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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번역물의 번역품질 및 원문과의 일치에 대한 책임은 모두 한국국제협력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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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활동의 평가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12가지 교훈



OECD는 34개국의 정부가 경제, 사회 그리고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공동으로 협력하고자 설

립한 단일 조직이다. OECD는 또한 정부 간 협력, 경제 정보화, 인구노령화 등 경제개발 결과에 따

른 새로운 주제들에 관한 이해를 돕고 발생한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자 선도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OECD는 각 정부의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유사한 문제사항에 대한 해결방법을 모색하며 우수사례

의 규정 및 국제 정책과 각국 정책간의 조화를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OECD는 이러한 세부 목적과 부합하는 몇몇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그 중의 하나가 개발원조

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이다. 개발원조위원회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개발자원의 지원을 확장해나가야 한다는 점과 이를 위해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회원국은 그들이 제공한 원조 프로그램, 양자 혹은 다자 원조 프로그램에 대해 그 

규모 및 성과를 정기적으로 함께 검토하고 있다. 또한 회원국은 개발원조 정책과 관련한 모든 분야

에 상호 간 자문을 실시하기도 한다. 

개발원조 위원회의 회원국은 다음과 같다: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유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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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평가로부터 도출된 교훈이 개발활동에 대한 

현재의 접근방법을 형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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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12
가지의 개발 교훈 시리즈는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의 개발협력 우수사례에 관한 지식과 함께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의 구체적인 동료검토 결과에서 

확인된 사례를 제시할 것이다.

DAC 회원들의 동료검토(Peer reviews)는 동료 압박(peer pressure)과 동료 학습(peer learning)

이라는 두 가지 원리에 근거한다. 동료검토는 정기적으로 양자 간 개발협력 시스템의 핵심적 내용을 

검토하고 개선을 위한 건설적인 비판을 제공하는 유일한 국제적 절차이다.  때문에 동료검토는 수원

국 현장 및 집행기관에서 개발협력 사업의 올바른 집행을 위한 원칙들이 주는 영향 및 보완점에 대해 

DAC가 측정할 수 있는 수단으로 여겨진다. 

DAC 동료검토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래와 같다.

1. 개발협력의 질적 양적 향상에 기여

2.  OECD 가입국가 및 국제사회에서 활용될 수 있는 공통 원칙에 근거한 신뢰성 있는 분석 제공

3. DAC 회원국의 경험 및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개발활동의 과정을 개선  

개발협력에 대한 평가활동은 정책과 그 집행에 있어 DAC가 깊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분야이다. 훌

륭한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DAC 회원이 되기 위한 하나의 조건이기도 하다. 동료검토는 회

원국에 대하여 DAC 개발평가 네트워크(The Network on Development Evaluation)가 개발한 규

범과 기준에 근거하여 평가한다. 개발평가 네트워크는 DAC에서 가장 오래 지속되고 있는 조직이

며, 네트워크의 평가는 현재 공여국, 파트너 정부 및 시행기관에 이르기까지 널리 활용되고 있다. 

OECD DAC의 “개발원조 평가의 원칙” (OECD, 1991)은 DAC의 평가에 대한 접근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이 원칙들은 평가 수행의 운영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10년에 승인되었던 개발평가 품질기준 

(The Quality Standards for Development Evaluation)은 기존의 원칙에 평가과정 운영에 대한 지

침 및 보고서를 더하여 보완한 것이다. 이 원칙들은 DAC 동료검토를 통해 평가되는 국가들에게 평

가에 대한 기준을 제공한다. 이러한 기준들을 공유함으로써 국가 간 협조 가능성을 높이고 책임성에 

의거한 개발을 가능하게 하며 원조의 효과성을 증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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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평가(Periodic reviews)는 평가시스템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또한 회원국 정부기관의 현

재 이슈가 무엇인지를 검토한다. 이에 대한 예시는 가장 최근에 발간된 개발기관의 평가(Evaluation 

in Development Agencies) (OECD, 2010a)에서 찾아볼 수 있다.

본 책자는 개발평가 네트워크 회원들의 경험과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실시된 DAC 동료검토(참

고문헌 참고)의 결과를 통하여 개발평가에 대한 12가지의 중요한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 각 장은 개

발협력기관들에게 중요한 교훈과 사례를 제공한다. 교훈은 전략 프레임워크, 효과적인 평가의 수행, 

학습 문화 강화라는 주제에 따라 분류하였다.    

본 책자는 정책 분석가 Megan G.Kennedy-Chouane와 OECD 평가실 수장인 Hans Lundren 

(Head of the Evaluation Unit, of the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Directorate’s Re-

view, Evaluation & Engagement Division)가 작성하고 DAC 개발평가 네트워크 회원국으로부터 

주석과 피드백을 제공받아 완성되었다. 호주, 캐나다, 일본, 노르웨이 그리고 폴란드는 DAC 편집국

의 회원으로써 감수를 맡았고 Ida McDonnell은 과정을 총 감독하였다. 본 책자는 최신 개발 이슈를 

다루어 개발 정책 전문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OECD의 감수 총괄자인 Karen Jorgensen 

(Head of the Review, Evaluation and Engagement Division of the OECD’s Development Co-

operation Directorate)의 감수 아래 최종 발간되었다. 

관리자는 특정 맥락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해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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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면서

Erik Solheim, OECD 개발협력위원회 의장

평가는 경제성장과 빈곤퇴치를 지지하는 개발협력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현재 시

점에서 핵심적으로 노력해야 할 부분이다. “원조는 효과가 있는가”라는 질문은 OECD DAC가 지속

적으로 답해야  논점이다. 오늘날, 긴축재정과 커져가는 원조 회의론 사이에서 우리는 개발 활동의 

결과물을 보여주어야 하는 더욱 큰 압박에 직면해있다. 공여국과 수원국 정부 모두 개발 활동의 결

과에 대한 더욱 큰 신뢰를 보여주는 시기적절한 증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원조 하나만으로는 개발

을 창출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전 세계의 빈곤감소를 위한 노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공

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를 포함한 각기 다른 종류의 개발협력과 금융

(finance)의 조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려는 노력도 해야 할 것이다. 

개발평가로부터 도출된 교훈은 현재 개발활동에 대한 우리의 접근방법을 형성하였다. 예를 들어, 에

티오피아에서의 평가는 영양 프로그램이 잘못된 대상-혜택을 받기에 너무 나이가 많거나 실제로 영

양부족이 아닌 아이들-을 선정했다는 점을 밝혔다. 이러한 평가 연구의 결과로 프로그램의 실행 방

법에 대한 중대한 변화를 불러 일으켰고 궁극적으로 수혜 지역의 보건분야에 대한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었다. 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한 평가는 지역의 새로 포장된 길을 따라 확산된 HIV/AIDS발병률 

증가와 같은 의도치 않은 영향에 대해 밝혀냈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보건상 위험요소들에 대해 대응하도록 하였다. 

개발평가는 개발협력 분야에서의 동향을 반영하고 또한 영향을 미치면서 계속 진보하고 있다. 방법

론과 수행절차는 주요 두가지 압력에 의해 발전되어 왔다. 하나는 개발효과에 대한 이해증진과 다른 

하나는 상호책임성의 향상이다. 평가 연구에 쓰이는 평가도구와 접근법들에 대해 논란이 뜨겁지만 

DAC는 유연하게 평가하는 것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보고 있다. 평가 방법은 평가시 의문점에 대해 

즉각 대답이 가능한 방식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평가는 정책과 프로그램의 결정에 있어 성공 요

인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원조 성과의 차이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12가지의 교훈은 평가가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하고, DAC를 넘어 파트너

국가를 포함한 여러 국가들이 그들의 개발프로그램을 전문화 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발활동의 평가: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12가지 교훈 7



우리는 우리 자신, 우리의 납세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개발협력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수원국 국민

들을 위해 우리의 정책과 프로그램이 반드시 개발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 이 발간물은 

평가가 개발협력분야에 어떻게 기여할 지에 대한 올바른 조언을 제공할 것이다.

Erik Solheim

OECD 개발협력 위원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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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과 책임성을 위한  
전략 프레임워크

무엇을: 정책결정자와 고위 관료는 정책결정 과정에 반영

할 만한 믿을 수 있고 독립적인 분석과 제언을 도출할 수 있

는 평가를 추구해야 한다. 평가는 기관이 효과적, 효율적으

로 목표를 달성하도록 돕고, 사업의 성공요인과 접근방식

을 밝혀야 한다. 관리자들은 자금의 지출을 승인하고 프로

그램을 설계하며 전략적인 방법을 설정함으로써 특정 맥락

에서 소기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

로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 강력한 입증이 불가능할 시, 이

해를 제고하기 위한 계획들은 평가의 착수단계부터 수립해

야 할 것이다(교훈 5 참조). 분야별 접근법이나 국별 전략을 포함한 전략 수립 또한 평가 결과를 참

고해야 한다.

왜: 평가는 정책 결정자들이 성과를 내고 위기를 관리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도

록 뒷받침 해주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정책 결정은 주어진 전 후 배경에서 특

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입증된 전략에 기반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러하듯 빈번하게 기존의 

방법이나 가정, 예를 들어 도시에서처럼 농촌 지역에서도 적용 될 것이라 믿는 것에 의존해왔다. 또

는 ‘더 많은 학교를 짓는 것이 교육 수준 향상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라는 단순한 예측에 의존하기

도 한다. 고위 정책결정자들은 회의론자들로부터 그들의 개발협력 프로그램을 방어하기 위하여 더

욱 강력한 증거를 필요로 할 것이다. 게다가 기관이 어떻게 개발 성과에 기여했는지에 관한 강력한 

증거는 재정긴축시기에 지출을 정당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물론 원조를 위한 자금이 증가될 경우 원

조 담당자들은 그들의 기관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 양쪽 모두를 이해할 필요는 있다. 증거에 기반한 

결정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되지 않으며 정부나 개인 차원의 변동에 따라 원조 프로그램이 

변화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개발협력 사업의 관리자들은 결정을 하기 위하여 그들 기관의 성공와 실패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

다. 모니터링, 성과 관리와 결과보고시스템은 여러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심도 있는 평가가 어떻게 

결과를 성취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설명해야 할 것이다.

교훈 1:  

증거에 기반한 

개발정책 결정의 

기틀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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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훈 1

어떻게: 개발협력을 관리하는 증거 기반 접근법(evidence-based approach)은 최고 품질의 증거를 

위한 지속적인 요구를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적시에 적절한 교훈 제공을 위한 준비도 필요로 한다. 

증거 기반 기관(evidence-based organization)을 설립하는 것은 정치, 문화 분야만큼이나 규정이

나 기관 설립(institutional set-up) 단계를 필요로 한다. 증거에 기반을 둔 정책결정은 협의와 함께 

기관이나 정부부처 고위 관리자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데, 이는 개발성과에 대한 책임성과 개발 사업

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정책결정자와 관리자 그리고 직원은 지식기반조직

(knowledge-based organization)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

다. 평가 부서(evaluation units)와 사업관리부서의 정기적 교류는 결실 있는 협의를 이루어내고 평

가 결과로 도출된 발견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환류를 이끌어 낸다. 

정책결정자와 고위관리자들은 

개발 성과에 대한 올바른 입증을 추구하는

 기관의 문화를 구축하는데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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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1. DAC 회원국의 경험*

미국과 호주, 영국 원조부처의 고위급 관리자들은 근거에 입각하여 기본적인 결정을 내리

겠다는 그들의 공약을 강조하는 강력한 정치적 선언을 발표하였고, 원조기관이 그들의 활

동에 대한 책임성을 가질 것을 촉구했다. 이는 구속성 자금(tying funding) 결정을 분명히 

하고 증거 기반 결정을 프로그램 기획에 기반하도록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덴마크 외교부

의 정책 결정자는 ‘2012년 개발협력 전략(Denmark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12)’

에 “증거 문서의 첨부 및 평가 및 성과를 위한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강화”하겠다는 확약을 

포함시켰다. 또한 인권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새로운 전략을 세우기 위하여 평가의 결과

를 강조하였다. 

캐나다와 스페인의 평가책임자는 고위급 의사결정위원회에서 자문위원 역할을 수행하며, 

자체적으로 재무부에 내각 또는 의회에 각서를 제출하듯 정부의 의사결정 절차와 문서에 

증거를 반영할 수 있다. 네덜란드의 독립된 부서인 평가실(Evaluation Office)은 평가결과

를 국회에 바로 보고하고 있으며 이는 고위관리자로 하여금 평가 결과에 주목하게 만드는 

강력한 동기로 작용한다. 2012년에 아일랜드는 아일랜드 원조 전문가의 에티오피아와 스

와질랜드 방문에 맞추어 국가 차원의 평가를 기획하여 평가 근거에 대하여 알릴 수 있는 좋

은 기회를 제공하였다. 룩셈브루크 개발협력부는 국회에 제출하는 연례보고서에 평가 결

과를 반영한다. 노르웨이나 다수의 다자은행의 경우와 같이, 평가 부서의 개발기획회의 참

여는(국가별 팀 또는 수행부서) 지식 공유의 기회를 제공한다. 

* 이 사례들은 DAC 동료검토와 DAC 개발평가네트워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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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에 대한 올바르지 못한 이해는 

목표 설정에 실패하며 원조효과를 떨어뜨려

원조 품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 

이는 금전적인 손해일 뿐만 아니라, 

빈곤과 소외로 인해 고통 받으며 

원조가 절실한 전 세계의 사람들이 

생명과 생계수단을 잃을 수 있는 문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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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강력한 학습문화를 갖고 있는 기관은 보다 큰 영향력

을 갖고 더욱 유연하며 실패할 확률이 적은데, 이는 개발협

력분야도 마찬가지이다.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적응하며 끊

임 없이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장려하는 개발기관의 태도

는 그들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

다. 그러므로 정책결정자와 고위관리자들은 개발 사업 결과

에 대한 올바른 입증을 요구하는 조직문화를 만드는 데 힘써

야 한다. 학습 문화는 우리의 유일한 실패가 학습의 실패임을 

상기시키며 혁신과 위험관리를 장려한다.

학습 문화는 평가 시행뿐만 아니라 개발협력의 모든 측면에서 평가적 사고를 채택하는 것이다. 이것

은 성과 중심적이고 가장 최선의 가능한 근거를 바탕으로 결정을 두는 것과, 증거의 차이를 밝히고 

이를 좁히는 것과 관련이 있다. 뿐만 아니라 예측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어떤 특정한 맥락에서 무엇

이 효과적인지 아닌지, 왜 그러한지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열어두는 것과 관련이 있다.  학습문화의 

핵심은 개발결과를 개선하기 위한 끈질긴 추진력에 있다. 

왜: 개발은 복잡한 사업이고 아직도 많은 분야에서 지식의 격차가 상당하다. 많은 사례에서, 어떤 특

정한 접근법이 제일 최선일 것이라고 완전히 확신하기 어렵다.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실시한 실험

은 어떤 접근법이 최선인지 그리고 어떤 상황적 요인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결과를 성취하는데 중요한

지 알아낼 수 있다. 평가는 이러한 연쇄적 학습에 있어서 중요한 연결고리가 된다.

학습 문화는 직원들과 관리자들의 사기를 높이고 실패와 성공을 연구함으로써 교훈을 얻게 한다. 만

약 직원과 관리자와 정책 결정자들이 예측들을 실험해보거나 다른 시도를 하지 않을 경우, 평가 결

과와 제언 사항들은 무시되고 실패는 되풀이 된다. 성과에 대한 올바르지 못한 이해는 목표 설정에 

실패하며 효과를 떨어뜨려 원조를 품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 이는 금전적인 손해일뿐 만 아니라 빈

곤과 소외로 인해 고통 받으며 원조가 절실한 전 세계의 사람들이 생명과 생계를 잃을 수도 있는 문

제가 된다. 

어떻게: 지속적으로 학습을 통해 발전을 지향하는 문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평가, 연구 및 수행결과

에 따른 정보를 사용하고 배우도록 독려하는 제도적이고 개인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학습을 장

려하는 조직의 문화를 만드는 것은 단순히 규정과 정책을 바꾸는 것 이상을 요구한다. 이것은 반드시 

직원의 동기 유발 및 리더와 책임자 양성, 정부 기관 또는 부처의 결과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이끌

교훈 2: 

개발협력에서의 

학습 문화 조성

개발활동의 평가: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12가지 교훈 13



어 내도록 하는 비전의 개발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관리자들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 위험을 감

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들은 직원들이 그들의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을 추후에 활용할 수 있도

록 장려해야 할 것이다. 평가의 결과는 항상 긍정적이지만은 않아서 개발협력 활동의 효과적이지 않

은 프로그램이나 예상치 못한 피해에 대해서 밝혀내기도 한다. 책임자들은 평가적 접근법을 받아들

이는 것이 원조 지출에 관한 개인적 책임과 더불어 전체 개발협력 프로그램의 신뢰성에 관한 상당한 

위험을 수반한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정책 결정자들은 우리가 위험을 피하고 효과적으로 대

처하는 것이 모든 경우에 가능하지는 않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벨기에 사례로부터 도출한 학습을 강화하기 위한 5가지 학습 모형은 다음과 같다(Kliest et al., 2010). 

 

•	 기관의 모든 레벨에서 정책입안 및 전략적 기획과 평가의 통합

•	 지식 관리를 위한 중요 매개체로 평가를 활용

•	 고위 관리자가 학습 지원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고 평가 결과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

적인 측면을 모두 받아들인다는 긍정적인 “tone from the top” 구축

•	 학습 문화(다른 기관이 시행한 평가로부터의 교훈을 포함)가 기관의 일반적인 업무지침이 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개발과 시스템을 강화

LESSON 2

학습과 성과에 초점을 맞춘 영국 원조

2011년, 영국의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영국원조에 대한 영향 평가와 조직 전체의 학습을 장려하고 

강조하기 위한 여러가지 변화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국가별 팀을 포함하여 국제개발청(DeFID) 전체의 

평가역량 강화가 이루어지고 개발효과에 대한 독립위원회가 신설되었다. 이에 따라, 국제개발청 

장관을 포함하여 고위급 정치인사의 지지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주요 우선순위에 대한 책임성을 

증대시킬 수 있었다. 새로운 입증 방법은 각각의 직원들이 스스로의 평가분야의 경쟁력을 측정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또한 해외사무소를 포함한 전 직원들이 평가 자격 요건을 취득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 밖에도 사업승인에 앞서 국가별 프로그램(country programs)은 프로그램 설계를 

뒷받침하는 가정, 논리와 증거를 설명할 수 있는 비즈니스 사례(business case)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출처 : York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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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2. DAC 회원국 사례

미국의 MCC(Millennium Challenge Corporation)와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은 명확

하게 평가를 설명할 수 있는 프로그램 설계팀(또는 관리자)과 프로그램의 제안에 기반을 둔 

증거를 요구하는데, 이는 전 직원들이 학습 계획에 대해 고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다. 다른 국가들 또한 열린 토론과 학습을 장려하기 위해 워크숍, 세미나, 점심시간을 이용

한 교육이나 평가 발견사항에 관련한 사후 토론 또는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기관 내외부적으로 평가 보급과 평가 지식 사용을 향상시키기 위해 캐나다 국제개발청

(CIDA)은 2013년에 “CIDA Learns: Lessons from Evaluation”이라는 새로운 보고서를 

발간하였는데, 이는 각기 다른 주제들로 분류된 평가 보고서의 샘플에서 도출한 주요한 교

훈을 제공하고 있다. 포르투갈은 관련된 전체 부처에 소속된 직원들이 개발협력 시스템 전

반에 걸친 평가 문화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는 평가가 긍정적인 효과를 가

지고 있으며 프로그램의 관리에 있어 보편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핀란드는 매년 평가의 날을 개최하여 외교부 전체의 직원들이 평가결과에 관심을 갖고 활

용도를 높이기 위한 평가훈련을 실시한다. 매년 노르웨이 재정관리부는 정부자산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한 정부기관에게 학습을 장려하기 위하여 상을 수여하고 있는데 2011년

에 노르웨이 개발협력부(NORAD)가 평가의 활용에 대한 부분을 인정받아 수상하였다. 현

재 NORAD는 개발협력 분야에서 평가결과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외교부를 통해 유사한 

상훈 제도를 신설하여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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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좋은 개발평가는 기관의 목표와 개발 성과에 대한 정

의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개발평가의 역할은 

개발 활동의 적절성, 효과성, 효율성, 영향력 그리고 지속가능

성에 대한 신뢰할만한 독립적인 근거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다. 이 정보들은 개발 성과의 도출과정, 프로그램 설계와 관리

의 강화, 정책결정자에게 정보제공에 관련한 학습과 시험 이

론(test theories)을 장려하기 위해 사용된다. 평가는 좋은 증

거에 대한 개발정책결정자들의 요구와, 직원과 관리자들의 더 

나은 프로그램과 전략을 수립하고자 하는 요구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한다. 평가는 재정의 결정에도 영

향을 미친다. 자금의 배분은 프로그램이나 정책의 성공가능성 여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평가는 정부와 개발 협력기관이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만든다.

왜: 강력한 평가 정책은 학습 문화 조성의 기반이 되고(교훈2), 근거에 기반한 정책결정을 장려한다. 

정책결정자, 관리자, 직원 및 파트너국가 모두 개발협력 수행에서의 평가의 역할을 이해한다면 평가

의 품질, 평가에 대한 관심 및 수행은 강화될 것이다. 이러한 이해가 없다면, 이해관계자들은 평가를 

그들의 업무를 위한 가치 있는 지원이 아닌 업무부담으로 받아들이며 부정적으로 간주할 수 있는 위

험이 있다. 평가 정책은 또한 기관 내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밝히고 감사, 연구, 수행성과 모니터

링과 같은 다른 기능들과의 유기적인 연계성을 설명해 준다. 

또한 강력한 평가 정책은 개발기관이 성과에 집중하게 하며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주의를 환기시킨

다. 개발원조의 성과를 이해하고 경험으로부터 학습하려는 합의된 노력은 원조의 예산이 투명하게 

쓰이고 있음을 대중에 재확인시켜준다. 

어떻게: DAC회원국은 2010년 검토에서 모든 DAC회원국이 평가의 역할과 주요 시행 절차를 명확

하게 할 공공의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OECD, 2010a). 회원국의 70%는 평가에 대해 겨우 한가지

의 정책 규정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주제별, 국가별 수준의 평가를 담당하는 독립된 중앙 

평가부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평가 중심 부서는 기관 또는 행정부처가 전반적으로 얼마나 효과적

으로 개발성과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기관이 평가의 기능을 어떻게 설정하였더라도, 평가는 신뢰할 만하고 투명해야 한다. 평가에 대한 정

책은 신뢰성이 있고 이해관계자가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할 만한 단계별 평가 절차를 설정해야 한다. 

신뢰성은 평가의 독립성의 정도와 평가자들의 전문성에 달려있다. 또한 신뢰성은 평가가 정책의 성

교훈 3: 

개발평가의 

명확한 역할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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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SON 3

공뿐만 아니라 실패 또한 보고해야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투명하고 독립적인 절차는 정책결정자와 

관리자들이 독립적으로 자체 평가를 실시할 때 발생 가능한 이해관계의 분쟁을 막는다.   

평가 정책은 기관의 명확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관련 정책 및 법안과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야 한다. DAC의 개발협력 평가원칙(OECD, 1991)은 평가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주요 사안들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평가 정책은 반드시 어떠한 종류의 프로그램과 정책이 얼마나 자주 또한 누구에 

의해 평가되어야 하는 지를 설명해야 하며 국가 주도의 평가(교훈9)와 다른 기관 간의 공동평가를 지

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교훈 8).   

기관이 평가의 기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와 관계없이 

평가는 신뢰할만하고 투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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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3. DAC 회원국의 경험들

스위스, 호주, 오스트리아의 평가 정책은 평가를 여러 종류로 분류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평가 전담기관에 권한을 위임하고 개발기관 내에서 평가의 역할을 제시한다. 덴마크의 종

합 평가 정책은 (2012년 업데이트) 평가의 목적을 밝히고, 평가부서를 외교부 내의 독립

된 전문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평가정책은 불합리한 간섭으로부터 평가 절차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스웨덴, 영

국, 독일은 독립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발기관 외부에 독립된 평가조직을 설치하

였다. 많은 기관들이 의회, 고위급, 감독관 또는 정책 위원회로(다자기구의 경우 이사회로) 

직접 보고함으로써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이탈리아와 포르투갈의 평가 부서는 장관에 직

접 보고하고, 호주의 개발효과부서는 세 명의 외부 인사와(의장 포함) 한 명의 내부 대표자

로 구성된 독립된 평가 위원회로부터 감독을 받는다. 아일랜드 외교부 감사위원회는 아일

랜드 원조 감사와 평가 기능에 대한 독자적인 견해를 제시하고 연간 평가 계획을 검토한다. 

위원회는 6명의 독립된 구성원(민간인사 4명, 퇴직 공무원 2명)으로 조직되며 부서의 사

무국장에게 바로 보고할 수 있다. 연간 보고서는 또한 대중에게 공개된다. 마찬가지로 독일

의 평가 부서인 경제협력 및 개발 연방부서(BMZ)는 사업시행 부서들과 매우 가깝게 협력

하며 평가에 관한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심의하지만(교훈 6), 최종적으로 무엇을 평가할

지에 대한 결정은 평가부서장이 하게 된다. 이것은 평가가 고객 중심이며 독립적이고 믿을 

수 있음을 확신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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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회원국은 자원의 부족, 특히 인적자원의 부족이

평가보고서의 품질의 주요 장애물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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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평가의 전달

무엇을: 원조 기관이 평가에 대한 신뢰성 있는 근거를 창출

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인적 자원과 재정지원

이 필요하다. 이것은 평가의 설계와 시행을 위해 전체적인 

평가의 역할을 강화하고 수행부서의 운용 능력을 기르며 지

식관리 및 평가결과의 환류를 통한 교훈을 확산시키는 과정

을 포함한다. 인적자원은 자금의 투입만큼이나 필요한 부분

이다. 평가를 수행하는 인력은 반드시 전문적이며 사업과 사

업결과 평가에 적절한 방법(교훈 7)을 사용할 만한 능력을 갖추고, 평가과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왜: 개발기관이 개발협력사업의 품질개선을 도모하고자 한다면, 그에 맞는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

다. 적절한 자원의 부족은 평가기관뿐만 아니라 더 넓은 개념의 학습 문화와 기관 전체의 효과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 평가는 효율성과 영향력을 높임으로써 예산을 줄이는데 기여하기

도 하므로 재정지원은 반드시 지출만이 아니라 이익의 한 부분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교훈 12 참고)

더욱 엄격한 영향 평가, 파트너 국가와의 더욱 협조적인 평가의 진행, 통합적 개발 성과와 발견사항

의 취합을 위한 보고서 작성과 같은 평가기관에 대한 새로운 요구들은 자원의 활용에 중요한 영향

을 미쳤다. DAC는 자원의 부족(특히 인적자원)이 평가 보고서의 품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

다. 이는 파트너 국가들과의 공동평가를 활성화하는데 가장 심각한 장애요인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OECD, 2010a).

어떻게: 프로젝트나 프로그램 수준의 평가들은 평가를 위한 프로그램 예산의 한 부분으로 할당되어 

지원받을 수 있다. 그 동안 프로그램 단위에서 전체 재정의 어느 정도를 모니터링과 평가에 지원해

야 적합할 지에 대해 상당한 논란이 있어 왔다. 여러 기관들은 고정적으로 1%에서 3%정도로 대략

적인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다. 또한 재정지원은 전략 평가와 기관의 효과성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

도 필요하다. 이러한 사항들은 어느 정도 임의성을 지니는데, 가령 경제에 관련한 전략 목표에 부합

하는 평가를 위한 적합한 자원이 제공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등의 의문점이 있

을 수 있다. 조달절차는 평가에 대한 효과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전략적 목표를 가능하게 할 수 있도

록 검토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공동평가를 위한 자금을 모으거나 외부의 전문가를 고용함으로써 전

략적 목표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교훈 4: 

적절한 자원과 

목표의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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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를 위한 충분한 재정을 확보하는 확실한 방법 한 가지는 다자개발 은행의 경우와 같이 중앙 평가

부서를 위한 재원을 보호하는 것이다. 전략적 차원에서 DAC 회원국의 중앙 평가부서는 평균 약 240

만 달러의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ODA의 평균 규모의 0.16% 정도이다(OECD,2012a). 직원 

수와 예산의 규모가 큰 평가부서 일수록  반드시 연간 더 많은 평가를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할당된 

평가가 어떠한 것이든 요구되는 비용과 인적 자원의 공급은 평가의 범위, 목적, 자료 요구 및 방법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평균적으로 DAC 회원국의 중앙평가부서는 평가 담당 직원 일인당 연간 두

세 건의 전략 평가를 수행한다(Ibid). 일부 평가부서는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한 자체 연구를 수행하기

도 하며, 반면 다른 곳들은 외부의 전문가와 평가계약을 맺기도 한다. 연구 센터, 대학 또는 민간 기업

으로부터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는 것은 부서내 전문성의 간극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외부로부터 

도출된 정보, 연구 및 평가를 활용하는 것은 또한 경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LESSON 4

Box 4. DAC 회원국의 경험

평가를 위한 인적 자원 pool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부의 DAC회원국은 Help-desk 기능

을(중앙평가부서에 있거나 외부전문가에게 하청을 주는 방식으로) 두고 있다. 미국은 웹

사이트를 기반으로 직원의 모니터링과 평가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는 학습툴을 운영한다. 

영국은 평가에 대한 전 직원의 평가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 기관 수료 과정을 통하여 직

원 역량 강화를 진행하고 있다. 2011년, 일본 외무성의 평가부서는 외부 평가 전문가를 고

용하여 전문적 기술을 기관 내에 보급하였다. 

뉴질랜드 또한 전문적 개발 프레임워크를 신설하여 직원들의 모니터링과 평가 기술 능력

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많은 공여국들은 기관 내외에서 평가 역량을 강화하

기 위하여 평가 교육 프로그램에 투자하고 있다. 

22



무엇을: 평가는 단독적인 과정이 아니다. 평가 운영 시스템

은 평가 대상들이 사업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표상의 데이

터와 정보를 제공하므로 개발사업과 유기적 관계를 가진

다. 효과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사업 수행 시 기획단계

에서 의도했던 결과를 보여주는 측정 가능한 지표들이 있어

야 한다. 프로그램의 설계, 모니터링, 수행 성과와 지식관리 

시스템은 평가를 보완하여 보다 품질이 높고 효율적인 평가

를 이끌어 낸다. 

왜: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검증된 프로그램은 원조가 바람직한 영향력을 갖게 하고, 좀 더 쉽고 적

은 비용 평가를 할 수 있게 한다. 기관의 성과관리 역량은 의도된 성과를 정확히 달성할 수 있는 프로

그램의 기획, 결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는 능력에 달려있다. 대다수의 프로젝트와 프

로그램들을 모두 평가하는 것은 그것들이 과거에 기획되었거나 실시되었기 때문에 제대로 평가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 예를 들어, 많은 사업이 진행될수록 원래의 목적과 잘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이 있

다. 위험요소는 정확하게 확인되거나 측정되어 있지 않고, 사업수행에 관한 이론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또한 적합한 지표들이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거나, 기초자료조사의 생략, 대표적인 표본 추

출이 없는 등의 문제도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 설계와 수행에서의 문제점으로 인해 평가 연구는 성과

(outcome) 또는 영향력(impact) 단계에서 성과에 대해 충분히 보고할 수 없다. 평가의 기획단계에

서 추가적인 시간의 확보나 비용증액이 있다면 이러한 차이(gap)는 줄일 수 있을 것이다.  

HOW: 많은 기관들이 프로그램의 기획 과정에서 개발의 목표를 제대로 정의하고 명확한 프로그램 

설계도를 그리며, 순조로운 모니터링과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있

다. 이러한 점들을 프로그램 승인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교훈 5: 

프로그램 설계 

및 경영 관리 

시스템의 강화

미주 개발은행(IDB)의 평가성 제고 

평가성(Evaluability)은 어떤 개발사업의 수행이나 프로그램이 신뢰할 만한 방식으로 평가되는 정도를 

뜻한다. 평가성은 개발활동이 그 목표를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으며 결과가 검증될 것을 요구한다. 

2005년부터 미주 개발은행의 평가실은 평가기준이 프로젝트 승인 시 적용될 것을 권장하였고 2010

년도에는 이를 의무화하였다. 미주 개발은행은 현재 이를 시행하고 있으며 평가실은 매년 평가성 

사정을 수행한다.

출처 : IDB Office of Evaluation and Oversight(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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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SON 5

Box 5. DAC 회원국의 경험 

뉴질랜드는 직원들의 평가수행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또한 어떤 방법으로 각

각의 사업이 수행되었거나 수행되고 있는지, 어떤 요소가 필요할지, 그리고 어떠한 교훈을 

얻었는지에 대해 문서화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모니터링과 평가 성과에 대한 필요조건들

을 충족하기 위해 500만유로가 넘는 비용을 들여 모든 프로그램을 감시한다. 스웨덴과 다

른 국가들은 결과, 산출물, 절차 지표들을 정의하는 것을 포함하여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논

리모형을 사용하고 SMART 목표 (Specific, measurable, achievable, realistic and time 

bound)를 밝히고 있다. 다른 방법으로는 매년 프로그램의 품질을 보고서 표제어에 포함시

켜 관리자들이 프로그램 설계에 대한 감독의 수월성을 높이고 있다. 

(The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IDB) scales up evaluability 참조).

 대다수의 프로젝트와 프로그램들을 

모두 평가하는 것은 

그것들이 과거에 기획되었거나 

실시되었기 때문에 

제대로 평가 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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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훈 6: 

적합한 

평가질문 및 

결과에 대한 

예측

무엇을: 정책결정자와 프로그램 관리자들이 어떠한 질문이 평가

를 대변할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예상하는 것은 중요하다. 평가

는 도움이 되는 투입이라고 볼 수 있지만, 평가 자체로는 개발기

관들이 직면한 학습과 책임에 대한 모든 문제를 풀기 어렵다. 게

다가, 항상 모든 것이 평가될 필요는 없다. 평가 주제는 명확하게 

밝혀진 필요와 기관의 전반적인 전략적 경영과의 연계성을 기반

으로 선택되어야 한다. 

왜: DAC 회원국들은 다른 파트너 기관들과 협력하여 더욱 복잡

하고 장기적인 목표를 추구한다. 공여국의 개별적 개발활동이 

단순한 방법으로는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다. 또한 아직까지 개발협력 기관들은 공적개발원조(ODA)

의 성과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엄청난 압박 속에 있기도 하다. 많은 기관들은 재정적 지원을 받기 위

하여 상당한 수준의 성과에 대한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있으며, 영아 사망률의 감소와 같은 산출물을 

특정 활동과 연결 짓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단돈 1달러의 투입조차 성과가 있었다는 결과를 보여

주려는 시도가 만연하다. 이러한 점은 종종 평가자가 비현실적인 예상을 하게끔 한다. 

평가기관은 비현실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불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영아 사망률의 변화와 같은 영향

력을 상당한 수준으로 수행하도록 요청 받는다. 이러한 평가에서 보고된 산출물과 영향력은 아주 미

약한 수준이거나 실제로 진행된 공여국의 활동과는 연관성이 낮다. 최악의 경우, 이러한 평가 결과는 

마치 공여국이 외부와 단절되어 활동하는 것처럼 수여국 정부의 역할이나 민간부문 혹은 시민사회단

체의 역할을 개발의 광범위한 맥락에서 완전히 제외시켜 버리는 결과를 나타낸다. 

어떻게: 정책결정자들은 주기적으로 평가 및 관련 연구, 그리고 운영 관리에 관한 데이터에 관여해야 

할 것이다. 평가계획 수립에 익숙해 지거나 평가 부서장을 만나 전략적 목적과 기관의 우선순위에 대

하여 회의를 하는 등의 활동을 예로 들 수 있다. 고위 관리자는 신뢰할 수 있는 종합적 결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명확한 정책과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 평가 부서와 협력하여 전체적인 결과 보

고에 도움이 될 만한 평가를 시행해야 할 것이다. 공여국들은 국가 차원에서의 개발 성과들을 얻기 위

해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해야 한다. 이를 통해 파트너 국가들이 국가적 수준에서 성과를 얻기 위한 다

양한 요인들을 기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게 된다. 그들은 이러한 폭넓은 개발 과정의 맥

락상 공여국이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 그들 스스로에 대한 평가에 집중하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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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부서는 프로그램 설계 및 프로그램 시행의 전 과정에서 경영진과 직원들이 함께 일하면서 그들

이 평가로부터 무엇을 기대할 수 있고, 어떠한 방법으로 성과에 대한 신뢰할만한 정보를 도출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상되는 사업 평가의 결과는 반드시 적절한 프로그램의 

자원배분과 조화되어야 한다(교훈 4).

개발협력 프로그램의 관리자들은 평가 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관심사항에 대한 전략적 질문들을 

찾고, 이를 알아내기 위한 연구 주제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 평가 기관은 매우 중요한 주제, 분야 및 

정책적 이슈를 선정하고 가장 학습 가능성이 높은 평가 주제에 집중하는데 차등적 우선순위를 두어

야 한다.  집중적 평가를 위한 노력의 한 방법으로 기관 또는 부서가 거짓말을 할 위험성이 어디에 있

는지를 밝히고, 평가 노력을 가장 위험성이 높은 분야에 집중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정보가 매우 적

지만 크고 예산이 많이 드는 프로그램이나 새롭고 혁신적인 프로그램들에 집중하는 것이다. 다른 접

근 방법으로는 프로그램 정책 변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기반을 두고 시작하여 (교훈 1) 이러한 

필요로부터 평가 주제를 도출하는 것이 있다. 

LESSON 6

Box 6. DAC 회원국의 경험 

노르웨이와 오스트리아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평가 기관은 그들의 평가 프로그램을 결정할 

때 직원과 사업관리자들에게 폭넓게 자문을 구한다. 이는 평가가 이해 관계가 있는 적절한 

주제들을 다루는데 있어 도움이 된다. 독일과 유럽 연합, 세계 은행 및 다른 기관들은 정책 

결정자들에 의한 구체적인 요청에 의하여 또는 증거 차이에 대해 밝히고자 최근 분쟁 및 취

약국가 개발 협력 활동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핀란드, 아프리카 개발은행 및 스웨

덴에서는 고위급 정책결정자가 평가 업무를 위임 받아 (평가성 연구, 기존의 증거 검토 및 

정책 단계에서의 평가를 포함하여) 성 주류화, 거버넌스   및 인권에 대한 전략적 우선순위

를 두고 개발협력 프로그램이 실시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2008년에는 주식(staple 

meal)에 대한 가격 상승 및 식량 안보에 대응하는 방법을 찾기 위한 열띤 논의에 발맞춰 프

랑스 정부는 자체적으로 식량원조정책과 식량원조기구에 대한 평가를 처음으로 실시하여 

개혁 의지를 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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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평가는 반드시 적합한 연구와 통계상의 분석 방법을 통

해 평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고, 적절성, 효과성, 효율성, 영

향력 및 지속가능성에 기준을 두고 개발활동을 평가해야 한다. 

여기에는 다양한 평가 방법과 접근 방법이 있다. 보아야 할 결

과를 설정한 평가의 목적과 범위는 어떠한 평가방법을 사용해

야 가장 적합한 평가 가 될 수 있을지를 결정할 것이다. 평가는 

사전 평가, 중간 평가, 메타 평가, 사후 평가 및 참여적 평가로 

구분되어 있다. 

왜: 모든 개발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가장 좋은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경험에

서 밝혀졌듯이, 평가 방법이 우리가 알아내고자 하는 평가의 질문, 배경 및 평가 될 프로그램과 가

장 잘 맞았을 경우 평가는 매우 유용해진다. DAC 개발평가 품질 기준 (DAC Quality Standards 

for Development Evaluation, OECD, 2011a)은 평가 방법을 각각의 평가에 대해 가장 잘 맞는 

것으로 유동적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가장 적합한” 방법은 유용하고, 적절

하고, 신뢰할만한 증거를 가장 잘 도출할 수 있다. 지나치게 엄격한 접근 방법은 비판적인 사고를 

방해할 수 있다. 

어떻게: 대부분의 OECD DAC 회원국들은 평가 도구와 평가 방법의 범위에 대한 지침이 되는 여러 

평가 가이드라인이나 매뉴얼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평가의 도구와 방법은 평가의 여러 목표들 사이

에서 바뀔 수 있다. 잠재적인 사용자들은 평가 방법의 선택이 필요에 부합하는 정보를 가져다 줄 것

인지에 대해 자문을 받아야 한다. 공여국은 평가방법과 접근방법을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주제를 이

끌어내고 있다. 

교훈 7: 

올바른 평가 

도구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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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7. DAC 회원국 경험 

독일은 2011년 평가의 효율성에 대한 접근 방법을 검토하여 각기 다른 접근 방법에 대한 

tool-kit(도구 세트)을 제공하였다. 유럽연합의 집행기관(European Commission)은 국가 

차원의 전체 및 분야별 예산 지원이 어떻게 개발 활동의 산출물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을 하기 위한 평가방법론을 개발하는 데 앞장섰다. 접근 방법은 튀지니, 잠비아 및 말

리에서 시범 운영되었고, 현재는 다른 국가에서도 예산지원 평가를 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The Network of Networks on Impact Evaluation guideline on Impact Evaluations 

and Development (NONIE, 2009)는 개발활동 영향 평가에 관한 핵심적인 개념 및 방법

론상의 이슈에 대해 윤곽을 제시하고 있으며 유용한 자료로 쓰여진다. 증거 기반과 평가 방

법을 강화하기 위해서 많은 DAC 회원국과 다른 정부기관들은 영향평가 및 그 검토를 재

정 지원하는 영향평가를 위한 국제적 이니셔티브(3Ie)를 지원한다. 세계 은행 그룹은 다수

의 공여국의 전략적 영향평가 기금을 통하여 빈곤을 근절하는 프로그램의 영향평가 연구

를 지원하고 있다. 

LESSON 5

분쟁 및 취약국을 위한 평가 접근법의 향상

분쟁 및 취약국가에 대한 교훈과 책임성에 대한 맞춤형 접근을 위해 DAC는 2006년 개발 평가 

가이드라인의 이니셔티브를 시작했다. 개발평가 네트워크와 DAC 분쟁 및 취약국가 국제 네트워크 

(The DAC International Network on Conflict & Fragility)는 해당 이니셔티브를 협력하여 

진행하였다. ‘Evaluating Peacebuilding Activities in Setting of Conflict and Fragility: Improving 

Learning for Results (OECD, 2012)’는 평가와 학습의 지원으로 수행성과를 향상시키는 제언을 담고 

있다. 여기에서 평가와 기초적 우선순위를 위해 단계별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이러한 

배경에 적합한 효과적인 평가 방법론을 채택하기 위함이다. 현실적인 사례와 복합적인 테스트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프가니스탄, 스리랑카, DR콩고의 평가사례도 포함되어 있다.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공여국과 파트너 국가, 시행기관 간의 환류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분쟁에서부터의 보호와 함께 

평화구축을 위한 개발의 질을 증진시킨다.   

출처 : kennedy-Chouane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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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평가에는 평가 주제와 밀접하게 관련있는 국가의 이

해관계자, 정부, 다른 개발원조의 제공자, 수혜자 및 비정부 기

관 활동가들이 참여해야 한다. 평가는 공동으로 수행되거나 다

른 평가의 파트너들이 관리 혹은 조정의 역할로 참여하는 방식

으로 진행될 수 있다. 다른 협력 방법으로는 정보, 보고서 또는 

배경 분석 자료를 나누고, 평가 결과의 통합 및 메타 평가와 동

료 검토를 의뢰하거나, 공동으로 개념 정의 및 방법론을 개발

하는 것 등이 있다. 

왜: 원조효과성을 위한 파리, 아크라 및 부산 선언문은 평가에 있어 협력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파트너 국가들과 좀 더 긴밀히 작업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DAC 회원국들은 자체적으로 평가의 방

법을 조화시키고 국가의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려 노력하고 있다(교훈 9). 개발 협력이 보다 공동의 

전략을 가지고 파트너국가 주도의 개발 이니셔티브에 의한 공동 자금 조달을 지향하기 때문에, 평가

는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한다. 

 

OECD DAC 규범과 표준에 따르면 공동 평가는 공동 재원이 제공되었을 경우와 다른 종류의 원조

보다 필수적으로 우선 제공된 원조의 경우에 필수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한다. 오랜 시간 동안 공동 

수행의 증가는 다방면에 걸쳐 조직되지 않은 평가와 현장 답사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었고, 특히 파

트너 국가들의 부담이었던 행정업무 비용을 줄여주었다. 협력은 서로의 학습에 있어 필수적이며 

특히 고차원적 개발 성과를 이해하는데 매우 효과적인데, 공동평가가 더 넓은 범위를 다뤄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높은 수준의 정치적 위험 또는 폭력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공동 평가는 개

별 정부들을 정치적 반발에 대해 보호하고, 한 개의 공여국 평가 보다 좀 더 신뢰성 있는 결과를 이

끌어 낼 수 있다. 

평가는 전략적 목표에 대해 토론하고 합의점을 찾아가는 기회를 주는 동시에 개발협력 및 공유된 결

과에 대한 접근 방법에 대해 비판적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파트너들과 협력하는 첫 단계로서 유용하

게 활용될 수 있다. 기획과 평가 수행에서의 협력은 상호 책임성에 대한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목

표가 되는 수혜자 및 지역 파트너들로부터 나온 증거 수집은 평가 분석을 정확하게 현장의 사실관계

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교훈 8: 

협력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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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개발협력 파트너십(예를 들어 공동원조전략 수립 또는 합의 각서 체결)을 포함하는 문서들은 

공동 평가에 대한 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다른 방법으로는 공동 평가를 위한 이니셔티브를 평가 전략

의 요구 조건으로 만드는 것이 있다. 절반 정도의 DAC 회원국의 평가 정책은 현재 명시적으로 다른 

국가들과 공동평가를 위한 의무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OECD, 2010a). 

DAC 개발평가 네트워크는 회원국들이 평가 계획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개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

고 있으며 회의에서 자주 공동 평가에 대한 비공식적인 의견 교환을 하도록 한다. 공동평가 관리에 

대한 DAC의 지침(The DAC’s Guidance on Managing Joint Evaluation, OECD, 2006) 은 관리

자들을 위해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한다. 예를 들면 대규모의 공동 평가에서 참고인 또는 운영 위원

회는 주요 사안과 접근 방법에 대하여 합의점에 도달하기 위해 운영 가능한 방법 내에서 업무를 위

임하여 다양한 파트너를 포함시킬 수 있다. 협력이 어려울 경우, 평가 관리자들은 하나의 기관(또는 

파트너 정부의 부서)이 이끄는 것으로 결정하여 다른 국가들은 투자만 하되 업무에 참여하지 않도

록 정할 수 있다.  

 

LESSON 8

남수단의 평화구축을 위한 지원에 대한 공동평가

2010년, 남수단의 평화구축을 위한 주요 공동평가에 이제 곧 독립정부가 될 남수단의 대표자들과 함께 

많은 개발 협력 파트너들(대부분의 주요 공여국들이 포함)이 참여했다. 남수단의 재정경제기획부에 

의해 평가 기간 동안 평가팀과 소통하고 감독할 참여 집단들도 만들어졌다. 이 그룹은 또한 정부 기관, 

공여국과 원조 기관, UN, 공동 공여국 팀 및 NGO 포럼 사무국의 대표들과도 협력한다. 

이 공동평가는 분쟁 예방과 평가구축에 관한 지원은 부분적으로 성공했지만 상당 부분 목표달성에 

실패했다고 결론지었다. 공여국의 전략은 폭력에 대한 주요 원인을 완벽하게 고려하지 못하고 

기본 서비스에 지나치게 집중한 반면 안전, 치안 유지, 법치와 같이 국가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들은 

상대적으로 미약하게 다루어졌다. 남수단의 분리독립을 준비하기 위한 원조는 불충분했고 특히 

주인의식과 조화에 대한 존중과 같이 소위 “우수 사례”라고 불리는 것들이 지나치게 많이 사용되는 

바람에 정말로 필요한 분쟁 국면의 전환에 대한 깊은 지식과 분석을 놓쳤다고 밝혔다. 이 평가는 

공여국들이 남수단의 독립 이후 지원 방식에 변화를 주도록 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었다.

출처 : Bennett et al. (2010)

30



Box 8. DAC 회원국의 경험 

일본과 뉴질랜드는 대부분의 프로젝트 평가를 파트너 국가의 정부와 공동으로 진행한다. 

스웨덴은 2011년 부패근절노력에 대한 검토를 포함하여 많은 공동 평가를 이끌거나 참

가하였고 공동 프로그램을 확장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였다(SADEV, 

2008).  벨기에는 평화구축에 대한 지원 검토를 위해 양자 및 다자간 공여국과 파트너 정

부와의 광범위한 연합체를 총괄하였다. 영국은 개발 커뮤니티를 위한 서비스의 일종으로 

주요 연구 이니셔티브를 지원하여 중요한 개발 의제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내놓았다. 

2010년 아이티 지진 이후, 아일랜드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및 영국이 주도하는 국제 파

트너 그룹은 다른 평가에서도 재차 쓸 수 있는 상황분석을 제공하였고 포트토프랭스(Port-

au-Prince)에 있는 평가 지원 부서에 재정을 지원하여 협업, 역량 강화 및 현지 답사를 위

한 활동을 지원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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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를 통해 증거를 찾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국가의 역량은 원조기금을 

효과적으로 집행하도록 만들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공공정책이 

좀 더 효과적으로 빈곤을 근절하고

경제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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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공여국은 원조효과성에 관한 파리선언 및 아크라 

행동계획 및 부산 파트너십 선언에 따라 반드시 성과 관리 

및 평가를 위해 자체 시스템을 강화하려고 하는 개발 도상

국을 지원해야 한다. 역량 개발은 평가의 품질에 대한 수

요와 공급을 위하여 개인적 차원 및 기관내 차원에서 필요

하다(DAC Evaluation Network, 2009). 역량 개발은 민

주적 거버넌스와 지출 관리 및 정책 투명성의 문맥에서 개

방성 및 책임성과 관련이 있다(역량 개발에 대하여 다음

을 참고; Supporting Partners to Develop their Capac-

ity-12 Lessons from DAC Peer Reviews, OECD, 2012).  

왜: 평가를 통해 증거를 찾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국가의 역량은 원조기금을 효과적으로 집행하도록 

만들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공공정책이 좀 더 효과적으로 빈곤을 근절하고 경제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돕는다. 공공정책에 관한 평가는 국내의 책임성을 위한 가치 있는 도구이자, 개발 파트

너들 사이에서 상호 책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다.  

파트너 국가들의 역량을 활용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DAC는 명문화하여 왔으며, 이러한 노력은 파리, 

아크라 및 부산에서 합의된 원조 효과성에 관한 선언을 통해 발전되었다. 이러한 노력들은 특별히 공

여국이 평가 역량을 보다 더 활용하고 강화시키는데 기여하였다(파리선언문 45, 46 단락 참고 및 아

크라 행동계획은 15단락 참고). 이러한 노력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는 개발 성과를 위한 평가 절차들

이 원조의 내용만은 아닌 파트너 국가들의 정책과 프로그램 단계로써 요구되기 때문이다. 

어떻게: 역량 개발은 내적 절차일 수밖에 없으므로 반드시 파트너 국가 스스로에 의해 소속되고 진

행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공여국들은 파트너 국가들이 스스로의 역량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보장하

는 역할을 하고, 역량 개발이 가능하고 현재에서 더욱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분야를 지원해야 한다. 

DAC의 Tip sheet인 “평가를 통하여 어떻게 역량개발을 지원하는가”(How to Support Capacity 

Development through Evaluation, OECD, 2010b)는 공여국이 국가의 정책 사이클에 맞게 평가 

시기를 알려주는 것과 같이 어떻게 파트너 국가를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한 조언을 제공한다. 또한 평

가의 시기와 집중해야 할 사항 및 범위가 평가 파트너국가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얼마나 유용한지, 어

떤 절차가 역량 개발에 적합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영향을 준다. 파트너국가들이 평가에 참여하는 

것은 그들의 평가에 대한 흥미를 제고하면서 개인적 또는 기관의 역량 또한 강화하는 것이다. 실행에 

의한 교훈을 얻기 위해서, 학습은 평가 과정의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하고 시간과 자원은 역량강화를 

위해 시간과 자원이 확보되어야 한다. 

교훈 9: 
파트너 국가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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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9. DAC 회원국의 경험 

공여국은 파트너 국가들을 국가의 역량 개발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의 기존의 연구 

기관들과 협력하는 평가결과 학습을 위한 지역센터(The regional Centres for Learning 

on Evaluation and Results :CLEAR) 이니셔티브나 시민 사회와 협력하는 평가파트너 그

룹(Evalpartners), 또는 국가의 평가 그룹의 네트워크인 국제평가협력기구(The Interna-

tional Organization for Cooperation in Evaluation)를 지원하고 있다. 캐나다의 CIDA

는 Canadian International Development Research Centre (IDRC)와 말리, 니제르, 

부르키나 파소, 세네갈, 베닌과 지역의 중동•남미 평가협회(Middle East North Africa 

Evaluation Association, EvaMENA)에서 빈곤 감소 전략을 관리하는 모니터링 및 평가 

부서를 강화하기 위해 협력하였다. 호주와 베트남은 평가를 통합하고 베트남 정부의 기획

투자부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협력하고 있다. 독일과 코스타리카는 행정부의 역량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협력하고 있다. DAC 개발평가 네트워크의 ‘역량개발을 위한 태스크 팀

(task team)’은 핀란드에 의해 주도되며 좀 더 나은 조정과 경험 공유 및 증거에 기반한 역

량 지원을 늘리기 위하여 작업하고 있다. 몇몇의 공여국들이 우간다 정부의 평가를 지원하

기 위한 장기적 지원을 제공하면서 2013년 우간다 정부에는 평가팀이 개설되기도 하였다. 

네덜란드, 호주, 그리고 다른 여러 파트너 국가들은 “더 나은 평가”(Better Evaluation) 라

는 개발 도상국과 선진국 중 평가를 시작하는 그룹을 지원하기 위한 웹 기반의 오픈 소스 

플랫폼에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LESSON 9

일본의 역량 개발 지원 

일본의 원조 기구인 JICA의 평가 부서는 파트너 국가의 기획부(또는 그에 상응하는 기관)와 협력하여 

공동으로 역량 개발 절차 계획을 수립하고 감독한다. JICA는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에서 

평가 분야에서의 협력을 위한 양해 각서를 체결하였고 이들 국가의 평가 역량 강화를 지지하기로 

하였다. JICA는 파트너 국가들이 프로젝트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추후에 개발 협력 프로젝트의 

평가로부터 도출된 교훈 및 제언 사항들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JICA의 평가 부서는 2001년부터 매년 개발 도상국을 위한 ODA 평가 세미나를 열고 있다. 동시에 

외교부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파트너 국가들의 정부 관리자와 전문가들을 초대하여 매년 ODA평가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다. 이러한 워크숍은 정부 관리자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지역의 평가 

전문가들의 평가 역량 강화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 

출처 : OECD (20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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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문화 강화 

무엇을: 평가 발견사항은 개발정책 결정권자들과 고위급 관리자

들의 결정과 행동에 영향을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략 기획, 프

로그램 설계 및 감독이 담당자들에 의하여 시기 적절하고 적합한 

활동이 이루어졌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공식적인 운영 대응 시스템과 연계되어 고위급 관리자 또는 

프로그램 관리자들이 각각의 평가 발견 사항과 제언 사항에 관하

여 환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좀 더 공식적인 피드백은 관리자

들이 평가에 대한 발견 사항들을 배우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게 해

준다. 관리 대응에 대한 시행 사항을 보고하고 모니터링 하는 것은 평가결과로서 도출된 의미 있는 변

화에 대하여 강조하고 사업의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작업이다(교훈 12 참조).

왜: 관리 대응 시스템은 관계자(프로그램 관리자, 국가별 담당자, 주제별 전문가, 프로그램 운영 직

원, 고위 관리직, 관계부처, 파트너 국가, 국회 위원회)가 연관 있는 발견 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이를 

올바르게 고치거나 이에 따라 다음 프로그램을 개선시키도록 도와준다. 이러한 평가에 대한 반응은 

조직 전반적으로 학습을 독려하고(교훈2), 모든 직원들이 평가에 관여하도록 만든다. 견고한 피드백 

시스템은 평가로부터의 학습을 차후 프로그램의 설계단계에서 고려하도록 하며 실수가 반복되는 것

을 막는다. 체계적인 평가의 환류와 대응은 나쁜 결과를 선별적으로 공표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결과

의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게 한다. 

  

어떻게: 개발정책과정은 복잡하고 평가결과물과 같은 매우 많은 요인들에 의해 결정된다. 결과적으

로 평가 결과의 환류를 제고한다는 것은 결코 간단하지 않다. 실행에 대한 연구결과는 실행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몇 가지 주요한 요인들을 알려주고 있다. 최우선 정책 이슈들에 대한 집중(교훈 6), 

평가자와 정책결정자 사이의 관계 구축이나 사전 의사소통에 대한 투자나 지식공유와 같은 것들이 

그것이다. 평가 부서는 또한 특정 국가 장관의 방문이나 특정 개발 협력 주제에 관한 국제 정책 포럼

에 대한 미디어의 관심과 같이 그들의 지식을 사람들에게 알릴 절호의 기회에 바로 응답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

평가결과의 활용을 통해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의 여부는 평가자와 정책결정자에게 달려있

다. 평가에서 찾아낸 교훈을 밝히고 증거에 기반한 활동은 반드시 전체적인 개발협력 사업의 설계와 

사후관리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평가에 의한 발견 사항 활용을 위한 기관의 메커니즘 또한 관

교훈 10: 

평가 결과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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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SON 10

리자들이 적절한 대응과 후속조치를 명확히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DAC회원국들의 2/3는 평가 발

견 사항에 대해 관리 및 대응을 확실히 하고 후속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명확한 메커니즘을 가지

고 있다. 관리 및 대응의 형식은 상당히 다양하다. 대부분의 메커니즘은 제언사항을 기반으로 하여 

후속 조치에 관한 협의와 프로그램 관련 사항에 대해 문서로 작성하여 공식적인 대응을 하도록 하

고 있다. 일부 기관은 평가 보고서와 함께 관리 및 대응사항을 문헌으로 발간하는데 이는 평가 이후

에 조치가 이루어졌음을 보증하는 역할을 한다. 또 다른 관리방법의 하나로 평가실장이 고위급 회의

에 참여하기도 한다.

노르웨이의 관리 대응과 추적 시스템 

노르웨이는 더욱 발전된 관리 대응 시스템의 좋은 사례 중 하나이다. 외교부 사무 총장의 공식적인 

답변이 평가 보고서 완성 이후 6주 이내에 관련 프로그램 분야 장관과 노르웨이 개발협력청의 

평가부서로 보내진다. 이 답변은 추후 어떠한 사후관리가 진행될지에 대한 윤곽을 잡는데 활용된다. 

1년 후 프로그램은 평가에 대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졌는가에 대해 사무 총장에게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평가 부서는 이러한 보고 절차를 감시하여 합의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확인해야 한다. 

출처 : OECD (20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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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10. DAC 회원국 경험

포르투갈 평가 기관은 프로그램 담당자와 협력하며 평가로부터 도출된 제언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관리 대응을 통하여 후속 조치를 확인시켜준다. 1년 뒤 평가 부서 직원은 실행

의 수준을 평가하고 연간 보고서에 그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한다. 스위스 재정사무국

(State Secretariat for Economic Affairs, SECO)은 평가실을 경제협력발전부서에 배치

하여 부서와 긴밀하게 협력하도록 하였고 평가 시 발견 사항을 업무에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일본 외교부의 평가 부서는 내각의 담당 부서 및 JICA와 함께 협

의하여 외부 평가자에 의한 제언사항에 대해 3개월 안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결정

한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의 후속조치를 1년 후 측정하고, 그 결과를 연간 평가보고서에 공

개한다. 아시아 개발 은행의 독자적인 평가 부서는, 온라인 경영관리 기록 시스템을 이용

하여 진행된 조치를 추적•검토하고, 공적 관리 조치에 대해서는 온라인으로 대중에게 공

개될 수 있도록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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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 회원국들은 

평가 접근방법을 조화롭게 하고

국가 평가 시스템을 통해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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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평가가 추구하고 있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평

가의 발견 사항과 결론들에 대해 효과적으로 의견을 나누어

야 한다.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명확

한 증거를 제시하며 이해관계자가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쉽

게 이해되어야 한다. 

왜: 개발 기관들은 커뮤니케이션에 대하여 적절한 관심과 자

원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최종 보고서가 주목 

받지 못할 것이며 사용되지 못할 경우 평가에 대한 노력은 헛

되게 된다. 훌륭한 커뮤니케이션은 다른 사람의 학습을 지원

하거나(교훈 2) 평가 발견사항을 활용하는데(교훈 10)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커뮤니케이션은 결과

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평가는 개발협력에 대한 대중 교육 캠페인에 있어 명확한 증거

와 신뢰할 만한 목소리를 내게 해준다. 또한 기관이 국가의 세금으로 무엇을 달성하였는지에 대해 숨

김 없음을 증명하여 평가의 증거가 기반이 된 커뮤니케이션은 대중의 개발협력에 대한 인지도를 높

이고 개발협력 프로그램의 신뢰성 또한 높이게 된다. 

어떻게: 평가 발견사항에 관한 커뮤니케이션은 기관의 평가 정책에서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 평

가를 기획할 때 내용의 확산 및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계획 또한 수립 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여러 종

류의 평가들은 다른 대상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적절한 관계자들과 결과에 대해 소통하는 접근방법

이 필요하다. 이해관계자들은 다양한 정보 욕구를 가지고 있고 각각 여러 방식의 미디어 활용에 친숙

해 있다. 이와 같은 사항은 평가에 대한 의사소통 과정을 계획할 때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개발 프로

그램 담당자들과 관리자는 업무를 개선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 가장 먼저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정

책결정자들은 아마도 전반적인 개발 효과에 대한 결과와 명성에 대한 위험 요소가 없는지에 더욱 관

심이 있을 것이다. 권리옹호 NGO와 수혜자들 및 파트너들은 공여국이 얼마나 그들의 약속에 반하

는 일들을 수행하는 지, 어떠한 결과를 얻었는지에 대해 알고 싶을 것이다. 평가 관리자는 잠재적 대

중의 요구와 흥미에 대해 미리 생각해 보면서 계획을 잘 수립해야 할 것이다. 

홍보 부서(communication unit)와 평가 부서간의 정보 교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조직적 연계

구도를 만드는 것은 매우 유용하다. 홍보 부서는 연간 보고서나 민간의 관심을 끌어 올리기 위한 보

고서를 작성할 때, 평가로부터 도출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반대로 평가 부서는 홍보 전문가들의 

전문성을 가져와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시켜야 한다.  

교훈 11: 

평가 결과에 

대한 효과적인 

의사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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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발견 사항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하기 위한 유용한 전략들

•	 평가의 다양한 부분에 초점을 맞춘 요약본을 발간하면 특정한 청중의 관심을 끌 수 있다. 

예를 들어 ‘양성 평등에 관한 여성 역량 강화의 평가 발견사항에 대한 요약’이나 ‘프로그램 

관리자를 위한 실행’에서의 짧은 교훈 요약과 같은 것들이 있다. 특정 주제 또는 국가별 일

부 평가를 모으거나 평가 교훈 및 더 넓은 결론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워크숍을 개최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다. 

•	 평가 보고서를 내부 메일이나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전체적으로 직원과 관리자들에게 배

포하는 방법이 있다. 공식 및 비공식 워크숍과 브리핑을 개최하거나 점심식사 혹은 저녁식

사, 퇴근 이후에 만나 평가사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 온라인 회의의 

기술력은 평가 보고서의 발견 사항에 대한 토의는 물론 현지 사무소 및 다른 인근 국가나 

관심국이 회의에 참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	 평가를 착수하기 위한 기자 회견 및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관계자간의 네트워트 구축 및 

시기 적절한 보고서 공유를 위한 SNS, 비디오 클립, 우편, 웹사이트 및 메일을 활용한다. 

•	 개발원조의 목표 수혜자들과 개발 도상국의 미디어와 시민 사회와 함께 체계적인 발견 사

항을 공유한다. 이를 위해 연락망을 구축하고 평가 문서를 현지어로 번역하는 등 청중과 효

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계획을 사전에 수립해야 한다. 

LESSON 11

덴마크의 공적개발협력 50주년 평가 

덴마크의 공적 개발 협력의 역사는 2012년을 맞이하여 50주년이 되었다. 덴마크는 개발협력의 

다양한 지역과 분야에서의 성과를 일반 시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덴마크의 여러 지역에 정보 

부스를 배치하였다. 평가 부서는 홍보 부서와 긴밀하게 협력하며 평가에 관한 여러 이야기와 사실을 

전시장에서 보여주고, “Better Framework Conditions”라는 캠페인과 평가가 어떻게 덴마크의 

개발협력 과정에서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한 논의와 성과평가를 둘러싼 도전 과제들에 관한 심도 있는 

고찰을 덴마크 국제협력청(Danida)의 50주년 기념 보고서에 담았다. 홍보 업무와의 협업 경험은 특히 

평가가 더 많은 대중들과 소통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가져온 성과들에 특히 

집중할 수 있게 해 주었다. 그러나 정책 결정자와 관리인들에게 중요한 개발협력의 기능적 측면에 

주로 집중한 평가들은 대중에게 어필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개별 공여국들에 의해 

재정지원을 받는 특정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보다는 파트너국가들의 분야별 관점을 통해 일이 

진행되는 최신의 개발협력에 대한 이슈를 전달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출처 : Denmark (2012) and Anderson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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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11. DAC 회원국 경험 

DAC 회원국들은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도구들을 사용해 오고 있다. 한국의 한국국제협력단

(Kore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의 ODA 평가실에서는 최종 보고

서를 완료하기 전에 브리핑받는 시간을 가지며, 평가자들이 찾은 주요 발견 사항들에 대하여 

KOICA직원들과 대중에게 공개한다. 아시아 개발은행은 각각의 평가에 대하여 단기, 중기, 

장기 종합 보고서와 정책교훈을 만들어서 대중에게 배포하고 있다. 노르웨이, 벨기에, 네덜란

드 및 세계은행 그룹의 독립평가그룹(Independent Evaluation Group)은 트위터를 이용하

여 최신의 개발 협력 데이터 베이스를 평가 발견 사항과 함께 알리고 있다. 일본은 매년 지난 

해의 평가로부터 도출한 교훈에 대해 종합적으로 정보를 모은 평가 연보를 발행하고 있다. 룩

셈브루크는 한 달에 두 번씩 NGO대표들과 부서 직원들과 함께 평가 발견사항에 대해 논의

하는 자리를 만들고, 프랑스에서는 평가 예산으로 회의나 컨퍼런스 개최, 각종 보고(종합 보

고, 실적 보고, 브리핑 보고 등)에 대한 출판물 발행을 포함하여 배포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호주는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성과 메뉴얼을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 국내에서 평가 담당 직원

이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으로 그들의 활동을 알리는 수단을 창의적으로 만들어가도록 장려

한다. 네덜란드. 덴마크와 프랑스는 평가에 대해 매력적인 이야기를 보여줄 수 있는 영화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다. 파리선언의 실행에 대한 국제 주요 공동 평가는 서면으로 보고서와 

정책 요약본으로 제작될 뿐만 아니라 주제별, 국별 비디오를 제작하여 유튜브(YouTube) 페

이지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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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한 환류 시스템은 평가로부터 도출된 교훈을

이후 프로그램의 설계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이는 되풀이되는 실수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체계적인 평가 결과의 환류와 대응은

나쁜 결과에 대한 선별적 채택을 하는 것을 막고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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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훈 12: 

평가자 

평가 

무엇을: 양질의 평가는 신뢰할 만하고, 타당하며, 정확하고, 이해하기 

쉽고 유용해야 한다. 이러한 좋은 평가의 여러 가지 특징은 상호 보완

적이라는 것이다. 개발 기관은 평가가 평가목적을 성취했는지, 개발 성

과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과 실행에 실제로 영향력이 있는지 대해 확인

해야 한다. 이는 각각의 평가 보고서의 품질을 확인하여 전반적인 평

가기능이 개발 협력을 더 효과적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는 지 검토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 

왜: 적절한 수준의 엄격한 평가는 더욱 신뢰가 높고 유용하다(교훈 7). 평가의 견고함 역시 발견 사

항에 대한 외부의 타당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이것은 개별 연구로부터 광범위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 개발협력이 어떻게 실행되는지에 대한 총체적 지식을 얻는 데 기여한다. 간

단히 말하면 품질이 좋지 않은 평가는 유용하지 않다. 부족한 증거, 결함이 있는 분석 또는 잘못된 조

언은 더욱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HOW: ‘DAC 개발평가 품질 기준(OECD, 2010)’에서 품질 절차 및 보고서의 기본적인 특징에 대

해 설명하고 있다. 평가 보고서는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정확한 정보에 의해 품질을 판단 할 수 있도

록 접근 방법론, 가정들, 데이터상의 차이와 평가의 제약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설명해야 한다. 체계

적인 품질 확인은 DAC 기준에 따라 TOR(Terms Of Reference), 보고서 초안 및 최종 보고서를 검

토과정으로 진행된다. 

좋은 품질을 평가하기 위한 아이디어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다. 

•	 체크 리스트와 동료검토의 품질  

•	 평가 전문가의 독립적인 평가

•	 특정한 주제에 대한 증거 전체 평가 품질을 검토하고 향상시키고자 하는 부분을 알 수 있는 

주기적인 메타 평가 또는 체계적인 검토 

•	 특정한 주제에 대한 증거 전체 평가 품질을 검토하고 향상시키고자 하는 부분을 알 수 있는 

주기적인 메타 평가 또는 체계적인 검토 

•	 평가 전문가를 위한 교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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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SON 12

•	 평가 전문가에 대한 수행성과 검토 (컨설턴트 계약 중 품질에 관한 항목 기재)

•	 TOR 검토를 위한 시간 투자 (질 낮은 보고서는 주로 부족하게 기획된 평가의 결과이거나 또

는 명확하지 않으며 과도하게 의욕적인 TOR 때문이다). 

동료검토 또는 독립적 평가는 평가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의도한 목적을 달성했는가를 이해하는 유

용한 방법이다. DAC 개발평가 네트워크의 평가 툴(Reproduced in Annex A, OECD 2006)을 이

용한 평가 기능에 대한 동료 검토는 어떻게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운용되는가를 명확히 밝히고 있다. 

메커니즘은 보고서의 배포를 추적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능한 데이터와 평가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미디어, 주요한 정책 문서 또는 전략문서의 평가 발견 사항의 출처를 추적하는 것과 같이 평

가 발견사항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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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12. DAC 회원국 경험 

스웨덴의 국제 개발 협력청(SIDA)은 종료된 평가 보고서의 품질을 추적할 수 있는 체크리스

트를 개발해 왔다. 아프리카 개발 은행의 평가 부서(Operations Evaluation Department)

는 품질 확인을 위해 내부 및 외부 동료 검토를 보고한다. 평가 절차와 산출물에 대한 독자적

인 평가는 평가가 합의된 품질에 관한 기준에 부합하는 지와 강점, 약점 및 교훈에 대해 밝히

기 위하여 파리 선언의 공동평가와 같이 주요 평가들에 위임되기도 한다. 캐나다는 그들의 활

동이 기준에 부합하는 지에 대한 연구에 정기적으로 관여하는 평가 컨설턴트에 대한 수행성

과 보고를 활용한다.

2010년 탄자니아에 대한 덴마크의 개발 원조 검토와 관련하여 덴마크 국정 감사실은 개발협

력 프로그램의 평가 수행과 평가 내용의 활용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캐나다의 국가재무위원

회 사무국은 평가 기관의 활동의 품질, 중립성, 적용 범위 및 평가 결과의 사용 정도를 기준으

로 평가 기관의 수행성과에 대한 연간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벨기에는 2009년에 검토를 진

행했으며 네덜란드, 스페인, 캐나다에서 온 평가전문가들이 분석과 자세한 제언사항을 도출

하였다. 스웨덴과 독일, 한국 그리고 영국은 국제 평가전문가로부터 독자적인 평가 또는 메

타 평가를 실시하였다. 

호주의 개발효과성부서는 기관의 영향력 로그(impact log)를 제도화하며, 그들의 전체적인 

영향력을 더 잘 감지할 수 있도록 평가 부서의 직원들이 보고서의 인용을 추적할 수 있다(비

공식적 참조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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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말하면 품질이 좋지 않은 

평가는 유용하지 않다. 

부족한 증거, 결함이 있는 분석 또는 잘못된 조언은 

더욱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46



참고문헌과 더 읽을거리
Agence Francaise de Développement (2012), Evaluation and its Discontents: Do we learn from Experience in 

Development? Proceedings of the 9th AFD-EUDN Conference, 2012. Conferences & Séminaires 05 Paris. Available at: 
http://recherche.afd.fr. 

Andersen, Margrethe Holm (September 2012), Evaluation Department, Denmark Ministry of Foreign Affairs. Interview with 
the author.

Atwood, JB and Hynes, W (forthcoming) “The OECD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Achievements, Limitations and 
Future Directions” (unpublished).  

Australia Office of Development Effective (2009), Annual Review of Development Effectiveness 2009: Improving basic 
services for the poor. AusAID. 

Australian Government (2011), AusAID, Evaluation Policy 2012-2015. www.ode.ausaid.gov.au/publications/documents/
ode-evaluation-policy.pdf, accessed March 2013. 

Austrian Development Cooperation, “Guidelines for evaluation in Austria’s official development cooperation” (undated) 
www.bmeia.gv.at/fileadmin/user_upload/bmeia/media/2-Aussenpolitik_Zentrale/EZA_englisch/159_guidelines_for_
evaluation.pdf, accessed March 2013. 

Bamberger et al. (2012), Real world evaluation: working under budget, time, data, and political constraints. 2nd Edition. 
SAGE Publications, Washington DC. 

Bennett, J. et al. (2010), “Aiding Peace: A Multi-Donor Evaluation of Support to Conflict Prevention and Peacebuilding 
Activities in Southern Sudan 2005-2010”, ITAD Ltd., United Kingdom.

Birdsall, Nancy, R. Levin & W. Savedoff (2006), “When Will We Ever Learn? Improving Lives through Impact Evaluation” The 
Evaluation Gap Working Group, Center for Global Development, Washington DC. 

CIDA, “CIDA Learns: Lessons from Evaluations” www.acdi-cida.gc.ca/acdi-cida/acdi-cida.nsf/eng/CAR-116153114-S3L., 
accessed April 2013. 

Denmark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ugust 2012),”The Right to a Better Life: Strategy for Denmark’s Development 
Cooperation.” http://um.dk/en/~/media/UM/English-site/Documents/Danida/Goals/Strategy/13287_DANIDA_
strategiformidling_UK_web%20NY.jpg, accessed March 2013.

Denmark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12), Danida 50 years (1962-2012). Danida, Copenhagen. www.netpublikationer.dk/
um/11141/html/toc.htm, accessed March 2013.

Evaluation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Paris Declaration (2011). www.oecd.org/dac/evaluation/
evaluationoftheimplementationoftheparisdeclaration.htm, accessed March 2013.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Office of Evaluation and Oversight (2010), “Ten years of Evaluability at the IDB” 
presented to the 10th Meeting of the OECD DAC Evaluation Network, 16-17 November 2010. www.oecd.org/dac/
evaluation/dcdndep/46436272.ppt 

Kennedy-Chouane, M.G. (2011),”Improving conflict prevention and peacebuilding assistance through evaluation”, OECD 
Journal: General Papers, Volume 2010/1, OECD, Paris, 25 May, pp.99-107.

Kliest et al. (2010), Peer Review of the Evaluation Function at the Belgian Federal Public Service of Foreign Affairs, Foreign 
Trade and Development Cooperatio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he Hague. 

Kusek, Jody Zall and Ray C. Rist (2004), Ten steps to a Results-based Monitoring and Evaluation System – A handbook for 
development practitioners. The World Bank, Washington D.C. 

개발활동의 평가: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12가지 교훈 47



Natsios, Andrew (2010), “The clash of counter-bureaucracy and development”, Center for Global Development, Washington 
DC. www.cgdev.org/content/publications/detail/1424271 Accessed March 2013. 

The Network of Networks on Impact Evaluation (NONIE) (2009), Frans Leeuw and Jos Vaessen Impact Evaluation and 
Development – NONIE Guidance on Impact Evaluation. Independent Evaluation Group, Washington, DC, www.
worldbank.org/ieg/nonie. 

NORAD (2011), Evaluation of Norwegian Development Cooperation – Annual Report 2011. NORAD, Oslo. www.oecd.org/
derec/norway/Norad_Eval_AnnualReport2011.pdf 

OECD DAC Peer Reviews of DAC members carried out in 2009-2012, available at: 
www.oecd.org/dac/peerreviewsofdacmembers 

2013 (in progress): Australia, Norway, Sweden

2012: Canada, European Union, Finland, Korea, Luxembourg

2011: Denmark, Greece, Netherlands, Spain, United States of America 

2010: Belgium, Germany, Japan, New Zealand, Portugal, United Kingdom 

2009: Austria, Italy, Ireland, Sweden, Switzerland 

OECD (1975), “Aid Evaluation – The Experience of Members of the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and of International 
Organisations”, Development Co-operation Directorate, OECD, Paris.

OECD (1998), “Review of the DAC Principles for Evaluation of Development Assistance”, paper prepared for the 
Development Co-operation Directorate, OECD, Paris. www.oecd.org/derec/dacnetwork/35343480.pdf, accessed 
March 2013. 

OECD (2001), “Evaluation feedback for effective learning and accountability”,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Working 
Party on Aid Evaluation, OECD, Paris. www.oecd.org/development/evaluation/2667326.pdf, accessed March 2013. 

OECD (2002), “Glossary of key terms in evaluation and result based management”,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Working Party on Aid Evaluation, OECD, Paris. www.oecd.org/development/peer-reviews/2754804.pdf, accessed 
March 2013. 

OECD (2004), “Strengthening Evaluation Systems in Member Agencies”, paper prepared for the DAC Network on 
Development Evaluation, OECD, Paris.

OECD (2005), “Joint Evaluations: Recent Experiences, Lessons Learned and Options for the Future”, working 
paper prepared for the DAC Network on Development Evaluation, OECD, Paris. www.oecd.org/dac/evaluation/
dcdndep/35353699.pdf, accessed March 2013. 

OECD (2006), “Evaluation Systems and Use, a Working Tool for Peer Reviews and Assessments”, working tool created by 
the Development Co-operation Directorate, OECD, Paris.

OECD (2006), “Fact-finding survey on evaluation capacity development (ECD) in partner countries”, working paper 
prepared for the DAC Network on Development Evaluation by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Tokyo.  
www.oecd.org/dac/evaluation/dcdndep/39462862.pdf, accessed March 2013. 

OECD (2009), “A strategic approach to supporting evaluation capacity development in partner countries: what is known 
and suggestions for moving forward”, meeting room document and background paper prepared for the DAC Network 
on Development Evaluation, OECD, Paris. www.oecd.org/dac/evaluation/dcdndep/42974509.pdf, accessed March 
2013. 

48



OECD (2010a), Evaluation in Development Agencies, Better Aid Series, OECD, Paris. 

OECD (2010b), “How to Support Capacity Development through Evaluation”, tip-sheet prepared by the DAC Network on 
Development Evaluation, OECD, Paris. www.oecd.org/dac/evaluationofdevelopmentprogrammes/dcdndep/46306661.
pdf, accessed March 2013. 

OECD (2011a), “Evaluating Development Co-operation: Summary of Key Norms & Standards”, 2nd Edition, booklet 
prepared by the DAC Network on Development Evaluation, OECD, Paris. www.oecd.org/development/evaluation/
dcdndep/41612905.pdf, accessed March 2013. 

OECD (2011b), “Using evidence to improve aid policies and demonstrate results”, report of the Managing Aid Seminar, 
Paris, 10 April 2011, prepared by the Development Co-operation Directorate, OECD, Paris. 

OECD (2012), Evaluating Peacebuilding Activities in Settings of Conflict and Fragility – Improving Learning for Results, 
Development Co-operation Directorate, OECD, Paris.

OECD (2013), “Summary Record of the Fourteenth Meeting of the DAC Evaluation Network, 27-28 November 
2012” summary record of the DAC Network on Development Evaluation, OECD, Paris. http://search.oecd.org/
officialdocuments/publicdisplaydocumentpdf/?cote=DCD/DAC/EV/M(2012)2&docLanguage=En, accessed March 
2013. 

Operations Evaluation Department of the African Development Bank Group (2012), Evaluation Matters – Special Annual 
Meeting Edition. African Development Bank Group, Tunis. 

Rogers, Patricia (2008), “Using Programme Theory to Evaluate Complicated and Complex Aspects of Intervention”, 
Evaluation, vol. 14(1), pp. 29-48.

SADEV (2008), Challenges, opportunities and approaches for increasing joint donor programming of evaluations, Karlstad, 
Sweden.

SDC (2008), “Evaluation policy of the Swiss Agency for Development and Cooperation (SDC)” www.sdc.admin.ch/en/Home/
Effectiveness/Evaluations, accessed March 2013.

Stern, Elliot, Stame, N, Mayne, J, Forss, K, Davies, R & Befani, B (2012), “Broadening the Range of Designs and Methods 
for Impact Evaluations: Report of a study commissioned by the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DFID, 
London. 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67427/design-method-impact-eval.
pdf, accessed 26 March 2013.

Uganda Government Evaluation, Website (undated), Office of the Prime Minister http://gef.opm.go.ug, accessed March 
2013. 

Vahamaki, Janet, M. Schmidt, & J. Molander (2011), “Review: Results Based Management in Development Cooperation”. 
Riksbankens Jubileumsfond. 

White, Howard and Daniel Phillips (2012), “Addressing attribution of cause and effect in small in impact evaluations: 
towards and integrated framework”, International Initiative for Impact Evaluation, 3ie; Working Paper 15.

World Bank (2003), World Bank Operations Evaluation Department – The first 30 years. Operations Evaluation Department, 
World Bank, Washington D.C. 

World Bank (2004), Influential Evaluations. World Bank, Washington, D.C. 

York, Nick (2012), Head of Evaluation, DFID: Oral presentation to the 13th Meeting of the OECD DAC Evaluation Network, 8 
February 2012. www.oecd.org/dac/evaluation/dcdndep/13thmeetingdocuments.htm

개발활동의 평가: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12가지 교훈 49



발표되는 평가결과들을 반영하는 것 이외에도

우리는 평가를 통해 발견된 교훈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까지 모니터링 하는 구조로 

나아가야 한다.

미디어나 주요 공문서 혹은 전략보고서를 

참고로 하면 이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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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참고자료

•	 OECD DAC Network on Development Evaluation: www.oecd.org/dac/evaluation 

OECD DAC의 평가에 대한 정보, 주요 정책 지역의 평가 결과에 대한 요약, 수많은 평가 자원들 간  

연결 고리, 그리고 DAC의 개발 평가에 관한 주요 규범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	 DAC Evaluation Resource Centre (DEReC):  www.oecd.org/derec 

DAC 개발평가네트워크의 각 회원국에서 발간한 보고서와 기타 자료들을 찾아 볼 수 있다.

•	 Better Evaluation: http://betterevaluation.org/ 

평가 실무와 이론 개선을 위해 방법과 도구와 접근방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국제 연합조직이다.

•	 My Monitoring & Evaluation:  http://mymande.org/ 

국가 중심의 성과관리 모니터링 및 평가(M&E) 시스템에 대한 지식을 전세계적으로 공유하는 상호적  

웹 2.0 플랫폼을 제공한다..

•	 CLEAR Regional Centres for Learning on Evaluation and Results:  www.theclearinitiative.org 

개발 모니터링 및 평가(M&E)의 강화 그리고 국가와 정부의 성과 관리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	 International Initiative for Impact Evaluation (3IE): www.3ieimpact.org 

개발에 관한 임무에는 무엇이 있고, 왜 해야하는가에 대한 수준 높은 응답을 제공해주는 영향평가에 대해  

체계적으로 자료를 찾게 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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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A:
평가 시스템 및 활용: 동료 검토 및 측정에서의 활용 도구

“평가 시스템 및 활용: 동료평가 및 측정에서의 활용 도구(OECD, 2006)”는 “개발협력활동평가: 주요 용어 및 기

준 요약(OECD, 2011a)”에서도 반복되었다. 본 자료는 개발협력활동의 12가지 교훈을 위한 유용한 참고 자료

로써 이해를 돕기 위해 재판(reprinted)되었다.

이 프레임 워크는 8년이 넘게 이루어진 DAC의 동료검토 분석을 기초로 하여 수립되었다. 나아가 주요 용어 및 

기준을 제시하였고, 평가 기능 및 원조기관들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동료검토의 

실시를 염두에 두는 한편 원조기관들의 평가 이행을 증진시키기 위한 관리의 방법으로써 개발된 것이라 할 수 있

다. 이 프레임워크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living)” 도구라고 할 수 있지만 향후 평가경험을 토대로 계속해서 발

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1. 평가정책: 평가 부서의 역할, 책임 및 목표

• 원조 부서/기관이 평가 정책을 가지고 있는가?

• 제도적 원조 하에서 평가정책은 평가 부서의 거버넌스 구조와 지위 및 역할을 설명하고 있는가?

• 평가 기능이 개발 협력 프로그램 전체를 적합하게 다루고 있는가? 

• 평가정책에 따라 평가는 기관의 학습 및 책임성에 어떻게 기여하는가?

• 기관 내에서 평가와 감사 간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가? 

• 두 개 이상의 원조기관이 있는 나라에서 각 평가 기관의 역할은 어떻게 규정되고 조정되고 있는가?

원조 기관이 평가 정책을 충분히 인지하여 집행하고 있는가?

2. 공정성, 투명성, 독립성

• 평가 부서 및 평가 집행이 조직의 관리 체계로부터 얼마나 독립적인가?

• 평가 부서의 독립성 보장 혹은 제한을 하는 공식적이고 실질적인 요소로는 무엇이 있는가?

• 평가 부서가 자체 원조 프로그램에서 집행의 성공 또는 실패사례를 발표한 경험이 있는가?

• 평가 과정에 있어 평가의 신뢰성 및 정당성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가? 평가를 통한 발견사항이 공개적
으로 발표되고 있는가?

• 원조 기관 및 행정부는 운영 위원회, 자문 위원회, 고문 위원회 등과 같은 이해관계자들의 발견사항에 따
른 후속조치 강화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 정책 형성과정에서 평가의 활용을 제고하기 위한 의사결정 과정이 있는가?

• 최근 평가에 의해 밝혀진 발견사항 및 제언에 따라 주요 운영 및 정책이 변화한 사례가 있는가?

• 책임성 메커니즘으로써 평가가 어떠한 효과를 냈는지에 대한 사례가 있는가?

평가의 유용성과 영향에 관해 비 평가자들(운영 및 정책 부서, 현지 사무소, 등)의 인식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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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원 및 직원

• 평가에 적절한 인적 자원 및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 평가 부서를 위한 연간 혹은 다년도의 전담 예산이 있는가? 또한 이 예산은 평가의 환류, 평가의 활용 및 
평가지식 관리를 제고하기 위한 모든 활동들을 지원하기에 적절한 규모인가? 

• 직원들은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직원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가?

• 자격을 갖추고 공정하며 의무가 있는 자문 위원을 모집하는 정책이 있는가?

4. 평가 파트너십 및 역량 개발

• 평가 파트너십 및 역량 개발

• 평가 과정에서 수혜자들은 어느 정도까지 관여하는가?

• 지역 평가자들에 의한 평가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가? 또한 지역 평가자들에 의한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 파트너 국가의 제 3평가자에 의한 평가는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가?

• 원조 기관은 개발 파트너 주도의 평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 평가 부서는 개발 파트너 국가들의 훈련 및 역량 개발 프로그램과 관련된 지원을 하고 있는가?

평가 품질, 독립성, 목적, 유용성, 파트너십 운영을 바탕으로 검토된 평가 과정 및 평가 결과에 대한 개발 파트너, 
수혜자, 지역 NGO들의 인식은 어떠한가? 

5. 품질

• 평가 부서는 평가 과정 및 평가 보고서 등을 포함하여 평가의 품질을 어떻게 보장하고 있는가?

• 기관은 평가수행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는가? 또한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이러한 가이드라인
을 활용하고 있는가?

• 기관은 평가 보고서의 품질 개선을 위해 평가기준 수립이나 벤치마킹 등의 활동을 해 왔는가?

기관들의 평가 결과물 및 평가 과정 품질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6. 기획, 조정, 집행

• 기관은 명확하게 정해진 계획표에 따라 향후 진행될 평가들을 설명할 수 있는 다년도의 평가 계획을 가지
고 있는가?

• 평가 계획은 어떻게 세워지는가? 기관 내에서의 담당자는 누구이며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해지는가?

• ODA 책임성을 공유하고 있는 두 개 이상의 기관을 보유한 DAC 멤버들은  어떻게 평가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가?

• 평가 부서는 다른 공여자들과 함께 평가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가?

• 현지 차원의 평가 활동은 어떻게 조정되는가? 평가 권한이 집중 혹은 분산되어 있는가?

• 평가 부서는 공여자들 간의 공동 혹은 다자 평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 평가 부서/원조기관은 타 공여기관의 평가 관련 정보들을 활용하고 있는가?

• 기관의 다자 기관에 대한 기여의 효과성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또한 기관은 다자 기관의 평가시스템을 
얼마나 따르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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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배포, 환류, 지식 경영, 교훈

• 평가 결과들은 어떻게 공유되는가? 보고서를 비롯하여 언론발표, 언론회의, 초록, 연간보고서, 등 평가 
결과를 알릴 수 있는 소통 수단이 존재하는가?

• 정책 입안자, 운영 관리자 및 일반 대중들의 평가환류를 보장할 수 있는 체계가 있는가?

• 직원 및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평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체계가 있는가?

기관 직원들이 평가를 학습 툴로써 고려하고 있는가?

8. 평가 활용

• 원조 기관 내부 및 외부에서 평가결과의 주요 사용자는 누구인가?

• 평가가 의회, 감사기구, 정부 및 대중들이 요구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가?

• 평가의 발견사항와 제언에 따른 후속 조치 및 집행을 보장하는 시스템이 있는가?     

• 원조 기관/행정부는 운영 위원회, 자문 위원회, 고문 위원회, 등 관련 이해관계자로부터의 평가 결과에 따
른 후속 조치를 촉진시키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는가?

• 정책 형성 과정에서 평가 활용 촉진을 위한 의사결정과정이 확립되어 있는가?

• 최근에 평가 발견사항 및 제언에 의해 주요 집행 및 정책 변화가 일어난 사례가 있는가?

• 책임성 메커니즘으로 평가가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사례들이 있는가?

평가의 유용성 및 영향에 관한 비 평가자들(집행 및 정책부서, 현지사무소, 등)의 인식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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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12가지 교훈 시리즈

www.oecd.org/dac/peer-reviews/lessonsfrompeerreviews

시민사회와의 협력

이 시리즈의 12가지 교훈은 증거와 경험에 기초한 것이며, 공적 기여자와 CSO(Sivil Society Or-

ganization)의 특징적인 목표와 역할에 준하는 협의내용과 활동의 공통점을 제시한 것이다. 

DAC 회원국과 CSO가 어떻게 공동의 개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더욱 강력하고 균형있는 파트너

십을 구축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파트너의 역량 개발을 위한 지원

이 책은 동료 평가에 의해 나타나는 역량 개발에 관한 몇 가지 공통적 주제와 교훈에 대해 말하고 있

다. 특히 DAC 회원국과 파트너 국가 간 원조의 전형적 형태인 기술적 협력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더 나은 인도적 기부를 향해

공여자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가장 원칙적이고 효과적인 인도적 기금 제공을 위해, 다양한 상황

과 서로 다른 비교우위를 기반으로 저마다 다른 방식의 GHD 원칙을 실행하고 있다.

효과적인 원조 관리 : DAC 동료 평가를 통한 12가지 교훈

공여 실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넓은 범위의 전략 카테고리, 조직 관리 그리고 구호품 전

달 관리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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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책에 대한 평가는 

정책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유용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개발 파트너간 상호 책임성을 

지우는 방법이 되기도 한다.



개발활동의 평가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12가지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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