미치는지가 문제되지는 않
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설사 미국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감사권을 가진다 하더라도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합목적성감사인 성과감사를 할 수 없다’는 논의는 미국에서 이루어질 것 같지 않
다. 미국 감사원의 성과감사의 결과는 권고로 제시되는 것이고 피감사기관과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치권의 침해라고 할 수 있을지는 의
문이다.

Ⅳ. 성과감사와 정책분석의 법적 성격
1. 문제의 제기: 합목적성과 합법성 문제로서의 성과감사
미국 감사원의 합목적성 감사의 중심은 성과감사이다. 성과감사는 성과평가를 핵심으로 한
다. 그런데 성과평가는 단순히 이를 합목적성 평가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있다.
합법성 문제와 합목적성 문제를 엄격히 구별하는 우리나라의 경우와 달리 미국의 경우 합목
적성 판단의 문제가 법적 문제가 된 사례가 허다하다8). 물론 우리 법체계 하에서도 법해석
의 합목적적 문언을 두고 법판단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미국처럼 법적 판단에서 합목적성
판단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경제분석의 대상 여부에 대한 심사까지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리고 구체적인 처분과 관련하여 합목적성 판단의 문제를 합법성의 문제로 전환시키는 법

․

리로서 재량권의 일탈 남용의 법리가 있지만 이 법리는 주로 개별 행정처분에 적용되어 왔
으므로 이 법리가 성과평가와 관련된 법적 판단으로 연결될 여지가 별로 없었다.

8) 예컨대, 미국국가환경정책법(NEPA) 102조 제2항 (C) “인간환경의 지역적 단기사용과 장기적 생산성의 유
지 향상의 관계(the relationship between local short-term uses of man’s environment and maintenance and
enhancement of long-term productivity)”, 그리고 Federal Environmental Pesticide Control Act의 “불합리한
역효과(unreasonable adverse effect)” 7 U.S.C. § 136 a(c)(5)(c), Consumer Product Safety Act의 “불합리한
위험(unreasonable risk)” 15 U.S.C. 2056(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의 “합리적으로 필요하거나
적절한(reasonably necessary and appropriate)” 및 “실행 가능한 정도로(to the extent feasible)” 29 U.S.C.
655 (b)(8), 29 U.S.C. 655(b)(5). 이상의 입법문언들은 모두 합목적성에 대한 판단의 문제이지만 사법심사
의 기준으로 작용된 것들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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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미국의 경우 비용-편익분석 등의 성과평가 기법은 사법심사와 깊은 연계를 가진
법적 판단의 도구로 정착하였다(Abramowicz, 2002: 1730-1741). 요컨대, 미국 행정법에서 성
과평가는 더 이상 합목적성의 문제가 아니라 합법성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논리로 성과평가의 문제가 합법성의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검토해 볼 필
요가 있다.

2. 합법성 판단방법으로서의 정책분석
성과평가의 핵심은 합목적성 평가이다.
합목적성 통제는 정책의 효과성이나 효율성을 가치로 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하여서는 경제학적 분석방법론이 사용되는 것이 보통이다. 물
론 정책의 효과나 효율성을 엄밀한 화폐가치로 환산한 경제분석의 대상으로 삼는 데에는 한
계가 있다. 이런 까닭에 정책분석을 위하여서는 좁은 의미의 경제분석 만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방법론이 동원되고 있다9).
그런데 이러한 경제분석의 방법론의 결과가 법문제로 될 수 있는지가 문제이다. 결국 법
문제가 되지 않으면 합법성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국행정법의 현실
을 들여다 보면, 정책통제를 위한 경제분석이 법문제가 되기도 하고 단순히 합목적성 통제의
문제로 남기도 한다. 그리고 법문제가 되면 그것은 물론 감사의 대상이 되지만 합목적성의
통제의 문제로 남아도 그것은 여전히 성과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합법성 감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면서 효율성 및 효과성의 통제의 문제는
실질적으로는 공공감사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성과감사 등 합목적성 감사도
당연히 공공감사의 범주에 속할 수 있다는 인식이 결여되어 있는 것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경우에 따라서 효율성이나 효과성 측정 등에 기반한 정책통제가 법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미국의 경우, 재량통제의 근거가 되는
많은 입법문언이 효율성이나 효과성의 경제분석 통제의 기반이 된다고 해석함으로써 합목적
성 통제의 문제가 법문제로 해석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예컨대, 정책의 효과나 효율을 정
책목표로 제시하는 법령은 그 문언이 구체적으로 어떠하든 일단 합목적성을 법적 문제로 만
든다고 말할 수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법령 가운데에도 합목적성을 목표로 제시하는 경우
가 얼마든지 있다. 합목적성이 법령이 추구하는 목표로 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효율성이나
효과성 통제는 더 이상 합목적성의 문제만이 아니라 합법성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간

9) 이러한 목적으로 경제적 분석만이 사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적분석으로는 비용-인식분석(CostIdentification Analysis), 비용-효과분석(Cost-Effectiveness Analysis),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
비용-유용성분석(Cost-Utility Analysis) 등이 있다. 김재선, ｢과학기술위험관리에서의 행정법적 쟁점에 관
한 소고｣, 공법연구 제44집 제3호 한국공법학회, 2016, 2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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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법령이 합목적성 여부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표
현하면 할수록 합목적성 판단의 문제는 더 깊이 법적 문제로 전화된다. 그러므로 효율성이나
효과성의 통제, 그리고 그 방법론이 되는 경제분석의 문제가 법문제가 아니고 따라서 합법성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견해는 일반론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요컨대,
첫째, 법이 행정의 목적으로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시하는 경우,
둘째, 행정의 일반적 목적인 공익을 추구함에 있어서 효율성이나 효과성이 지나치게 결여
되어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등에는 효율성이나 효과성 측정에 근거한 정책통제는 합법성 감사의 양상을 띨 수 있다고
본다.
이렇게 볼 때, 비용-편익분석이나 비용-효과성분석등의 분석 방법론의 적용 과정과 결과도
법령의 규정 여하에 따라 합법성의 문제로서 합법성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Ⅴ. 합목적성 평가를 위한 정책통제 방법론과 그 한계
미국 행정법학자 C. S. Diver는 미국 행정법을 정책통제법으로 인식한 바 있다(Diver,
1981:393). 이는 비단 C. S. Diver 만이 아니라 미국 행정법학자에 있어 보편적인 인식이라고
생각한다10). 이러한 미국 행정법학의 경향은 법적 판단이 정책의 실체와 유리된 것일 수 없
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미국 행정법학의 이러한 경향은 미국 행정법학이 정책의 성과를 법문제로 만드는 것으로
까지 발전하였다. 미국의 실정법 들이 정책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사항, 예컨대, 비용-편
익분석 요건을 명문으로 규정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11).
정책의 성과를 측정하는 방법은 다양하겠으나 대표적인 것이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과 비용-효과 분석(Cost-Effectiveness Analysis) 이다.
비용-편익분석은 정책분석의 구체적 과정에서는 매우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는 비
정형적 개념인데12) 일반적으로는 어떠한 의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회의 모든 구성
10) Stephen G, Breyer/ Richard B. Stewart/ Cass R Sunstein/ Adrian Vermeule/ Michael E. Herz, op.cit,,
Preface to the First Edition(xxxiii). 미국의 대표적인 행정법학 저술이라 할 수 있는 이 책은 올바른 법
적 판단을 위하여 실체관계와 정책사항이 중요하다는 전제에 서있다. Administrative Law and Regulatory
Policy라는 책 제목에서부터 정책통제법으로서의 행정법이라는 지향점을 읽을 수 있다.
11) 김유환, 행정법과 규제정책, 삼원사, 2017, 175면 이하, 미국에서의 행정청에 의한 비용-편익분석의 개관
참조.
12) Michael S. Baram, Cost-Benefit Analysis: An Inadequate Basis for Health, Safety and Environmental
Regulatory Decisionmaking, 8 Ecology Law Quarterly 473,1980. pp.477-478 ; 김유환, ｢행정법과 규제정책｣,
2017, 1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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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게 귀속되는 모든 비용과 편익을 확인하고 이를 화폐가치로 계산한 다음 다시 이를 현
재 가치로 할인하여 비용에 해당하는 것을 분모로 편익에 해당하는 것을 분자로 하는 분수
꼴로 나타내는 일련의 정책분석과정을 말한다13).
비용-편익분석과 비용-효과분석의 차이점은 비용-편익분석에서는 경쟁적인 정책목표 사이
의 선택이나 교차가 이루어질 수 있으나 비용-효과분석은 정하여진 정책목표를 전제로 한다
는 점에 있다(김유환, 2017: 168). 따라서 비용-효과분석은 복잡한 가치판단의 문제에 얽히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효율성이나 효과성 통제를 위한 이러한 경제학적 방법론을 활용하는 정책분석기법
의 방법론적 한계에 유념하여야 한다.
대표적인 경제학적 분석 방법론이라 할 수 있는 비용-편익분석의 경우 다음의 몇 가지 점
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여타의 경제분석이 그러하듯 비용-편익분석도 기본 가정이 현실적이지 않다. 완전고
용과 소비자주권, 현재의 가격체제 및 소득분배체제의 지속 등은 현실에 있어서 타당성이 없
는 경우가 많다14).
둘째, 비용과 편익을 모두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김유환, 2017: 170).
셋째, 확인된 비용과 편익일지라도 그것을 수량화하여 화폐가치화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특히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가치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김유환, 2017: 171).
넷째, 수량화가 이루어져도 그것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할인율 적용
등 계산의 정확성을 기하기 어렵다(김유환, 2017: 171-172).
다섯째, 비용-편익분석은 결국 비용과 편익분배문제를 가져온다. 누구에게 비용을 부담시
키고 누구에게 편익을 부담시킬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제가 관련되는데 이것을 비용-편익분석
전문가에게만 맡기기 곤란하다(김유환, 2017: 172-173).
이밖에도 비용-편익분석의 진행 중에도 상황의 변화는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라든지, 비용
-편익의 근거자료의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든지 등 부수적인 문제가 존재한다(김유환,
2017: 173).
따라서 합목적성 판단을 위하여 이러한 정책분석기법을 사용할 때에는 각 정책분석 기법
이 무엇을 전제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한계 하에서 유효성을 가지는지에 대한 민감한
문제의식이 요구되며 이러한 한계점을 고려하여 정책분석기법을 활용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
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13) E Stokey & R. Zeckhauser, A Primer for Policy Analysis, 1978, p.134; 김유환, Id.
14) 김유환, 행정법과 규제정책, 삼원사, 2017, 168면.Ibid., 170면 및 같은 면 각주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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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미국 감사원의 합법성 감사와 합목적성 감사 사례연구
1. 합법성 감사 사례: 교통부 범정부 반로비 규정 위반에 대한 GAO 결정15)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Violation of Governmentwide Anti-Lobbying Provision
(File No. B-329368, December 13,2017)

1) 배경
2017년 7월 12일 미국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는 기관 트위터 계정인 Smarter
Skies(@SmarterSkies)로 원래 @SteveForbesCEO 트위터 계정에 포스팅되어 있던 글을 리트윗
하고 ‘좋아요’ 표시를 하였다. 원래의 트윗에 포스팅 되어 있던 글은 “우리는 교통 통제를
현대화하기를 원한다. 현재의 시스템은 70년이나 되었다. 의회에 21세기 항공혁신, 개혁 및
재수권법(21st Century Aviation Innovation, Reform, and Reauthorization Act)을 통과시키라고
말하자”라고 되어 있었다. 이 트윗에는 또한 “의회에 항공교통 통제 개혁을 지지하라고 말하
자”라고 쓰여있었을 뿐 아니라

개인들이 자기의 접촉가능 정보를 입력하여 의원들에게 자

동생성 이메일을 보내도록 하는 부분을 포함하는 “정시항공을 위한 시민모임(Citizens for On
Time Flight)”의 홈페이지에 연결되는 하이퍼링크를 포함하고 있었다.
2017년 7월 13일 미국교통부는 문제를 파악하고 리트윗 내용을 삭제하였다. 그러나 2017
년 8월 15일 미국 교통부 감찰관은 원래의 트윗에 대한 ‘좋아요’를 취소하지 않은 것을 발견
하였다. ‘좋아요’를 취소하지 않는 한, 교통부 트위터 계정을 방문한 사람은 좋아요 탭을 누
름으로써 문제의 트윗 내용을 볼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 교통부 감찰관의 지적에 따라 교통
부는 ‘좋아요’를 삭제하였다.
이에 교통부 감찰관은 이러한 교통부의 조치가 2017년 회계연도에 적용되는 교통부 세출
예산법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미국 감사원에게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하였다.

2) 감사 내용
미국 감사원은 이 사건에 대한 미국 교통부의 사실관계 정보와 법률적 의견을 제출받아
감사하였다.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것은 미국 교통부가 그들의 Smarter Skies(@SmarterSkies)
트위터 계정을 사용함에 있어 세출예산법 규정을 위반한 것인가 하는 점이었다. 이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규율은 31 U.S.C. § 1301 (a). 이다. 이 규정은 “세출예산은 달리 법으로 정하
15) 이하의 내용은 이 결정을 요약한 것을 번역한 것을 중심으로 한 것임

미국 감사원의 합목적성 감사 연구

179

지 않은 한 당해 세출예산이 그 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만 적용되어야 한다.” 라고 규정
하고 있다.
그런데 교통부의 세출예산은 일반적으로 공중과 소통(communication)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그런데 교통부의 트윗 계정은 이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의
회는 행정청의 소통활동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는데 문제되는 리트윗과 ‘좋아요’ 표시행
위에 적용되는 제한은 범정부 반로비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2017년의 Financial Services
and General

Government Appropriations Act Section 715는 이러한 행정기관의 의회관련 로

비를 위한 활동을 금하고 있다16).
그리고 GAO는 이 규정을 간접로비 또는 유권자를 통한 로비를 금하고 있다고 해석하여
왔다. 이 사건의 경우 명백히 교통부가 유권자인 대중을 통하여 의회의 의원들에게 접촉하여
법안에 대한 찬성이나 반대를 지지하도록 호소하였기 때문에 법정부 반로비 규정을 위반하
였다고 판단하였다.

3) 결정 내용
공중으로 하여금 현재 계류되어 있는 입법안을 지지하게 하도록 의회구성원을 접촉하라고
촉구한 트윗 계정을 교통부가 자신의 Smart Skies 트윗 계정을 통해 리트윗하고 ‘좋아요’ 표
시를 한 것은 2017년의 Financial Services and General Government Appropriations Act를 위
반하였다. 교통부가 원 트윗의 작성자는 아니지만 교통부는 리트윗과 ‘좋아요’ 표시를 통하
여 원 메시지를 지지하였을 뿐 아니라 자신의 내용물(content)를 만들어낸 것이다. 이는 교통
부가 법률을 위반하여 지출예산 자금에 의무를 지우고 소비한 것에 해당한다. 또한 이는 동
시에 결손방지법(Antideficiency Act)을 위반 한 것이 된다. 교통부는 금지된 행위에 관련된
비용을 확정하고 결손방지법이 요구하는 대로 그 위반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4) 시사점
(1) 예산회계 규정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직무감찰에 유사한 결과를 초래함
미국 감사원은 미국 행정기관의 모든 행위는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광범
위한 감사권을 가지고 있다. 예산회계 관련 규정을 근거로 사실상 위법인 대부분의 공무원
행위에 대해 합법성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 감사원은 직무감찰이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합법성 감사에 관한 한, 공무원의 대부분의 행위는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16) Pub. L. No. 115-31 div. E, title Ⅶ, §. 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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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공무원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감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다만
그 형식은 공무원이 아니라 예산을 배정받은 부서의 예산회계 관련 법령 위반으로 처리될
뿐이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예산회계규정이 세밀하게 정비되어 있다는 점이 그 기반이 된다
고 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1회 리트윗과 ‘좋아요’ 표시행위에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할 수는 없지
만 어쨌든 국가자금이 사용된 것이므로 예산 회계 관련 법령을 위반하게 된 것이므로 감사
원의 감사대상이 된 것이다.
(2) 위법성 여부 판단은 결정(decision) 형태로 함
미국 감사원은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의 형태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
는 성과감사 등 합목적성 감사가 주로 ‘권고’라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과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2. 합목적성 감사 사례: 항공소비자보호에 대한 권고(추가적 조치가 교통부의 준수 및
교육 노력을 향상시킬 것이다)17)
Airline Consumer Protections: Additional Actions Could Enhance DOT’s Compliance and
Education Efforts(GAO-19-76, , November, 2018)

1) 배경
오버부킹된 비행기에서 한 승객이 강제로 내려야 했던 세간의 이목을 끄는 사건을 포함하
여 근래 항공회사들은 그들의 승객에 대한 대우에 있어 감시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항
공회사들은 정시운항 성과의 향상과 운임의 저하를 언급하면서 서비스가 향상되었다고 주장
한다. 교통부는 특정 소비자보호요건을 발하고 강제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교통부는 또한
승객의 권리에 대하여 그들을 교육시킨다.
미국 감사원은 의회로부터 항공소비자 보호문제에 대해 감사할 것을 요청받았다. 이 감사
보고서에서는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지만 주로 (1) 항공서비스에 대한 교통부 데이터
의 경향 (2) 교통부의 준수 노력의 효과성 (3) 소비자 접촉을 위한 핵심적인 실천활동과 연
계된 교통부의 승객교육 노력 등에 대해 조사한 것이다.
미국 감사원은 항공서비스에 대한 교통부 데이터를 검토하고 2008년부터 2017년 까지의

17) 이하의 내용은 아래 보고서에 대한 GAO Highlight를 번역한 것을 중심으로 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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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대형 국내 항공사의 승객 불만자료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교통부 준수프로그램에 대한
문서들과 데이터를 검토하였으며 성공적인 소비자 접촉(outreach)의 핵심적인 실천활동을 배
경으로 하여 교통부의 교육적 노력을 평가하였고 교통부 공무원들을 인터뷰하였다. 미국 감
사원은 12개 회사 중 11개 회사에 대해 인터뷰를 하거나 서면 정보를 얻었다.

2) 감사 내용
교통부의 자료는 2008년부터 2017년 까지 항공사의 서비스가 향상되었는지에 대하여 혼합
적인 자료를 제공하였다. 교통부 자료는 지연운항, 탑승거부, 수화물배달착오의 비율이 전반
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암시하지만 교통부가 접수한 승객 불만 비율은 약 10% 증가하였다.
10만 명의 승객 당 1.1이 1.2로 증가한 것이다.
교통부는 항공사의 소비자 보호요건에 대한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5가지
핵심적 활동을 수행하였다.
① 항공사의 준수 행위에 대한 지원의 제공: 지침을 발하거나 항공사의 소비자보호요건의
이해촉진을 위한 상담

․

② 승객 불만의 처리: 18,000 이상의 승객 불만을 접수 처리하고 잠재적인 소비자보호 위
반행위를 검토함
③ 항공사 감사: 2017년에 18개 공항에서 특정 소비자보호요건에 대한 항공사의 준수여부
에 대해 감사
④ 잠재적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 2017년에 잠재적 소비자 보호 위반행위에 대해 287회
조사를 실시
⑤ 법집행: 2017년 58회 경고서한 발송과 조사에서 발견된 소비자보호 요건 위반을 위한
동의 명령(consent order) 13회
그러나 미국 감사원은 교통부가 이상의 활동들을 평가하는데 도움을 주는

성과지표

(performance measure)를 결여하고 있음(5가지 중 3가지 목표에 대하여)을 발견하였으며, 교
통부의 행동지침(지침 문서나 훈련자료 등)을 향상시킬 여지가 있음을 발견하였다(승객불만
을 코드화하기 위한 지침이 개념의 정의와 해당 사례에 대하여 불충분한 부분이 있음).
감사원은 승객에게 그 권리를 교육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그러한 노력이 감사원이
이미 제시한 소비자 교육을 위한 9가지 핵심사항 중 4가지에 대하여 충분하지 않음을 발견
하였다. 예컨대, 교통부는 소비자 접촉 노력의 목표와 목적을 정의하였지만, 노력의 우선순위
를 결정하기 위하여 예산정보를 활용하지 않았고 결과를 평가할 성과지표를 수립하지 않았
다. 교통부는 또한 승객들이 그들의 권리에 대하여 무엇을 아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직접적인 정보제공을 요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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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적시된 빠진 조치들이 취해지면 교통부는 자신의 노력이 승객들의 필요에 부응하
는지에 대한 더 큰 확신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3) 감사에 따른 권고 내용
감사원은 다음을 포함하여 모두 6가지 권고(recommendations)를 하였다.
- 준수활동을 위한 성과지표를 발전시킬 것
- 항공승객 불만을 코드화하기 위한 지침을 향상시킬 것
- 승객 교육을 감사원의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핵심실천사항에 부응하도록 개선할 것
교통부는 감사원의 권고에 동의하고 기술적인 논평을 하였으며 감사원은 이를 보고서에
적절히 반영하였다.

4) 시사점
미국의 합목적성 감사는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감사라기 보다는 연구에 가깝게 진행된다고
생각된다. 피감사기관의 프로그램에 대하여 그 프로그램의 목적이나 목표에 비추어 실제 운영
이 어떻게 이탈하고 있는지, 그리고 성과를 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들과 개선방안은 무엇인
지를 조언하고 권고하는 것이 성과감사를 주로 하는 합목적성 감사의 핵심이라고 사료된다.
이를 위하여 감사원은 자신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많은 경험을 쌓아왔으며 각 분야에서의
경험이 바탕이 되어 적절한 조언과 권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피감사기관 스스로가 성과를 평가해 가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적절한 성과지표를 개
발하도록 촉구하고 그것을 감사에 활용한다는 점이 돋보인다.

Ⅶ. 결론: 우리 감사원 감사에 대한 시사점
1. 개설
미국 감사원의 활동을 합법성 감사와 합목적성 감사라는 개념 틀로 분석하는 것은 미국
감사원의 입장에서는 부적절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감사현실이 이러한 구분을 엄
격히 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공공감사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합목적성 감사가 어떻게 정
당화될 수 있으며 그 방법론은 어떠하여야 하는가 하는 점은 반드시 구명되어야 할 사항이
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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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미국의 성과감사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감사제도의 개선에 반영한다는 것은 공공감
사제도의 패러다임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단순히 합목적성 감사를 허용한다는
차원의 문제로 이를 이해하여서는 안 된다. 이러한 까닭에 미국 감사원의 합목적성 감사에서
우리가 참고할 점은 보다 거시적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뜻에서 이하에서는 미국 감사원의 합
목적성 감사제도에서 도출되는 거시적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감사제도의 큰 틀에 대
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우리 상황에서 아래에서 제시하는 미국의 합목적성 감사
제도에서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이 의미있는 참고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2. 공공감사의 목표와 지향점
공공감사는 왜 존재하는가? 기본적으로 공공감사는 공공부문의 활동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미시적인 적법성의 검토는 보다 큰 정부 책임성의 문제를 간과할 수
있다. 이러한 까닭에 미국 감사원은 단순한 합법성 감사에서부터 성과감사를 중시하는 감사
로 제도와 관행을 발전시킨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도 정부와 공공부문의 부패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므로 합법성
감사가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성과책임 문제를 도외시 하고 미시적인 일탈행위를 감사
하는 것만으로 공공감사의 할 일을 다 하였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감사 결과 취
득한 정보를 거시적인 정책판단에 활용하지 못하는 것도 국가적 손실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미국 등의 선진국의 감사제도와 관행의 궤적을 좇아 우리 공공감사도 합법성
감사를 넘어 정책의 실효성, 책임성에 가치를 두는 감사제도로의 발전이 긴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부문의 효율성이나 성과책임 등을 담보할 수 있는 마땅한 제도
가 존재하지 않고 있다. 성질상 성과책임은 법적 책임 보다는 정치적 책임, 인사상의 책임
등의 형태가 바람직하다. 그러나 정치적 책임, 인사상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성과에 대
한 평가가 책임 있는 기관에 의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성과평가제도가 있으나 이 제도는 기본적으로 광범위한 업무를 평가하는 것
으로 기관평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프로그램 단위의 성과평가 기능은 매우 취약하다.
상시적인 기관이 평가하는 것도 아니어서 평가의 일관성이나 전문성도 반드시 확신하기 어
렵다. 사정이 이러하기 때문에 감사원 등의 공적 기관이 문제가 되는 개별 정부프로그램에
대한 성과평가기능을 담당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매우 필요한 일이라고 본다.

3. 성과감사에서 합목적성 감사와 합법성 감사의 관계
미국 행정법의 경향과 미국 감사원의 관행을 살펴 볼 때, 성과감사에 대한 합법성 감사
와 합목적성 감사는 일도양단으로 구별되는 문제라고 할 수 없다. 성과판단을 법적 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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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 주는 합목적성 지표를 제시하는 입법문언이 존재하면 그에 관한 판단은 법률문제가
되므로 합목적성 판단이 곧 합법성 판단으로 전환될 수 있다. 프로그램에 대한 것이 아니라
개별행위에 대한 감사의 경우에도 재량의 문제라 하더라도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확인
되면 그것은 위법의 문제가 된다.
따라서 합목적성 감사와 합법성 감사를 상호배제적 범주적 의미로 이해한다면 적절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요컨대,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미국의 입법문언 실제에서 보듯이18) 입법문언 여하에
따라서 성과감사의 문제는 합법성 감사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4. 회계검사와 직무감찰
대개 미국 감사원은 회계검사권만 가지고 직무감찰의 권한을 가지지 못한다고 한다. 원론
적으로 이것은 올바른 명제이다. 그러나 사례연구에서 보듯이 실제로는 공무수행자의 거의
모든 행위는 국가재정을 사용하는 행위이므로 회계검사와 무관한 공무수행자의 직무수행행
위는 거의 존재하기 어렵다. 앞서의 사례연구에서 트위터 계정의 사용도 이미 국가재정을 사
용한 행위로 인정되는 터이므로 공직자의 작은 행위도 국가재정 사용의 틀에서 벗어나기 어
렵다. 그러므로 미국 감사원이 회계검사권만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국가재정
및 예산집행과 관련된 광범위한 직무행위에 대해 감찰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5. 성과감사의 확대방안

․

우리나라에서 감사기관에 의한 성과감사의 실적은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공병천 윤기

․

웅 유승현, 2018:14,15)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감사의 확대에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는 것은
그것이 감사기관에 지나치게 큰 권한을 부여할 것이고 공직사회를 경직시킬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의 성과감사의 실제를 들여다보면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방안을 쉽
게 발견할 수 있다. 미국의 성과감사 곧 합목적성 감사는 대개 법적 판단이라기보다는 정책
권고로 결론을 내고 있다.
그리고 정책권고의 내용도 연구에 가까운 조사의 과정을 거쳐 감사대상 프로그램의 목적
에 비추어 실제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한 개선방안을 발견
하여 조언하는 것이 핵심이 되고 있다.

18) Supra. 각주 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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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감사원이 이러한 형태의 성과감사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감사원 자신의 정책의
전문성을 함양하여야 한다고 본다. 또한 성과지표의 개발과 적절한 정책평가 방법론의 개발
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본다.
실제로 피감기관이 수긍할 수 있는 의미있는 정책개선안을 제안할 수 있는 수준의 감사를
할 수 있다면 성과감사는 점차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6.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치사무의 합목적성 감사
우리의 법학 Dogmatik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자치사무에 대한 국가의 합목적성 감사에
대해 부정적이다. 다만 감사원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자치사무에 대해서도 합목적성 감사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한다19).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일정한 한계를 지키지 않으면 헌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김유환, 2019a: 21-22).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 차원의 합목적성
감사가 다소 제약적으로 해석되는 것은 국가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대한 침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상에서 살펴본 권고 중심의 성과감사, 정책지원을 위한 성과감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의 침해로 인식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오히
려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 업무를 향상시키는 Think Tank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19) 헌법재판소 2008.5.29. 선고 2005헌라3 전원재판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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