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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performance auditing system of governmen is carried out as most 

promising framework of government audit. Performance audit by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involves assessing the causes and effects of government 

policies, programs, and Institutions with the criteria of economy, efficiency, 

effectiveness. Performance auditing will contribute to strengthening the values of 

objective assessments of whether public resources are responsibly and effectively 

managed to achieve intended results. Nevertheless, there seems to be a problems 

appears in implementation of audit. That is the problems of tendency return to 

legitimacy audit which is result from the lack of strong approach and methodology. 

So, this study purpose to developing stronger audit concepts and methods that add to 

the process and framework of traditional performance auditing system. First, this 

study evaluates the limitation of current performance auditing system with the 

perspective of systems thinking. Second, this study analyzes the process and method 

of current system and develop the conceptual model of the Dynamics Audit System 

using the system dynamics methodology, which focused on the appropriate auditing 

process and framework.

Keywords: 성과감사, 시스템다이내믹스, 감사 , 감사기

(Performance Audit, System Dynamics, Audit Focus, Audit 

Criteria)

* 이 논문은 2010년도 충주 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임.

** 충주 학교 행정정보학과 교수(drnhchoi@cjnu.ac.kr)



26  ｢한국 시스템다이내믹스 연구｣ 제12권 제3호 2011. 10

Ⅰ. 서 론

정책목표나 수단보다는 결과를 시하고 정책의 성과에 한 책임성을 강조하는 것은 

신공공 리 시  행정의 두드러진 추세이다. 행정의 추세가 변화함에 따라 독립된 국가기

으로서 감사원의 감사기조와 실행 략도 성과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바 어 가고 있다.1)

성과감사는 산이 회계 계 규정에 맞게 집행되었는지를 검토하는 좁은 의미의 회계

감사(Financial Audit)와 감사인 개인의 능력에 의존하여 개별 으로 찾아낸 지 사항만을 

나열하는 통 인 합법성 감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해 도입되었다. 성과감사는 세 이 

국가와 국민을 해 진정으로 필요한 곳에 올바르게 쓰이는지를 검하기 한 국민의 요

구를 반 한 것으로서 경제성․능률성․효과성에 한 검토와 평가를 주로 특정사업이

나 정책에 하여 수행하는 감사이다(감사원, 2005).

성과감사제도 도입의 주된 목 은 정부정책이나 사업 등에 낭비와 비능률, 비효과의 요

소가 있는지,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를 규명하고 문제해결을 한 개선 안을 제시하여 

정부 활동의 성과(performance)를 높이는데 있다. 한, 성과감사는 공공정책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확하고 신뢰할 만한 시의 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도 목 을 두고 있다.

‘성과감사 실무지침(감사원, 2004)’과 ‘성과감사 운  매뉴얼(감사원, 2005)’이 만들어진 

이후 재까지 감사원이 수행하는 감사는 재무감사나 특정감사 보다는 성과감사가 기조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성과감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감사원의 성과감사가 정부부처나 기

의 국가 안 과제에 한 문제해결 능력이나 사업의 추진 성과를 크게 제고시켰다는 평가

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감사원의 성과감사가 국무총리실에서 시행하는 정부업무평가와 크게 차이가 

없고, 성과감사가 주로 개별 사업을 심으로 그 사업의 단편 인 성과 유무나 크기를 개

략 으로 평가하는 수 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는 지 이 있다(하미승, 2004: 235-273). 

성과감사가 실행된 역사가 짧고, 피감기 의 행정에 성과평가체계가 제 로 확립되지 못 

, 그리고 성과감사 결과에 한 피감기 의 부정 인 수용태도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피감기 은 잘잘못이 명확하게 나타나는 합법성 감사와는 달리, 경제성과 능률성, 효과

성을 따지는 성과감사에 해서는 그 결과를 생각차이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2) 이는 감사 상과 범 를 확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진통으로 볼 

1) 감사란 법령이나 계약 등에 의거 임명된 감사인이 어떤 조직체의 운 ․활동이나 회계 등 부여된 범  

내에서 설정된 단기  하에 독립 으로 제반 정보․자료․기록 등을 수집․평가․확인․분석하고 증

거에 의거 입증된 조사결과를 보고 처리하는 체계 인 처리과정을 말한다(이경섭, 1997: 302).

2) 이와 련하여 피감기 이 감사원의 성과감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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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있다.

감사원이 추구하고 있는 성과감사는 회계비리나 법 인 차원의 문제를 뛰어넘어 거시 , 

장기  시각에서 정책문제의 근본원인과 향까지 분석하여 행정시스템 반에 해 평가

를 하고 나아가서는 바람직한 정책 안까지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성과감사가 지향하는 이러한 정 인 목표에도 불구하고 의도한 효과가 미미하고 오히려 

성과감사 결과를 둘러싸고 피감기 들과의 갈등이 래되는 것은 다른 많은 원인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무엇보다 먼  감사원의 성과감사 실행 역량과 감사 의 역량부

족 문제라고 보고 있다.

그 다면 감사원의 성과감사에 한 사고와 성과감사 시스템 운 에는 어떠한 문제 이 

있는 것인가? 피감기 의 정책을 상으로 하는 성과감사는 정책문제가 무엇이고, 정책문

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정책수단의 효과성, 경제성, 능률성은 어떻게 확보되었는지, 정책

문제는 어느 정도수 에서 해결 되었으며, 그 향은 어떻게 되었는가를 과학 으로 

규명하고 평가여야 한다. 그리고 정책에 문제가 있다면 더 좋은 안을 제시하고, 감사결과

에 해 피감기 을 설득하고 소통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만약 감사원의 성과감사가 그 발 인 개념과 정 인 목 에도 불구하고 단

선 이고 체계 이지 못한 근시각과 평가기법에 의존한다면 정책문제의 본질을 보다 잘 

이해하고, 련된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 메커니즘을 보다 체계 으로 규명하며, 그 분석결

과를 보다 명확하게 피감기 과 소통하지 못할 것이라는 문제제기를 하고자 한다. 반면 이 

연구는 시스템다이내믹스 기법을 활용할 경우 공공정책에 한 성과감사에서  더 복잡

해지고 있는 정책문제의 본질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공공정책과 련된 많은 주체

와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 메커니즘을 보다 명확하게 측․규명하게 해  수 있기 때문

에 성과감사의 질  수 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가정하 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정책  사업에 한 감사원 성과감사의 질  수 을 제고하기 하

여 시스템다이내믹스 방법론을 성과감사의 주요 차와 기법에 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

고 이를 ‘동태  성과분석’이라는 개념모형으로 제시하는데 목 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연구

목 과 련하여 이 연구에서는 첫째, 감사원 성과감사의 차, , 분석기법 등과 같은 

주요 내용을 검토하 으며, 둘째, 시스템사고라는 시각에서 감사원 성과감사의 한계를 살

펴보았다. 셋째, 시스템다이내믹스 벙법론을 성과감사에 용한 개념모형을 개발하기 하

여 먼  성과감사에 시스템다이내믹스 방법론의 도입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 으며, 시스

템다이내믹스 연구과정과 성과감사과정을 결합한 동태  성과감사 과정을 정립하고 동태

고 있다. 국방부의 고등훈련기(T-50) 사업, 자산 리공사의 공 자  성과감사 결과에 한 재심청구가 

이러한 사례에 해당된다(한겨 신문, 2004년 7월 2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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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감사의 임워크를 검토하여 제시하 다.

Ⅱ. 감사원 성과감사의 과 감사과정

1. 성과감사의 의의와 

공공감사는 피감사기 과 그 소속직원들이 수행하고 있는 제반활동의 합법성  경제  

능률성․효과성을 감사(조사)하는 것으로서 행정시책의 철 한 실 을 목표로 행정의 능률

화를 추구하고 회계질서의 정  개선을 기하며 공무원의 기강 유지를 도모하는데 목

을 둔 행정작용이다(하상군, 2004: 91-114).

통 으로 감사는 국민이 낸 세 을 공무원이 부정하게 사용하 는지 여부를 철 하게 

감시하여 법행 자가 있으면 그를 엄히 처벌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반 한 것이었다. 그

러나 사회경제가 발 하고 복잡해지면서 감사에 한 국민들의 요구는 ‘정부 산이 효율

으로 사용되고 있는가’, ‘정부의 정책 는 사업이 목 로 가고 있는가’, ‘그 사업이 반

으로 볼 때 어떻다는 것인가, 왜 그런가’ 등을 밝히는 것으로 확  되었다. 이러한 변화

에 따라 미국과 유럽의 감사원에서는 성과감사라는 개념을 1990년  부터 도입하 다. 

피감기 의 회계나 인허가의 합법성 여부를 상으로 하는 합법성 감사와는 달리 성과감사

는 <표 1>에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이 피감기 의 정책이나 사업 등의 경제성, 능률성, 효

과성 등에 을 둔다. 성과감사는 감사범 가 제한 이지 않으며, 장기 인 에서 분

석, 평가가 이루어진다.

우리나라의 성과감사제도는 참여정부 시 인 2003년 국가 주요사업과 정책 등에 하여 

평가 기능이 강화된‘성과감사 실무지침’을 만들고, 2004년에는 ‘성과감사운 매뉴얼’을 제

작함으로써 성과감사의 기본 인 지식과 체계를 갖추기 시작하 다(감사원, 2004).

미국 감사원(GAO)의 정부감사표 지침에 따르면 성과감사는 “특정사업, 정책의 성과와 

기 운 에 하여 독립 , 객 , 체계 으로 검토․분석․평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성과감사에 한 우리나라 감사원의 정의는 미국 감사원의 성과감사에 한 정의와 

거의 차이가 없는 바 성과감사란“정책, 사업과 기 운 의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 등을 독

립 ․객 ․체계 으로 검토․분석․평가하는 감사”로 정의하고 있다(GAO,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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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합법성 감사 성과감사

감사목
피 감사기 과 그 소속직원들이 수행하

는 제반활동의 합법성

정부정책이나 사업 등의 경제성, 능률

성, 효과성에 한 평가와 리

감사 상 기 의 회계, 인허가 사업, 정책, 기 운

감사범 제한 인 상 비제한 인 상

감사방법 사, 입증 분석, 평가

감사 차 매뉴얼에 의한 표 화 비표 화, 사업별 개별화

감사순기 일정한 순기 사안별 단

감사기 법과 규정에 근거한 합법성 합법성,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

감사기간 단기 장기

감사증거 결정 이며 명백한 증거 단을 한 설득력 있는 증거

감사결과 수용 감사기 과 피감기  간의 논란이 음
감사기 과 피감기  간의 시각 차이에 

따른 논란이 많음

감사기 의 기능 사정기 의 역할 컨설턴트의 역할

자료: 조형석(2008)을 재구성.

<표 1> 합법성 감사와 성과감사의 구분

성과감사의 목 은 정부 정책이나 사업 등에 낭비와 비능률․비효과  요소가 있는지, 

있다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를 규명하고 문제해결을 한 개선 안을 제시하여 정부 

활동의 성과(performance)를 높이는 데 목 을 둔다. 한, 성과감사는 공공 정책의 의사결

정에 도움이 되는 정확하고 신뢰할 만하고 시의 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도 목 을 둔

다. 그리고 궁극 으로는 와 같은 과정을 통해 정부의 공공책임성(accountability)을 확보

하도록 하는데 목 을 두고 있다(감사원, 2005; Sundaresan, 2003).

이러한 성과감사의 은 정부정책이나 사업의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을 정부활동의 

투입— 환—산출—결과라는 흐름 속에서 조사․분석․ 검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3) 

따라서 성과감사의 은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을 어떻게 정의하고 그것을 어떻게 조사, 

분석하여 검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3) 투입은 정책 활동이나 업무 수행을 해 필요한 물  자원, 인  자원, 정보, 기술 등을 말하며, 환은 

투입을 산출로 바꾸기 한 여러 가지 활동을 말한다. 한, 산출이란 생산된 물품과 서비스이고, 결과란 

사업이나 정책 등이 원래 의도한 목표, 그 활동을 수행한 뒤에 사회에 가져올 수 있는 바람직한( 는 바

람직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감사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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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질 문

경제성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고가구매하지 않았는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 보다 은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능률성

–더 낮은 생산비용이 드는 다른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었는가?

–구입 후 활용하지 않고 있는 자원은 없는가?

–제거해야 할 병목 상은 없는가?

–임무를 수행하는데 불필요한 복은 없는가?

–서로 다른 부서는 공통의 목 을 달성하기 해 잘 조하고 있는가?

효과성

–궁극 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 을 달성하고 있는가?

–사업의 상집단(target group)은 정확히 정의되었는가?

–사람들은 제공된 사업 내용이나 수단에 만족하는가?

–선택된 수단들은 추구하는 목  달성에 어느 정도로 기여하는가?

자료: 감사원. ｢정책․사업평가를 한 성과감사 운  매뉴얼｣, 2005. pp. 7-10에서 작성.

<표 2> 성과감사에서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을 밝히기 한 질문의 구성

감사원의 성과감사운  매뉴얼(2005)의 의하면 경제성(Economy)은 “해당 업무수행을 

해 투입하는 인 ․물  자원의 비용을 최소화(Spending Less) 하는 것”을 말한다. 경제성

은 투입(input) 단계에서 게 지출하는 데 을 두는 것으로 약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감사자가 경제성에 을 둔다면 감사를 한다면 지출을 정확히 정의하는 것이 매우 요

하다고 언 하고 있다. 능률성(Efficiency)은 “산출/투입의 비율을 최 화하는 것(Spending 

Well)” 즉, 주어진 자원으로 최 의 산출을 생산하고자 하는 것에 을 두는 것으로 정

의하고 있다. 이는 감사 상이 되는 여러 산출물을 분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고 지

하고 있다. 효과성에 해서는 “의도한 결과를 달성하는 것”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doing the right)이라는 의미가 크다. 감사자가 효과성에 심을 둔다면 정책이 추구하는 

궁극 인 목 을 명확히 하고, 그 달성 여부를 평가하기 해서는 ‘결과’ 자체를 측정하여

야 한다는 지침을 설정해 놓고 있다.4)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이라는 감사의 을 밝 내기 한 질문에 하여 감사원의 성

과감사 매뉴얼은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은 의도된 질문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질문이 정책의 성과여부를 밝 내는데 얼마나 성공 이며 충분한가에 한 근거는 제시되

어 있지 않다.

‘감사원 성과감사 매뉴얼’이 제시하고 있는 성과감사의 이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에

만 을 두고 있는데 반하여 박 (2007: 29)의 연구에서는 성과감사로의 감사방향 환

4) 산출은 능률성에 을 둔 감사에서, 결과는 효과성에 을 둔 감사에서 보다 더 강조된다. 



시스템다이내믹스 기법을 이용한 공공정책 성과감사 모형개발에 한 연구  31

에서 경제성․능률성․효과성외에 다음과 같은 을 강조하고 있다. 첫째, 사소한 문제, 

지엽 인 사항에 집착하지 않고 주요시책과 사업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성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처방과 개선 안을 제시한다. 둘째, 사후 발․처벌식 감사를 지양하고 방지도 

차원의 감사를 수행하며, 공직사회에 정 인 분 기를 확산시킨다. 셋째, 단편 ․미시

 감사를 지양하고 종합 , 체계 인 감사를 통해 상기 과 상업무에 한 종합 인 

찰과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과감사로의 이러한 방향 환이 

감사원의 성과감사에서 실제로 구 되고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2. 성과감사의 과정

일반 으로 감사는 감사계획-감사실시-감사보고-사후 리의 단계를 거친다. 성과감사도 

이와 거의 같은 감사사항 선정과 계획수립-감사실시-감사결과 보고  처리-사후 리 단계

의 과정을 거친다. 그리고 모든 단계의 성과감사에 해서는 각 단계에 필요한 성과감사 

품질 리가 이루어진다. 성과감사의 단계별 과정과 주요내용은 [그림 1]에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다.

감사
단계

감사선정과 
계획수립

⇒

감사실시

⇒

감사결과
보고  처리

⇒

사후 리

감
사
내
용

—감사사항 선정
—감사  구성
— 비조사
—감사계획 수립

—자료수집
—수집 자료의 분석
—결론  개선 안 
도출

—마감회의

—처리 안(보고서) 
의견 수렴

—보고서 확정
—감사 원회 의결
—처리안(성과감사보
고서) 시행

—감사결과 공개
—집행 말 처리
—실효성 확보 조치

↑ ↑ ↑

품질 리 (성과감사 품질 자문단의 품질자문  통제)

[그림 1] 성과감사의 과정과 감사용

자료: 감사원(2005: 21) 재구성.

감사사항 선정과 계획수립 단계에서는 감사활동의 반 인 방향을 설정하는 단계로서 

무엇을 성과감사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등 한 감사사항을 선정하고 이에 필요한 비

지식 습득, 비조사 등을 거쳐 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한다.5) 감사실시계획에는 감사배경, 감

5) 감사계획수립이란 “감사결과 이용자가 알고 싶어 하는 핵심질문을 찾아내고, 각각의 질문에 충실히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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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목 , 감사 상의 개요, 감사범 , 감사 , 감사 별 단기 , 자료수집․분석의 세

부계획, 방법론, 감사사무분담, 완료 정일과 완료일 등이 포함된다. 성과감사의 실시단계

는 수립된 감사계획에 따라 성과감사를 실행하는 단계로서 감사계획단계에서 요하다고 

단하 던 문제 역(감사 )들에 한 신뢰성 있는 자료와 증거를 수집하여 이를 의미 

있는 감사정보로서 분석하고, 단기 과 비․평가함으로써 결론을 도출하여 개선 안

을 제시한다. 

결과보고  처리단계에서는 감사인이 감사를 마친 뒤 나타난 결과와 그에 한 처리의

견을 기재하여 감사기 의 장에게 보고하는 것이고, 감사결과처리는 감사결과 나타난 사항

에 하여 법 타당한 조치 사항을 검토․결정해서 감사 상기 ․ 계기  등에 그 조

치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권고․통보하는 것이다. 성과감사에서는 합법성 감사와는 달리 정

부정책  사업 등의 비능률․비효과에 한 원인규명과 개선 안 제시, 정부활동의 성과 

제고, 정책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제공, 정부의 공공책임성 확보에 주된 목 을 두고 있기 

때문에 성과감사결과의 처리는 책임규명에 한 조치보다는 개선방안에 더 많은 비 을 두

고 있다(김병철, 2006: 34). 마지막으로 성과감사의 사후 리단계는 감사결과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단계로서 감사기 이 제시한 개선 안을 감사 상 기  등 

계기 이 충실히 이행하 는가를 살펴보거나 독려한다(조형석, 2008: 24-29).

Ⅲ. 시스템사고 에서 본 성과감사의 한계

1. 시스템 사고의 근시각

성과감사는 통 인 감사로부터 감사 역과 범 의 확장인 동시에 감사에 있어서의 사

고방식과 근방법의 환이라고 인식되고 있다(박 , 2007: 24). 감사원의 ‘성과감사 매뉴

얼’에 따르면 성과감사는 정책의 투입, 환, 산출, 환류단계를 모두 고려하고 각 단계와 

연계하여 정책목표의 합성, 추진체계의 정성, 산출의 효율성, 성과의 효과성, 결과의 

성을 심으로 분석․평가하는데 을 두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먼  감사원 성과

감사에서 지향하고 있는 분석의 과 과정을 시스템사고 에서 살펴보고 여기에는 어

떠한 근시각의 차이와 한계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았다.6)

하기 해 필요한 자료의 출처를 찾고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방법 등 감사 략을 수립하는 것”을 말

한다(감사원, 2005: 31).

6) 시스템 사고(시스템 다이내믹스)가 정부 부처의 정책 분석에 활용되기 시작한 것은 비교  최근의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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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사고는 시스템 다이내믹스 방법론에서 정립된 시스템의 문제를 바라보는 근시

각이다. 시스템사고는 시스템 내에 존재하거나 변화하는 동태 인 상호작용 계를 인과순

환 인 피드백 구조로 이해, 설명, 측하는데 을 둔다. 시스템 내에서 일어나는 상호

작용 계들은 시스템의 붕괴를 래하는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거나 시스템의 진화, 는 

복잡성을 래한다. 시스템 사고에서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수많은 하 구성 요소들 간의 

상호의존과 상호작용 계 사이에 존재하는 피드백 구조들을 찾아내고 이들 피드백 구조들

의 특성을 규명함으로써 변화와 동의 원인을 찾고 여기에서부터 시스템을 변화시킬 수 

있는 략을 발견하는데 궁극 인 목 을 두고 있다(김동환, 2004).

시스템사고에서 시스템 분석의 인 피드백 구조는 인과 계의 순환 인 구조를 말하

며, 양의 피드백 구조와 음의 피드백 구조로 크게 구분된다. 이 양과 음의 피드백 구조가 

모든 시스템의 동태성을 래하는 문제의 본질이다. 따라서 시스템의 문제의 증상을 이해

하기 해서는 그 증상의 본질에 해당하는 인과순환 계의 피드백 구조를 먼  발견하고 

이를 해석하는 시스템 사고의 해석 체계에 따라야 한다. 시스템 사고에서 피드백 구조를 

통해 시스템의 본질을 규명하는 해석 체계는 양의 피드백 루 와 음의 피드백 루 의 특성

에 근거를 두고 있다(김도훈 외, 1999).

시스템사고를 통해 발견한 시스템의 문제․증상에 한 양의 피드백 루 는 지속 으로 

증가, 감소하는 자기 강화 (self reinforcing) 특성을 갖는 인과순환  구조이며, 음의 피드백 

루 는 자기 억제 (self restraining), 목표 지향 (goal seeking), 균형화․안정화(stabilizing) 

특성을 갖는 인과순환  구조이다. 인과지도는 문제를 구성하는 체 피드백 루 들이 양

의 피드백 루 인지, 음의 피드백 루 인지 등을 악하여 나타낸 것으로서 시스템의 행태

가 나타나게 되는 구조  원인과 흐름을 설명할 수 있게 해 다(Coyle, 1998: 343-365; 

Sterman, 1989: 321-339).7)

성과감사를 시스템사고라는 시각에서 근하고자 하는 이유는 성과감사가 공공기 에서 

수행되고 있는 정책의 투입, 환, 산출, 환류단계에서 정책목표의 합성, 추진체계의 정

다. 2005년 1월에 시행된 행정자치부의 “정책품질 리매뉴얼(안)”은 주요 정책을 사 에 분석하고 평가

하기 한 방법론의 하나로 시스템 사고를 다루고 있다(행정자치부, 2005). 이는 국의 사례(Strategy 

Survival Guide)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 정책을 분석․평가하는데 있어서 시스템 사고가 

범 하게 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것이다.

7) 시스템다이내믹스 연구방법에서 시스템사고의 산출물은 피드백 구조의 발견과 피드백 구조를 통합한 인

과지도(causal loop diagram)이다. 인과지도는 시스템의 체 인 구도와 시스템을 구성하는 변수들의 인

과 인 상호작용 계를 이론 인 근과 실제  찰을 통해 피드백 루 로서 기술하고 2차원 으로 구

조화하여 놓은 것을 말한다. 인과지도에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변수들 간 인과 계의 연결성과 인과 계

의 방향(polarity, +, —), 그리고 피드백 루 들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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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사고(Analytic Thinking) 시스템사고(Systems thinking)

— 우리/그들(We/They) — 고객/이해 계자(Customers/Stakeholder)

— 독립 (Independent) — 상호의존 (Interdependent)

— 활동/과업/수단(Activities/Tasks/Means)
— 활동/과업/수단과 결과/궁극  목

(Activities/Tasks/Means와 Outcomes/Ends)

— 문제해결(Problem Solving) — 해결책 모색(Solution Seeking)과 문제해결

— 오늘이 괜찮다(Today is fine) — 미래의 비  공유(Shared vision of future)

— 부서/과(Units/Departments) — 부서/과와 체 조직(Total Organization)

— 고립주의 사고(Silo Mentality) — 기능연계 워크(Cross-functional teamwork)

— 폐쇄  환경(Closed environment) — 개방과 피드백(Openness and feedback)

— 부서목표(Department goals) — 공유된 핵심 략(Shared core strategies)

— 략  기획 로젝트(Strategic Planning project) — 략  리시스템(Strategic Management)System

— 계층제와 통제(Hierarchy and controls) — 고객에 한 사(Serve the customer)

— 자기일 회피(Not my job) — 소통과 업(Communications and collaboration)

— 단 된 변화(Isolated change) — 시스템 인 변화(Systemic change)

— 선형/시작—끝(Linear/begin-end) — 순환/반복주기(Circular/repeat cycles)

— 작은 그림/견해(Little picture/view) — 큰 그림/ 체  (Big picture/holistic perspective)

— 단기 (Short-term) — 장기 (Long-term)

— 분리된 이슈(Separate issues) — 연계된 이슈(Related issues)

— 증상(Symptoms) — 본질  원인(Root causes)

— 단 된 사건(Isolated Events) — 패턴과 트 드(Patterns/trends)

— 활동/행 (Activities/Actions)
— 명확한 결과기 (목표/가치)

(Clear outcome expectations(Goals/Values))

자료: The Systems Thinking Approach(http://www.hainescentre.com/systems-thinking/analytic-vs-systems 

-thinking.html)에서 재구성.

<표 3> 분석  사고와 시스템사고의 비교

성, 산출의 효율성, 성과의 효과성, 결과의 성을 분석․평가하는데 을 두고 있기 때

문이다. 즉, 성과감사는 기본 으로 피감기 이 해결하고자한 정책문제가 무엇이고, 그 문제

를 어떠한 수 에서 해결하고자 하 으며(정책목표), 문제를 해결하기 한 정책의 추진 성

과와 효과가 무엇이었는가를 감사행 를 통해 규명하고자 한다는데 있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감사원의 성과감사가 이러한 맥락의 분석․평가를 지향하고자 한다면 

<표 3>에 정리해 놓은 분석  사고보다는 시스템사고가 보다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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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성과감사에서 시스템사고가 필요한 이유는 시스템사고는 체조직의 시스템이 직면한 

문제들을 연계하여 문제의 본질 인 원인을 진단하고, 큰 그림을 그려가며 장기 인 해결

책을 모색하는 데 있다.

2. 시스템사고로 본 성과감사의 한계

1) 감사자료 분석기법 상의 한계

정립된 목표가 달성되지 못하는 이유는 목표와 수단이 괴리되어 있거나 실행과정에 문

제가 있을 때이다. 목표와 수단의 괴리는 목표달성 자체를 어렵게 할뿐만 아니라 목표는 

달성하지 못하면서 시간과 자원의 낭비만을 래할 뿐이다. 목표와 수단의 괴리가 나타나

는 가장 일반 인 경우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유효하고 정한 수 의 수단이 확보되지 

못했을 때이다. 앞에서 논의된 시스템사고의 에서 감사원의 감사기조인 성과감사의 한

계를 살펴보기 해서는 먼  성과감사의 목표와 성과감사 수단 간의 괴리 여부와 실행과

정 상의 문제 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감사원의 성과감사 운  매뉴얼(2005)에 따르면 성과감사의 목 은 정부 정책이나 사업 

등에 낭비와 비능률․비효과의 요소가 있는지,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를 규명하고, 문제

해결을 한 개선 안을 제시하여 정부활동의 성과(performance)를 높이는 데 목 을 두고 

있다. 한, 감사원의 성과감사는 그 목 에 따라 ‘개선방안 제시감사’, ‘사업․정책의 존

폐 여부 결정감사’, ‘실태서술 감사’로 나 어지기도 한다. 8) 이러한 성과감사의 목 을 달

성할 수 있는 정한 감사수단이나 방법론이 있는가의 여부는 감사원의 성과감사에 어떠한 

한계가 있는가를 악하는데 요한 단근거가 된다. 성과감사의 목 을 달성할 수 있는 

정한 감사수단의 확보여부는 감사원 성과감사 운  매뉴얼(2005)의 ‘성과감사 자료수집 

 분석기법’을 살펴 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성과감사를 한 자료수집  분석기법에 따르면 성과감사를 한 자료수집 기법으로는 

면 , 상기 의 서류  데이터베이스 검토, 다른 연구  감사결과의 검토와 활용, 문헌

탐색, 찰․사진․비디오, 문가 의견, 설문조사, 벤치마킹, 집단 등을 제시하고 있

다. 한 이러한 기법들을 활용하여 수집된 자료들에 한 성과감사 자료분석 기법에 해

8) 개선방안 제시 감사는 장기 계속사업 는 해당기 의 기본사업이나 정책을 계속하는 것을 제로 문제

을 개선하기 한 개선방안 감사, 사업․정책의 존폐 여부 결정감사는 특정 사업이나 정책을 계속 추

진해야 할지 단해야 할지 는 확 해야 할지를 결정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한 감사, 실태

서술 감사는 사업체계와 내용이 복잡하거나 자료 근권 제한으로 인해 정확한 실태가 알려지지 않은 부

분 등에 하여 실태를 종합 으로 정리, 분석하여 서술하는 것을 목 으로 하는 감사이다(감사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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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기법 분석의 시스템사고 에서 본 한계

사업논리모델

기법

사업의 법 임무, 목 , 투입, 운 , 산

출, 결과들 사이의 반  논리를 제시

각각의 항목을 나열하는데 그치며, 요소

들 간의 구조화된 인과 계가 도출되지

는 않음

비율을 사용한 

비교 기법

부분과 체, 두 항목 간, 변화 과 후 

간을 단순히 비율로서 나타냄

특정한 변수들의 단선 인 계만을 보

여주며, 비교기반이 명확하지 않고 비선

형 인 계들을 나타낼 수 없음

자료 분포의 

해석 기법

한 변수의 특성을 자료의 수 , 산포, 분

포형태로 이해하고 감사 단기 을 충족

하는지의 여부를 결정 

하나의 변수나 항목에 한 통계  특성

만을 정보로 도출하며, 인과 계와 같은 

변수들 간의 계는 악 못함

회귀분석 기법
투입과 산출, 원인과 결과 등과 같은 변

수들 간의 인과 계를 선형 계로 악

종속변수와 독립변수간의 인과순환  

계  독립변수들 간의 상호작용 계를 

설명하지 못함

편익-비용분석

기법

사업의 비용과 편익을 식별하고 이를 

NPV, B/C, IRR 등의 기 에 따라 비교

하여 사업성을 평가 

 사업  과정에 걸쳐 비용과 편익이 어

떠한 경로로 발생하며 상호작용하는가를 

규명하지 못함

모의실험 기법

다양한 조건하에서 모델을 만들어(What 

if?) 범 와 확률에 따라 실험한 후 그 결

과를 감사정보로 활용

몬테카를로 시뮬 이션 등을 심으로 

하고 있으며, 변수들 간의 인과순환  

상작용 계는 표 하지 못함

질  자료의 

내용분석 기법

감사 자료를 체계 으로 분류하고 부호

화하여 분석함으로써 의미 있는 정보를 

산출 

보고서와 같은 자료의 분석 수 에 그치

며, 시간에 따른 변수들 간의 상호작용 

경로와 변화행태를 설명하지 못함

업무  

의사소통흐름 

분석 기법

감사 상 기 이나 업무의 흐름과 의사소

통경로 등 조직의 운 을 이해하고 악

감사 상인 정책․사업과 련된 직

인 내용보다는 조직의 업무처리나 의사

소통 과정 등 형식에만 심

<표 4> 성과감사를 한 분석기법들과 시스템사고 에서 본 한계

서는 ‘사업논리모델(Program Logic Model)’, ‘비율을 사용한 비교(Making Comparisons Using 

Ratios)’, ‘자료분포의 해석(Interpreting Data Distributions)’,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 

‘편익-비용분석(Benefit-Cost Analysis)’, ‘모의실험(Simulation)’, ‘질  자료의 내용분석(Content 

Analysis of Qualitative Data)’, ‘업무  의사소통 흐름 분석(Work and Communications Flow 

Analysis)’ 등을 제시하고 있다(감사원, 2005).

시스템사고 에서 살펴본 성과감사의 한계는 우선 성감감사를 해 제시하고 있는 

분석기법들이 갖는 한계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다. <표 4>에 정리된 바와 같이 성과감사

를 한 부분의 분석기법들은 특정 변수만을 심으로 통계  분석을 하는데 그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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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열 이며, 일방향 인 인과 계만을 분석하는데 을 두고 있어 다수 변수들 간의 인

과순환  상호작용 구조와 시간에 따른 변화패턴을 설명․ 측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

이다.

2) 합법성 감사 경향의 집착

감사원 성과감사의 한계는 분석기법 상의 한계뿐만 아니라 성과감사를 수행하는 과정에

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 들을 통해서도 악할 수 있다. 감사원 성과감사의 문제 으로 

가장 크게 지 되고 있는 것은 감사원의 성과감사가 감사목 에 상 없이 감사의 단기

이나 감사결과의 을 여 히 합법성 감사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감사원의 성과감사보고서에 한 내용분석을 한 연구에 따르면 성과감사보고서에 용

된 감사 단기 의 51.4%가 합법성이었으며, 반면에 능률성은 16.8%, 효과성은 14.5%에 

불과했다(조형석, 2009: 301-329). 감사원의 성과감사는 감사목   감사 의 설정 등 

기획단계에서는 성과감사  근을 한다고 볼 수 있지만 실제 감사를 실시하는 단계에서는 

기존과 같이 합법성 감사로 락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합법성에 을 둔 감사는 

정책문제의 구조를 이해하고 략을 탐색하거나 사업의 성과를 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3) 다부처 연계정책․사업에 한 성과감사 체계 미흡

정책문제의 복잡성이 커지면서 공공부문에서 다부처간, 는 다수기  간의 연계가 늘어

나고 있다. 원스톱 서비스와 같은 공공서비스 달체계에 한 수요가 증 되면서 부처 간

의 연계 필요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다수부처 간의 정책이나 사업의 연계성이 

높아지면 단일기  근법과는 달리 보다 넓은 (wider view)을 제공하며, 해결하기 힘

든 정책문제의 해결, 서비스 달체계의 개선, 신 진, 비용효과성 제고 등의 이 이 있

다(김찬수, 2010: 253-285).

미국의 감사원은 연방부처 간 로그램 복의 식별과 조정, 연계를 가로막는 장요요인 

탐색, 기  간 연계를 진할 수 있는 요인 추출과 체계화를 통해 연계사업에 한 성과감

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감사원의 성과감사는 단일기 의 에서 정책․사업을 

검하거나 연계 미비로 인한 유사․ 복을 지 하는데 을 맞추었기 때문에 다수부처 

간의 연계사업에 한 성과감사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못하며, 그 기 때문에 이들 사업에 

한 성과감사가 제 로 이루어질 수 없는 한계가 있다(김찬수, 2010: 253-285). 이는 결국 

요한 국정과제나 국책사업들과 련되어 있는 다수의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 구조를 명확

히 이해하지 못하며, 어떻게 문제가 성공 으로 해결되고 그 성과가 어떠한 경로로 나타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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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가를 제 로 평가․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4) 감사 의 성과감사 문성과 역량의 부족

감사 이 성과감사의 상에 하여 얼마나 문 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피감기 의 

업무담당자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 인 개선 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의 확보여부는 성

과감사의 결과에 커다란 향을 미친다. 그러나 우리나라 감사원의 감사 들은 성과감사의 

상이 되는 다양한 정책이나 사업에 한 문 인 지식과 문제해결의 안을 제시하는 

역량이 부족하다. 더군다나 성과감사를 수행하는 감사 에 한 문성 교육과 외부 문가

의 참여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유미년, 2006: 119-121). 성과감사를 담당하는 감사 의 

문성과 역량의 미흡은 문 인 감사인력과 감사활동에 한 투입시간의 부족을 래하

며 이는 결국 문제의 발생원인과 련된 근본 인 구조를 규명하여 합리 인 개선 안을 

제시하거나 시스템을 개선하려는 노력의 하로 나타날 것이다.

Ⅳ. 시스템다이내믹스 방법론을 활용한 성과감사의 발 모형개

발: 동태  성과감사(Dynamic Performance Audit)의 

개념모형

1. 동태  성과감사의 개념과 필요성

시스템사고 에서 볼 때 재의 성과감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한계 이 있으

며, 그 취지에 맞는 목 을 달성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더군다나 성과감사 상인 공공정책

문제들의 특성과 정책환경이 <표 5>에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은 동태  특성으로 바 었

기 때문에 여기에 합한 성과감사로의 발 을 해서는 새로운 근시각과 감사실행을 

한 분석기법이 요구된다. 그러나 감사원의 성과감사 매뉴얼에는 성과감사의 상인 정책문

제와 정책환경의 이러한 변화특성에 하여 감사선정과 계획수립, 감사실시 등의 단계에서 

어떠한 근시각과 분석기법을 활용할 것인가에 한 구체 인 언 이 없다.

출산․고령화, 융 기, 기후변화, 부의 불균등한 배분, 자유무역 정, 실업과 복지, 

일자리 창출 등과 같은 많은 정책문제들은 정책문제의 복잡성이 크고, 문제의 인과 계가 

순환 인 구조를 나타내며, 비선형 인 변화 행태를 보인다. 정책문제와 정책수단, 정책효

과와 련된 인과순화구조 속에는 시간지연의 문제가 개입되어 정책시스템의 불균형이 나



시스템다이내믹스 기법을 이용한 공공정책 성과감사 모형개발에 한 연구  39

변화 측면 정책문제와 정책환경의 변화 특성

정책문제의 복잡성
정책문과 련된 요인들이 무수히 많을 뿐만 아니라 불확실성이 크고, 

기 조건의 민감성이 크게 나타나는 등 변화가 매우 역동 임

정책문제의 원인
소수가 아니라 다수의 요인들의 상호작용이 향을 주며, 련된 요인들 

간의 향력의 크기가 시간에 따라 달라짐

정책문제의 구조 단선 이기보다는 양방향의 인과순환  피드백구조가 작용

정책문제의 행태
선형 이지 않으며 비선형  변화패턴이 다양하게 나타남

(증폭, 동, 성장의 한계, 수렴 등)

정책문제의 시간지역
정책문제의 인식  정책수단의 집행효과에서 정보와 물질의 시간지연이 

존재하며, 커다란 향을 미침

정책을 둘러싼 이해 계
소수가 아닌 다수 이해 계자의 존재와 가치의 충돌, 갈등의 증폭이 빈

번하게 나타남

정책의 부작용과 효과 정책의 상치 못한 부작용, 효과가 크고, 범 가 넓음

정책과 련된 유 기
고령화, 기후변화와 같이 단일 기 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보다는 다수의 

부처가 연계된 역의 문제들이 많아 짐

<표 5> 성과감사와 련된 정책문제와 정책환경의 새로운 변화특성

타나기도 한다. 한, 정책문제와 정책목표, 정책수단을 둘러싸고 다수의 이해 계자들 간

에 갈등이 래되기도 하며, 련된 정부부처 간에도 정책의 연계와 역할의 조정을 둘러싸

고 많은 문제들이 래되기도 한다. 이 연구에서는 바로 이러한 정책문제와 정책환경의 동

태  특성에 합한 성과감사를 해 시스템사고를 강조하는 시스템다이내믹스 방법론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이를 활용한 새로운 성과감사모형으로서 ‘동태  성과감사’

의 개념을 정의하고 그 모형을 개발하고자 하 다.

일반 인 성과감사의 개념은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사업의 성과를 검사하는 것으로

서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 등을 객 으로 체계 으로 검토․분석․평가하는 감사”라고 

정의한다(조규석, 2009). 그러나 이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동태  성과감사(Dynamic 

Performance Audit)는 정부사업의 성과로 표되는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의 수  그 자체

에만 을 두는 것이 아니라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이 어떠한 인과순환  경로에 의해서 

나타나며, 그 시스템 행태가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해서도 을 둔다. 한, 동태  성

과감사는 정책․사업의 목표와 사업의 추진으로 투입된 자원 활용의 경제성, 능률성, 효과

성을 성과분석의 기 으로서 비교 검토․분석․평가하는 것만이 아니라 정책문제와 정책

목표, 정책수단과 정책효과는 물론이고 이와 련된 외부환경, 조직의 운 체계 등과 련

된 다양한 요인들을 식별하고 이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 구조를 규명하여 왜, 어떠한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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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래되었는가를 검토․분석․평가․ 측 하는 감사라고 정의할 수 있다.

통 인 성과감사가 성과지표로 측정된 성과에 을 두지만 시스템다이내믹스 방법

론에 근거한 동태  성과감사는 정책이 왜, 무엇을 해 결정되었으며, 어떻게 인 ․물  

자원이 투입되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는지에 한 인과순환  구조를 악하고 이 

구조 에서 투입, 환, 산출, 환류의 모든 감사 에 해 검토한다는데 특징이 있다.

특히, 동태  성과감사는 성과감사의 궁극 인 목 이 정부 정책  사업 등의 비능률․

비효과에 한 원인규명과 개선 안 제시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목 을 보다 잘 달성하기 

해 정부 정책  사업 등의 성과를 좌우하는 인과순환구조를 명확히 악하는데 을 

두는 특징이 있다. 통 인 성과감사와 시스템다이내믹스를 활용한 동태  성과감사의 차

이를 비교하면 <표 6>에 정리된 바와 같다.

구 분 성과감사 SD를 활용한 동태  성과감사

감사목

정부정책이나 사업 등의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에 

한 평가와 리

정부정책이나 사업 등의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에 향

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인과구조를 명확히 하고 이를 기

반으로 평가, 측하며, 성공 인 리방안  략제시

감사 상 사업, 정책, 기 운
개별 부처/기 의 사업, 정책, 기 운  뿐만 아니라 필요

시 타부처/기 의 정책도 포함

감사범 비제한 인 상 비제한 인 상

감사방법 분석, 평가 인과순화구조에 기반한 분석, 평가, 측  략 탐색

감사 차 비표 화, 사업별 개별화
SD방법론을 활용한 표 화된 차 확립, 국정과제나 사

업별 연계  통합

감사순기 사안별 단 련된 모든 사안을 통합하여 단

감사기
합법성, 경제성, 능률성, 효

과성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의 수   그것이 래되는 인과

순환구조의 타당성과 그 변화 행태의 특성

감사기간 장기 장기

감사증거
단을 한 설득력 있는 

증거

단을 한 설득력 있는 인과지도, Stock Flow 다이아그

램과 시뮬 이션 결과

감사결과 

수용

감사기 과 피감기  간의 

시각차이에 따른 논란

감사기 과 피감기  간의 시각 차이를 일 수 있는 모

델의 구성  결과의 해석

감사기 의 

기능
컨설턴트의 역할 컨설턴트  거버 스 설계가의 역할

<표 6> 통 인 성과감사와 SD를 활용한 동태  성과감사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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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태  성과감사 모형의 개발

‘동태  성과감사’ 모형의 개발은 시스템다이내믹스 방법론의 분석 차, 분석기법과 성

과감사의 차, 감사 , 단기  등 성과감사의 주요 요소를 결합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시스템다이내믹스 방법론의 일반 인 분석 차는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1. 문제의 정의 

2. 모델의 경계설정과  변수식별  

3. 시뮬레이션  모델 작성  

4. 모델테스트와 타당성검증 

5. 전략의 탐색과  실험 

모델링 과정  주요 모델링 도구 

인과지도 분석 (시스템사고와 피드
백구조 탐색 ) 

준거  모드(자료조사, 인터뷰 등 ) 

Stock/Flow 다이아  그램(방정식) 

시나리오 분석과  민감도  분석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른  행태평가 

[그림 2] 시스템 다이내믹스 방법론의 연구  모델링 단계

시스템다이내믹스 방법론에 따른 연구과정의 첫 번째 단계에서는 분석하고자 하는 시스

템과 문제의 정의하며, 두 번째 단계에서는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문제의 인과순환  피드

백구조를 규명하기 한 모델의 경계설정과 변수식별 등 인과지도(causal loop diagram) 분

석을 한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Stock/Flow 다이아그램과 변수들 간의 계에 한 함수식

을 설정하여 시뮬 이션 모델을 완성한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모델의 테스트와 타당성 검

증을 한 후 시뮬 이션 결과를 도출하여 시스템의 행태와 그 행태를 래한 인과순환  피

드백 구조가 무엇인지를 단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시나리오 분석과 민감도 분석을 시

행하고 시스템의 증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책지렛 를 탐색한다(김도훈․문태훈․김동

환, 1998; Mohapartra, 1994: 85-101).

이러한 시스템다이내믹스 방법론을 성과감사에 용하기 해서는 단순히 성과감사 과

정에서 수집된 자료에 한 분석기법 정도로서가 아니라 시스템사고를 통한 근시각과 인

과지도분석과 같은 시스템다이내믹스 방법론의 고유한 특성이 성과감사  과정에 걸쳐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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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되어야 한다. 즉, 시스템다이내믹스 방법론은 감사원의 성과감사 매뉴얼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료분석 기법  하나인 시뮬 이션 기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성과감사의 과정은 앞의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감사사항 선정과 계획수립-감사실

시—감사결과 보고  처리—사후 리 단계의 과정을 거친다. 시스템다이내믹스 방법론은 

이러한 성과감사 단계에 모두 용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동태  성과감사는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은 과정으로 재설계될 수 있다.

사업내용,
평가구조
수정

정책/사업정의

인과지도작성

성과감사 모델
시뮬레이션 실행

민감도분석

감사초점과
판단기준 정립

사업실태,
시스템 증상의
피드백구조

성과제고를 위
한 개선안 모색

성과감사
모델조정

감사결과의 수용과
감사를 통한 학습

전략대안
평가

사업목표와
내용 수정

정책/사업의
감사경계 설정

모델의
타당성 검증

(사업의 성과변화 행태 관찰)

감사자료 분석,
파라미터 도출

감사초점과
판단기준에
따른 성과평가
(영향 등)

감사모델구축
Stock/Flow

[그림 3] 동태  성과감사의 과정

시스템다이내믹스 방법론을 활용한 성과감사 모델의 개념모형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가

장 요한 은 감사실시 단계에서 시스템다이내믹스 기법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를 

제시하는데 있다. 이 경우 감사실시 단계에서는 성과감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성과감

사의 임워크(framework)에 용하는 것이 동태  성과감사 모형개발에서 가장 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표 7>은 통 인 성과감사의 임워크와 시스템 다이내믹스 방법론을 용한 동태

 성과감사의 임워크를 비교해 놓은 것이다. 일자리 창출 사업에 한 성과감사를 

로 들어 제시한 동태  성과감사의 임워크는 통 인 성과감사의 한계를 크게 개선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시스템 다이내믹스 방법론을 성과감사 임워크에 용할 경우 

각 단계의 임워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련된 분석도구가 명확하다. 감사 단기  설

정, 실태분석, 향규명, 원인 악, 결론 도출과 안탐색으로 구성되는 성과감사 임 

워크에 시스템다이내믹스 방법론을 용한 개념모델의 용은 보다 설득력 있고 정확한 성

과감사를 가능하게 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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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성과감사의 임워크1)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용한 성과감사의 임워크

근방법 내 용
동태  성과감사의 임워크 내용

(일자리 창출 정책에 한 성과감사 사례)
주요 분석

도구

단기

(Audit 

Criteria)

실태와 비교하여 결

론을 도출하기 한 

비교잣

정책․사업 목표인 시스템의 증상(일자리 수와 

실업 등)을 어떻게 경제 , 능률 , 효과 으로 

개선/발 시켰으며, 이를 평가하는 거기 들

(새로 늘어난 일자리 수 등)을 식별하고 그 변

화를 검토한다.

거모드 설정

실태

(Condition)

감사 상의 실제 

상태

정책․사업과 련된 조직(타 부처 포함), 업무, 

개인, 환경 등 시스템의 모든 련된 사항(변수)

들을 식별하여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과의 

상호작용, 연계로 나타난 시스템의 증상(실태)

를 악한다.

변수의 식별, 

변화 패턴 악

향

(Effect)

실태와 단기  간 

격차로 인해 나타난 

결과

시스템의 증상과 련된 모든 변수들의 실태가 

단기 과 비교해 보았을 때 어떠한 격차가 

존재하며 그러한 격차로 인해 나타난/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향들을 악(모델에 포함)하고 

그 변화 행태를 찰한다( : 일자리 창출 미흡

으로 인한 실업률이나 인 이션 등).

시스템의 증상, 

Stock/Flow 

다이아그램, 

시뮬 이션 실행

원인

(Cause)

실제 상태가 단기

을 충족하지 못하

게 된 이유

시스템의 증상이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 측면

에서 개선되거나 악화된 원인을 련된 하 구

성 요소들(실업, 일자리 창출사업, 일자리수의 

증가 등) 간의 인과순환  피드백 구조로 악

한다. 인과순환의 경로와 가장 지배 인 피드백

구조를 식별한다.

수 변수와 

변화율 변수, 

인과지도 분석

결론

(Conclusion)

분석에 의해 밝 진 

사실과 여기에 함축

된 의미의 평가로 감

사 에 한 답변

시스템의 증상(일자리 수와 실업)이 감사 단 

기 으로 볼 때 어떠한 인과순환  구조로 인

해 얼마나 개선, 는 악화되었으며, 앞으로 어

떻게 될 것인가를 시뮬 이션을 통해 제시하고 

결론을 확정한다.

시뮬 이션 

결과, 시스템의 

행태

개선 안

원인의 시정을 하

여 취하여야 할 감

사원의 결정

인과지도와 시뮬 이션 결과를 통해 시스템의 

증상(일자리수와 실업)을 개선시킬 수 있는 새

로운 략을 탐색하고 제시

략지렛  

탐색과 모의실험

주 1: 통  성과감사의 임워크는 감사원 성과감사매뉴얼(2005)에 제시되어 있음.

<표 7> 시스템 다이내믹스 방법론을 용한 동태  성과감사의 임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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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감사원의 감사기조는 회계감사와 합법성감사에서 정책감사, 성과감사로 발 해나가고 있

다. 그러나 감사원이 수행한 성과감사 보고서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감사원의 성과감사

는 겉만 성과감사이지 실제로는 합법성 감사에 머무르는 경우가 부분인 것으로 나타났

다. 성과감사에서 합법성 감사가 완 히 배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공부문의 정책이

나 사업의 성과를 지속 으로 제고하기 해서는 감사원 성과감사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

그러나 감사원의 성과감사는 실행에서 많은 문제 을 갖고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먼  

시스템사고라는 시각에서 그 한계를 검토해 보았다. 시스템사고 에서 볼 때 성과감사

는 분석방법들이 선형 , 일방향  인과 계 분석에 을 둔 기법들에 의존하고 있기 때

문에 인과순환  구조를 규명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스템의 증상이 어떠한 경로로 얼마나 

개선되었는가와 같은 측면에서 성과를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 성과감사가 합법성 

심의 감사를 탈피하지 못하는 , 다부처 연계정책에 한 성과감사 체계가 미흡하다는 

, 감사 의 성과감사 문성과 역량이 부족하다는 은 등은 결국 성과감사를 제 로 수

행할 수 없는 방법론의 부재에서 래된 것으로 단된다.

이 연구에서는 성과감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한 안으로서 시스템다이내믹스 방법론

에 따른 ‘동태  성과감사’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감사실행에서 이를 용하기 한 개념  

모형개발의 과정과 주요 임워크를 제시하 다. 시스템다이내믹스 방법론을 성과감사에 

용한 동태  성과감사 시행의 임워크는 단기  설정, 실태 악, 향분석, 원인규

명, 결론도출, 개선 안 탐색 등의 차원에서 성과감사의 질  수 을 제고하는데 매우 유용

할 것으로 단되었다.

시스템다이내믹스 방법론을 성과감사의 근시각과 분석기법에 용한 개념모형인 ‘동

태  성과감사’는 성과감사를 통한 정부정책이나 사업의 낭비와 비능률을 이고, 문제해

결이나 사업의 효과를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한, 동태  성과감사는 감사원의 

성과감사 결과를 두고 피감기 이 감사원을 고소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과 같은 생각의 차

이나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동태  성과

감사에서는 성과와 련된 변수들 간의 인과순환  피드백 구조를 규명하고 이를 시뮬 이

션 함으로써 어떠한 경로로 어떻게 성과가 나타나는가를 명확히 이해하고 학습하며, 의사

소통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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