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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지난 반 세기 동안 일부 선진국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어 온 개발협력은 21세기를 맞
아서 새로운 역사와 경험을 만들어 가고 있다. 이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개발협력사업의 효과성과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한 성과 관리가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개발협력의 주요 핵심 분야
중 하나인 교육분야의 개발협력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모형을 발굴하고자 추진되었다.
OECD 개발원조위원회의 회원 국가로서 국내에서도 개발협력의 양적 팽창을 넘어서 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성과평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라는 공감대가 민관(民官)의 경계를 넘어서 확산
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개발협력 사업의 설계와 추진, 집행 및 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해당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고, 개발협력의 유의미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완결성 높은 성과 관리 체제
가 구현되지 못했다. 특히 교육분야는 여타의 분야와는 달리, 최근의 국제적인 담론에서 강조하는
개발효과성과 원조 효과성을 양적 자료를 통해 단기간 동안 일괄적으로 수집하여 그 성과를 비교･
측정하기 어려운 맥락을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후발 공여국으로 개발협력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교육개발협력 사업
의 질적 개선을 모색하고,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적실한 평가 모형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교
육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개발협력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모형을 발굴하였다. 또한 연구 결과를 바탕
으로 우리나라의 교육개발협력 성과평가 발전을 위한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이는 교육부의 데이
터 기반 정책 입안과 실제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며, 교육분야 개발협력사업의 이해관계자들이 맥
락에 맞게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연구진들은 다양한 국제기구 및 국가별 공여기구를 방문하여 다각적
인 지식･정보 자원을 수집하였다.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양질의 자료를 제공하고 기꺼이 인터뷰에
참여해 준 OECD, World Bank, ADB 그리고 USAID, DFID, JICA 등 해당 국제기구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를 통한 국제적 네트워크는 본 연구의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을 것
이다. 아울러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열의를 다하여 본 연구에 매진한 연구진과 3차례에 걸친 델파이
조사 패널로 참여해 준 다양한 전문가 및 국내외 연구자문진의 노고에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
이 연구가 Post 2015 체제라는 새로운 모멘텀에서 교육분야 개발협력의 성과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작은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
2013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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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요약

본 연구는 국제적으로 OECD DAC 개발 원조 총회인 2003년 로마 회의, 2005년 파리 선언, 2008년
아크라 행동계획에 이어 2011년 부산세계원조총회에 이르기까지 개발협력 성과평가에 대한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국내에서도 개발협력의 양적 팽창을 넘어서 사업의 질 개선을 위해
성과평가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는 시점에서 추진되었다. 특별히, 교육분야는 글로벌 개발협
력의 주요 분야 중 하나로서, 본 연구는 교육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개발협력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모형을 발굴하고자 했다. 이에 본 연구는 세 가지의 주요한 연구 질문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성과평가 측면에서 한국 교육 개발협력의 특성은 무엇인가? 둘째, 국내외의 교육 개발협력 평가 모형
사례는 무엇이며 그 시사점은 무엇인가? 셋째, 한국 교육 개발협력 특수성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성과평가 모형은 무엇인가? 이러한 연구 문제를 밝혀내기 위해서 본 연구는 다양한 연구방법을
적용하고, 연구의 주요 결론을 도출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범위 및 내용, 연구방법 및 연구결과를 요약
하면 아래와 같이 정리된다.
❏ 연구범위 및 내용
본 연구에서는 교육 개발협력 성과평가에 관한 동향과 현장 사례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였다. 국외
사례를 비롯하여 국내의 교육 개발협력 성과평가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관들의 사례분석
내용을 포함하였다. 국내 기관으로는 KOICA, EDCF 및 교육부의 사례를 포함하였다. 이어 국외 사
례로는 OECD DAC, World Bank, ADB를 중심으로 한 국제기구를 비롯하여 해외 선진 공여국 사례로
영국,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사례분석을 통하여 교육 개발협력 성과평가 모형
개발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현재 활용되고 있는 한국의 교육분야 개발협력 성과평가 모형을 진단
하였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교육개발협력사업의 성과평가 모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성과평가 모형은 단순히 교육사업에 특화된 평가 지표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다. 모형을 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설정하여 평가 목적, 평가 시스템, 평가 실제, 평가 결과 활용의 측면을 제시함
으로써 포괄적 맥락에서 교육 개발협력 성과평가 모형을 개발하였고, 그 모형이 발전적으로 적용되는
방안을 탐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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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방법
문헌 분석은 주로 개발협력 성과평가에 대한 담론을 이끌어가고 있는 OECD DAC, 실질적으로 국
제사회에서 다자간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World Bank와 ADB, 그리고 선진 공여기관인
USAID, DFID, JICA 등의 자료를 검토하였다. 또한 국내의 교육개발협력사업의 성과평가 현재를
진단하고 발전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대외 원조 추진체인 KOICA, EDCF의 교육사업
성과평가 흐름을 분석하였고, 교육분야 주무 부처인 교육부가 추진하는 개발협력사업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문헌 분석에서는 주로 개발협력을 추진하는 실행기관의 성가평가 체제, 성과평가 프레
임과 지표, 성과평가 동향과 교육사업 성과평가 사례 등을 검토하고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해외 현지 조사는 방대한 개발협력 관련 문헌에 드러나지 않은 입체감있는 질적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서 각 국가의 개발협력의 정책입안가, 평가실무단, 교육개발협력 전문가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집하고 분석하는데 일조하였다. OECD, World Bank 등 국제기구, USAID, DFID, JICA 등의
선진 공여기관 뿐 아니라 다양한 개발협력 기관 및 학계 전문가를 활용한 현지 조사를 통해 성과평가
동향을 파악하였다.
델파이 조사는 연구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세 그룹,
1) 교육개발협력 평가 유경험자, 2) 교육개발협력 전문가, 3) 성과평가 전문가로 나누어 실시하였고,
정책담당자, 학계전문가, 평가담당자 등 총 27명이 참여하였다. 델파이 조사를 통하여 성과평가의
목적, 주체 및 수행자, 시기, 결과의 활용, 교육분야 특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델파이
조사에는 OECD DAC의 5대 평가기준인 적절성, 효과성, 효율성, 지속가능성, 영향력을 교육분야
개발협력사업에 적용하기 위해서 어떠한 세부내용 및 항목에 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조사
하였다. 마지막으로 5대 평가 기준이 개발협력사업의 단계별(설계-집행-성과)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그것의 우선순위를 파악하였다.
집중토론회는 델파이 조사의 결과를 보완하고, 교육개발협력사업의 성과평가에서 고려해야 하는
교육적 요소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위해 실시하였다. 집중토론회에서는 델파이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
교육개발협력 관련 정부부처 담당자, 그리고 관련 분야 전문가를 초빙하여 델파이 조사 결과를 공유
하고, 이를 바탕으로 열린 구도에서 논의를 진행하였다.
전문가 협의회는 연구 내용 및 논의 방향을 심화･발전시키기 위해서 정책입안자, 개발협력 추진
기구에 종사하는 담당자, 국제개발협력 전문가, 교육개발협력 전문가 및 민간단체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전문가 협의회에서는 다양한 연구방법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진단하고, 본 연구의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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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도와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활용하였다.
동료 검토는 공동연구진 회의를 통해서 연구 이슈를 지속적으로 도출하고, 결론을 탐색하고 유도
하는데 활용되었다. 이를 통하여 단계별로 연구자료를 분석하고,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의 연구진들은 해외 현지 조사를 통해 국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었고, 이를 토대로 연구
진행과 결과에 대한 자문과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다. 또한 국제학술대회 등 다양한 논의의 장에서
연구 내용 및 방향을 발표하고, 다양한 해외 전문가들로부터 연구진이 구상하고 있는 교육개발협력
성과평가 모형에 대한 의견을 얻는 과정을 통해서 동료 검토를 다층화하였다.
❏ 연구결과(한국의 교육개발협력사업 성과평가 모형)
본 연구의 결과인 한국의 교육개발협력사업 성과평가 모형에서는 평가의 목적, 평가시스템, 평가의
실제 및 평가지표 측면, 평가결과 활용을 제시하였다.
먼저, 평가의 목적에서는 사업평가를 통해 교육ODA 사업 성과의 개선뿐만 아니라, 한국의 교육
ODA에 대한 책무성 보장 차원에서 효과적인 개발평가를 위해서는 평가의 명확한 역할 설정, 그리고
사업목표의 명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국가 수준에서 교육ODA 사업에 대한 명료한 비
전과 목표가 설정되어야만 교육분야 개발협력사업의 효과와 질이 개선될 수 있으며, 통합적인 성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아울러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교육ODA 사업의 주요 목표 즉,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인간 권리로서의 교육”과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빈곤극복과 국가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발판
으로서의 교육”이라는 두 개의 기둥이 서로 상충되지 않고 합리적으로 충족될 수 있도록 평가의 목
적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평가시스템에서는 순환적 성과관리 체제로서의 성과평가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교육ODA
사업의 경우 사업 시행 후 단기간에 의도한 결과를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획 및 설계
단계에서 사업의 적절성을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성과평가 프레임을 기초 기획 단계에서부터 구축
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따라서 교육ODA 사업의 경우 사후적인 평가관리 시스템보다는 순환적 평가
관리 관점에서 사전적인 성과관리 모형의 도입이 중요하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프로그램 평가나
주제별 평가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교육분야 개발협력사업의 성과평가도 향후 프로젝
트별로 주제별로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평가에 대한 보다 종합적인 관점이 요구되고 있다.
평가의 실제에서는 협업을 통한 교육ODA 평가의 내실화를 강조하였다. 또한 교육분야 평가 시행
시 교육의 다양한 특성을 이해하고 성과 관리를 체계적으로 조언할 수 있는 교육분야 전문가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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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이 중요하며, 교육개발협력 사업의 전문성이 확보된 기관 및 부서와의 연계‧협력을 통해 평가를
실시하는 것도 유의미하다. 교육ODA 평가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중심이 되는 평가로서 다양한 교육
수혜자, 사업관계자, 이해당사자 및 관심 있는 일반인도 평가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참여적 평가방법의 중요성이 언급되었다. 특히 참여적 평가 방법은 공여국과 수원
국이 함께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경로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를 통하여 평가 관리
시스템 역량 구축, 수원국의 주인의식 함양을 도모함으로써 효과적인 평가 환류가 촉진될 수 있다.
평가지표 측면에서는 현재 교육개발협력사업 중에서 성과측정이 가능한 교육ODA 사업을 분류한
후 성과평가모형(안)을 마련하였다. 국제교육개발협력 사업은 아래와 같이 유형화하였다.
<표 1> 국제교육개발협력 사업 유형화(안)
사업
내용

사업
대상

유형
물리적 투자 및
인프라 구축

중간재 지원

시설
(학교, 센터)

물자/
재정지원

∙ 학교 건립
∙ 직업훈련원
(센터) 설립
단일
∙ 교사양성기관
국가
∙ 어학실습실

복수
국가

iv

무형
무형의 개별화된
서비스

무형의 프로그램
지원

직접 영향

간접 영향

직접 영향

간접 영향

인력양성

시스템/
프로그램개발

컨설팅/
콘텐츠개발

연구/용역

∙ 기자재 지원 ∙ 교사양성
∙ 교구재 지원 ∙ 학생교류
∙ 학교 급식 ∙ 장학생사업
∙ 교사연수

무형의 아이디어 서비스

∙ 아세안사이버대 ∙ 교육분야개발협 ∙ 수요조사 및 원조
학설립
력정책 컨설팅
모델 발굴
∙ 국제협력선도대 ∙ 교육분야 콘텐츠 ∙ 교육분야 원조
학육성지원
개발
수요 발굴
∙ 교육프로그램
∙ 성과관리
∙ 예비타당성 조사
개발
∙ 프로그램 지원
∙ 정책연구

∙ 정부초청장학생 ∙ 국내외 협력체제
교류지원
확대네트워크
∙ 외국인우수교환 구축
학생지원
∙ 협의체 구축
∙ 외국인우수자비 지원
유학생지원
∙ 주요국가 대학생
초청연수
∙ 현직 리더 초청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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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유형에서 교육ODA 사업에서 주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을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연구진은
이를 1) 물리적 투자 및 인프라 구축 유형, 2) 무형의 개별화된 서비스 유형(단일국가), 3) 무형의
개별화된 서비스 유형(복수국가), 4) 무형의 프로그램 지원 유형으로 구분하여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교육분야 ODA 사업평가 시 활용할 수 있는 평가지표(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 2> 교육ODA 사업별 평가 지표(종합)
주요항목
영역

시설건립

단일국가 대상의 인력양성

복수국가 대상
인력양성

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

수원국의 교육정책 및 국가교육발전계획과의 연계성
수원국 수요반영
공여국의 목표 달성

적절성

사업 설계 및 수행방식의 적절 사업 설계 및 수행방식의 적절 사업 설계 및 수행
성
성
방식의 적절성

-

수원국의 교육환경 및 역량 수 수원국의 교육환경 및 역량 수
준
준

-

-

국제사회의 교육관련 정책 및 국제사회의 교육관련 정책 및
규범과의 연관성
규범과의 연관성

-

-

한국의 수원국에 대한 국별지 한국의 수원국에 대한 국별지
원계획과의 부합성
원계획과의 부합성

-

-

-

-

-

추진 절차

-

-

-

지원체제

-

-

-

지원기관 선정

비용 대비 효과성
사업 수행의 효율성
효율성

비용의 합리적 책정 및 예산의 적절성
예산지출의 적절성
사업 참여자의 효율적 의사소통
교육 사업 목표의 달성 여부

효과성

산출물
수혜자 개인에 대한 평가(만족도)
교육성과의 수원국 활용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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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항목
영역

복수국가 대상
인력양성

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

교육역량 시스템 구축 및 교육 교육역량 시스템 구축 및 교육
시스템과의 연계
시스템과의 연계

-

교육역량 시스템 구축
및 교육시스템과의 연계

교육의 질 향상

-

교육의 질 향상

시설건립

단일국가 대상의 인력양성

교육의 질 향상

교육기회 확대 여부

-

교육기회 확대 여부

-

양국간의 파트너십
사업참여자의 역량 개발
영향력

수원국 정책에 기여도

수원국 정책에 기여도

-

수원국 정책에 기여도

학습자에게 미치는
학습자에게 미치는 영향력(학 학습자에게 미치는 영향력(학
영향력(학업성취 및
업성취도 및 교육의 효과)
업성취 및 교육의 효과)
교육의 효과)

-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

-

-

교육 사업의 사후관리계획(수원국 및 공여국의 후속조치)
사업성과의 지속적인 측정(학습성과 및 미래 성과)
지속
가능성

지속적인 파트너십

-

-

-

수원국의 유지관리 역량(재정
자립도)

-

-

-

교육수요자들의 학교교육 참여
여부

-

-

-

수원국의 성평등 정책과의 연관성
수원국 성차별 해소, 성평등 촉진 기여도
성주류화

수원국 여성의 교육 역량 개발
계획서 상의 성주류화 관련 방
안 및 계획 이행

-

-

-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교육 ODA 사업은 그것의 성격에 따라 각기 다른 평가기준과 평가지표,
그리고 평가 비중으로 측정될 수 있음을 밝혔다. 평가기준 측면에 있어서, 교육 ODA 사업은 두 가지
차원에서 다른 영역의 평가기준과 차별화될 수 있다. 하나는 이 연구에서는 OECD DAC의 5개 평가
기준에서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를 추가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여성교육에 대한 강조와
그 중요성을 고려하였고, 국제개발협력에서 교육사업의 목적에 맞는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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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고 보았다. 다른 하나는 유･무형 교육 ODA 사업에 대한 평가기준 비중의 차별화기 필요
하다. 즉 유형의 사업의 경우는 효과성 기준에 대한 강조가 필요하며, ‘중장기성’과 ‘지속가능한 영
향력’이라는 교육 고유의 성격이 확연히 드러나는 무형의 교육 ODA 사업의 경우는 사업의 효과가
단기간에 명료하게 측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영향력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비중은 약화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앞으로 교육개발협력사업의 성과평가시 참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평가결과 활용에서는 결과의 환류(feedback)가 가장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평가결과를 사업
계획 및 정책에 체계적으로 반영함으로써 평가를 통한 사업의 질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교육분야가 가진 중장기성, 교육효과의 비가시성을 반영하여 평가결과는 효과적으로
환류 되어야 하며 평가 결과의 교훈에 따라 정책 설계 및 이행의 구속력이 유기적으로 결합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교육개발협력사업의 평가 결과는 최종적으로 수원국의 학습자의 성장과 사회발전을
위해 돌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교육적 발전이 도모될 수 있도록 교육사업의 성과는
꾸준하게 평가되고 질적으로 향상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교육분야 개발협력사업의 평가
결과 활용을 위한 체제 구축과 이를 합리적으로 활용하는 문화 조성이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교육개발협력 성과평가 발전을 위한 정책제언을
9가지로 제시하였다.
◦ 한국 교육ODA 사업의 국가 수준의 목적과 원칙 수립
◦ 교육개발협력사업에서 성과평가 목적의 중요성 환기
◦ 교육개발협력사업 전 단계에 걸친 성과 관리 체제 도입
◦ 교육분야 개발협력의 특성을 반영한 성과평가의 다면성 인식
◦ 교육개발협력사업의 성과평가 지표의 차별화 고려
◦ 평가의 목적과 평가 주체의 역량에 맞는 평가방법의 활용
◦ 교육개발협력사업 평가인력의 전문성 및 교육전문가 역할 강화
◦ 교육개발협력사업 성과 평가에서의 맥락적, 참여적 접근의 중요성
◦ 교육개발협력사업 효과 제고를 위한 평가환류 체제의 내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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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한국적 맥락을 고려한 개발협력 평가 연구의 필요성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 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개발원조위원회) 고위급회담을 통하여 성과평가에 대한
중요성은 2003년 로마 회의, 2005년 파리 선언, 2008년 아크라 행동계획에 이어 2011년 부산세계
원조총회에서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는 서방 선진국가와 국제기구의 지속적인 예산 투입
에도 불구하고 개발협력의 성과가 높지 않다는 비판에서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반세기 가까이
진행되어 온 개발협력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날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비문해
상태에 놓여있고, 12억 인구 가운데 하루 1달러로 연명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엄혹한 현실에서 개
발협력을 총체적으로 자성하는 목소리가 높을 수밖에 없다.
특히 2011년 부산에서 개최된 부산세계원조총회에서는 체계적이고 책무성을 강화한 성과관리
지표, 지수 개발 및 성과 중심의 평가가 더욱 강조되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공여국과
수원국, 공공기관과 민간 기관의 협력적 파트너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제 글
로벌 수준에서 2015년 달성시한을 목도에 둔 MDGs(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새천년개발
목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Post 2015를 대비하여 개발협력의 새로운 모멘텀을 기획하기 위해서
성과 평가의 중요성이 한 목소리로 강조되고 있는 시점이다.
한국은 2010년 OECD DAC에 가입한 개발협력의 후발주자이지만, 반세기만에 수원국에서 공여국
으로 발돋움한 국가로서 G20 정상회의(2010년 11월)와 부산세계원조총회(2011년 11월) 등 굵직한
국제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관심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국무총리실, 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한국국제협력단), EDCF(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대외경제협력기금)를 중심으로 개발협력 사업을 국가 수준에서 대폭 늘리고
있으나, 이와 함께 성과평가에 대한 반성과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개발협력사업 성과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국무총리실 산하 국제개발협력위원회(12.12.14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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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안건 제14-1호)에서는 각 정부부처별로 추진한 개발협력 사업을 자체 평가할 것을 의무화하고,
자체 평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였다.
OECD DAC을 비롯하여 개발협력 사업을 국제사회에서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World Bank,
ADB(Asian Development Bank; 아시아개발은행)와 같은 국제기구 그리고 선진 공여기관인 미국의
USAID(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미국 국제개발처), 영국의 DFID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영국 국제개발부), 일본의 JICA(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일본국제협력기구) 같은 기관에서는 자체적으로 개발협력 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고 다년간에 걸쳐 이를 수정･보완하여 평가에 활용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교육 개발협력 사업의 기획과 집행, 성과 평가의 전 단계에서 이를 별도로 고려하지 못한 채 사업을
수행하기에 급급한 측면이 강하다. CPS(Country Partnership Strategy, 국가협력전략) 기획과
추진, KSP(Knowledge Sharing Program,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사업의 설계와 집행에서도 우리
나라와 수원국의 현지 맥락을 체계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 국제사회의 기준만을 외향적으로 차용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반면 역설적으로 해외 공여 주체들과 일군의 개발협력 전문가들은 우리
나라가 ‘한국형’을 지나치게 강조하며 한국 방식의 개발협력 모형을 수원국에 ‘전달’ 하고 있는 것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다. 이러한 간극이 발생하는 이유는 개발협력 사업의 설계와 추진, 집행과
관리의 전 과정에서 개발협력의 유의미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완결성 높은 체제가 구현되지 못
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오히려 한국형 교육개발협력 사업1)의 성과평가 모형을 개발하는데 방점을
두기 보다는, 한국적 맥락을 고려한 성과평가 모형을 발굴하고자 한다. 여기서 한국적 맥락이라 함은
교육개발협력 관련 성과평가 정책과 구조, 인적 역량이 포괄적으로 고려된 것을 함의한다. 분명한
것은 개발협력의 후발주자로서 선진 공여국에 비해 개발협력의 경험과 전문성이 일천하고, 양적
으로도 매우 적은 예산을 보유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흐름에 보다 효과적으로 협력하기
위해서는 한국적 맥락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를 반영한 교육개발협력 사업의
질적 개선을 모색하고 이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 모형이 필요하다.

나. 교육분야의 체계적인 개발협력 평가 연구의 필요성
2011년 OECD DAC 기준으로 교육분야의 개발협력에는 전체 대비 7.4%2)의 예산이 투입되고
1) 본 연구에서는 개발협력사업을 공적개발원조(ODA)를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문맥에 따라 ‘교육개발협력사업’과 ‘교육
ODA 사업’을 혼용하며 사용하고 있음.
2) OECD StatExtracts에 따르면, 2011년도 총 ODA 금액은 1588억 달러이며, 이 중 교육분야 ODA 금액은 118억 달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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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OECD, state, 2013). 한국의 경우에는 2011년 기준 교육분야 개발협력 사업은 전체 개발협력
사업 중 KOICA의 경우 29.7%, EDCF의 경우 전체 승인액의 6.3%, 전체 집행액의 12.3%의 예산이
활용된다. KOICA(2012)에 따르면, 교육은 다른 분야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다. 즉 KOICA의 2011년 분야별 배분현황은 보건분야 15.6%, 공공행정 20.6%, 농림수산 11.2%, 산업
에너지 15.4%, 긴급구호 0.7%, 기타 6.8% 순을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을 보건대, 교육분야의 개발
협력 평가가 다른 분야의 평가와 같은 목적과 기준, 절차, 추진체를 활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론적으로는 한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교육분야의 개발협력 평가에 대한 차별적인 시스템
이나 평가요소를 언급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영국 DFID와 일본 JICA의 경우, 교육 사업의 특성을
감안한 평가 모형을 발굴해 오고 있으나 아직 확고한 모형이 구축되거나, 활발하게 적용되지 못하는
단계이다. 하지만 실제 개발협력 사업을 실행함에 있어 교육분야는 다른 분야와는 달리, 최근의 국제
적인 담론에서 강조하는 ‘개발효과성‘을 양적 자료를 통해 단기간 동안 일괄적으로 수집하여, 그 성과를
비교하기 어려운 맥락을 가진다. 그것은 교육분야 평가의 어려움을 논의한 Psacharopoulos(1995)와
Kellaghan & Stufflebeam(2003)의 연구 등에서 밝혀진 대로 교육 평가 영역의 특수한 맥락때문이
다. 즉, 교육 효과의 중장기성, 교육사업 내용이 정치사회적 맥락과 유기적 상호작용 관계를 형성한
다는 점, 교육의 보급과 실천에서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문제, 교육의 목적과 관점의 중층성, 인간의
성장을 평가하고 측정한다는 점에서 윤리적 민감도가 높은 분야라는 점에서 하나의 정형화된 합의를
이끌기 힘든 측면이 많다. 실제로 경제학적 관점과 프레임에서 개발협력 평가 담론이 주도되는 현실
에서 교육 개발협력 성과 평가가 탈맥적으로 이루어질 우려가 높다. 다시 말해 교육분야의 목적과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양적인 증대만을 성과평가 지표로 삼는 것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
리가 높다.
실제로 MDGs, EFA(Education For All; 모두를 위한 교육) 목표에서는 개발협력 사업을 통해 증
가한 학교의 수, 초중등 학교에 등록한 학생 수, 문해교육 사업에 참가한 청소년 및 성인의 수, 학급
당 교원의 수 등 양적 ‘증대’만을 성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에서는 엄격한 양적 데이
터를 획득하기 어려운 현실이며, 단기적인 효과로 학교에 등록은 했지만, 학교의 교과과정을 따라
오지 못하는 많은 학습자(특히 여자 어린이와 청소년)는 이름만 올려둔 채로 중도탈락하고 있다. 바
로 맥락성이 반영되지 못한 경우라 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계량적 패러다임의 교육개발협력 사업의 평가는 학습 성과를 관리하고 추적하지 못
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이에 역량개발이라는 차원에서 개인 능력과 교육의 질적 향상을 평
가하는 것은 여전히 도전적인 과제라 할 수 있다. 국제사회도 이러한 점을 공감하고 있으나 아직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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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교육분야 개발협력 사업에서 성과를 무엇으로 정의하고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이
루어지지 못했다.
이러한 반성적 지점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교육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하고, 그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를 진행할 경우 참조할 수 있는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교육분야
개발협력 사업에서는 평가 목적, 기준, 내용 등 어떠한 모형이 필요한지, 교육분야도 여타의 다른
분야의 개발협력 평가 흐름과 동일하게 전개되어야 하는지 혹은 모종의 독특한 평가 모형이 필요한
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육 개발협력 성과평가 모형에 적합한 구성
요소와 기준, 그리고 내용이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다. 교육 개발협력 성과평가 모형 개발의 필요성
개발협력 사업의 질적 개선을 위한 자체 평가의 필요성을 주장해오던 국제개발협력 위원회에서는
2012년 11월 각 정부부처에서 추진해온 자체 평가 사업을 대상으로 메타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교육분야의 개발협력 평가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게 되었다. 이에 대해 성과평가에서 교육분
야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교육 개발협력 평가에 대한 자체적인 평가 모형이 부재하였기
때문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었다. 실제로 성과 평가에서는 사업의 특성에 따라 성과점수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성과측정이 용이한 사업의 경우 성과 측정의 신뢰도가 높아서 평가결과가
좋을 가능성이 높다(하연섭, 2013). 기존의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
사업 평가기준들(적절성, 효과성, 효율성 등)이 대부분 하드웨어(hard ware)형 사업을 대상으로 할
경우는 성과 평가 지표가 명확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고, 교육과 인력 등 소프트웨어(soft ware)형
사업들의 경우 판단 준거의 설정과 지표의 복잡다단성으로 인해서 평가에 제약이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교육분야 개발협력 사업은 전체 개발협력 사업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교육분야의 특수성을 차별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기본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며, 타 분야의
전문가도 공감할 수 있는 체계적인 체제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또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최근 국제개발협력 평가에서 강조되는 성과평가 모형에 대한 이해가 낮은 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적 맥락과 교육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 개발협력 성과평가 모형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상의 연구의 필요성에 더하여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성과평가 측면에서 한국 교육 개발협력의 특성은 무엇인가?
• 둘째, 국내외의 교육 개발협력 평가 모형 사례는 무엇이며 그 시사점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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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한국 교육 개발협력 특수성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성과평가 모형은 무엇인가?
이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연구의 내용과 범주를 체계화하고 적실한 연구 방법론을
활용하고자 한다.

2 연구 범위 및 내용
가. 한국 교육 개발협력 성과 평가의 특성 이해
한국의 교육 개발협력의 평가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교육개발 협력에서의 성과
평가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넓히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개발협력 사업에서의 성과 평가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개발협력의 영역에서 교육분야의 특수성과 차별성을 반영하고 이를 한국에서 활
용할 수 있도록 개발협력 성과 평가 시 고려할 상황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의
공여주체들이 최근에 추진해 온 교육 개발협력 사업의 흐름과 논의 지점을 살펴볼 예정이다. 국내
기관으로는 KOICA와 EDCF, 그리고 교육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중앙 부처인 교육부의 사례를
포함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한국 교육 개발협력 성과평가를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제언과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나. 해외 교육 개발협력 성과평가 사례분석
교육 개발협력 성과평가의 사례를 다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국제사회에서 개발협력 분야의
평가를 주도하거나 자체적인 평가 모형을 갖춘 선진 공여 기관들의 사례를 포함한다. 구체적으로는
OECD DAC, World Bank, ADB를 비롯하여 주요 선진 공여국가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 미국, 일
본의 대외 원조 추진체들이 진행하고 있는 성과 평가 동향과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교육 개발협력 성과평가 모형 개발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현재 활용되고 있는
한국의 교육 개발협력 성과평가를 진단해 보고자 한다.

다. 교육 개발협력 성과평가 모형 개발
교육 개발협력 성과평가 모형 개발에서의 ‘모형’의 개념과 범위는 교육 개발협력 평가 관계부처인
교육부 및 KOICA와의 협의에 따라 유동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모형이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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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을 비롯한 프레임워크를 지칭하는 것이다. 기본적인 모형 개발 이론에 따라 기계공학적으로
도출할 수 있으나, 본 연구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교육 개발협력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는데 참조할
정책 연구의 목적을 충분히 살리기 위하여 모형에 대한 통합적 개념을 적용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본 연구에서 모형은 교육분야 사업 성격에 적합한 성과평가의 지표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
관리가 이루어지는 체제와 전략적 방향성을 담고 있다.
다양한 연구 자료와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본 연구의 연구진들은 교육분야 개발협력의 특수성을
도출하고, 이에 터하여 교육ODA 사업을 유형화하고 성과평가 모형의 체제와 지표를 구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성과평가 모형은 단순히 교육사업에 특화된 평가 지표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가 이루어지는 순환적 생태계를 평가의 목적, 평가의 시스템, 평가의 실제, 평가 결과
활용 측면에서 통합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모형을 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해석하며 개발하였다. 즉
교육개발협력사업의 성과 평가 모형 개요를 이루는 요소로서 성과평가의 목적, 평가 주체, 평가
방법 및 평가시기, 평가 결과의 활용 등을 준거로 삼고, 모형을 둘러싼 평가 체제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평가 모형에서 적용할 교육개발협력사업 성과평가의 기준으로서는 OECD DAC에서 제시한
5대 평가기준인 적절성, 효과성, 효율성, 지속가능성, 영향력을 범용적으로 활용하고, 교육분야의
ODA 사업의 특성과 목적성을 반영한 ‘성주류화’를 추가하여 모형을 개발하였다.

[그림 Ⅰ-1] 연구의 구도 및 연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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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연구 문제와 내용을 가장 적실하게 밝혀 낼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 방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교육 개발협력 성과평가 분야는 국제적으로도 2000년 새로운 밀레니엄을 기점으로 본격적
으로 진행되었다. 글로벌 맥락에서 보자면, 개발협력경험과 전문성의 층위가 얕은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할 때 계량적 방법을 활용하여 ‘교육 개발협력 성과평가’ 모델을 도출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교육 개발협력 성과 평가에 관련된 폭넓은 문헌을 검토하고 분석하
였다. 우리보다 앞서 정교한 성과 평가 프레임을 구축한 해외 사례를 분석하기 위해서 현지 조사
(field research)를 실시하였다. 현지 조사에서는 질적 연구 패러다임에 기반을 둔 심층 면담 기법
(in-depth interview method)을 활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델파이 조사 기법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교육 개발협력 성과 평가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진단하고, 적실한 모형 개발을 위한
논의를 심화시키고자 한다. 기타 방법으로 델파이 연구에 참여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집중토론회를
개최하여 논의를 점검하고, 전문가 자문협의회를 통해서 연구의 이론적, 실질적 기반을 확장하고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이에 연구 내용별 연구 방법을 간결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단계별 연구 결과와
논의 지점이 닫힌 틀에 머물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재구성되고 순환될 수 있는 열린 모형을 지향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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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방향 설정
내용
∙ 연구내용 및 방법 확정
∙ 연구진, 자문진, 전문가그룹 확정
∙ 연구수행 절차 수립

방법
∙ 문헌 검토
∙ 공동연구진 회의

한국 교육 개발협력 성과평가 특징 도출(자료 수집 & 분석)
내용
∙ 교육 개발협력의 특징 도출
∙ 한국 개발협력의 특징 도출
∙ 국내 교육 개발협력 성과평가 사례분석

∙ 문헌 검토
∙ 사전 델파이 조사
∙ 전문가 자문회의

방법
∙ 공동연구진 회의

해외 교육 개발협력 성과평가 사례분석(자료 수집 & 분석)
내용
∙ 해외 교육 개발협력 성과평가 사례분석
∙ 국제기구 및 국가별 해외 공여기구의 성가 평가
모형 진단

∙ 문헌 검토
∙ 델파이 조사
∙ 전문가 자문회의

방법
∙ 공동연구진 회의
∙ 포커스그룹면담

교육 개발협력 성과평가 모형 개발(자료 수집 & 분석)
내용
∙ 교육 개발협력 성과평가 통합개념 정리
∙ 교육 개발협력 성과평가 모형
(기준, 핵심/선택 요소, 구조) 개발

방법
∙ 공동연구진 회의
∙ 델파이 조사
∙ 집중토론회
요약 및 정책제언 도출

내용
∙ 요약 정리
∙ 정책제언 도출

방법
∙ 공동연구진 회의
∙ 정책관료, 전문가와의 협의회

[그림 Ⅰ-2] 연구내용별 연구방법

가. 문헌 분석
1) 개발협력 성과평가
개발협력 성과평가의 내용은 주로 최근 개발협력 성과평가에 대한 담론을 이끌어가고 있는
OECD DAC을 비롯하여, 실질적으로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World Bank를 비롯한
USAID, DFID, JICA의 자료들을 검토하였다. 주기적으로 원조의 성과에 대한 전 세계적인 논의를
추진하고 있는 OECD DAC에서는 주로 개발협력 성과평가의 배경, 목적을 비롯한 성과평가의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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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였다. 반면 World Bank, ADB를 비롯한 개발협력 기관들은 성과평가에 필요한 프레임워크와
가이드라인과 같은 세부적인 내용을 제시하였다. 국내 자료로는 한국 개발협력의 최대 실행기관이
라고 할 수 있는 KOICA의 문헌을 비롯하여 국제개발협력 실무위원회가 발간한 자료들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아울러 국제사회의 Post 2015 개발협력 담론에서 성과 평가 논의를 점검하였다. 여기
에는 UNESCO(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유엔 교육
과학문화기구) 관련하여 Post-EFA를 전망하는 관련 자료를 참조할 예정이다.

2) 교육 개발협력 성과평가
현재까지 발간된 문헌 중 ‘교육 개발협력 성과평가’에 대한 이론을 고찰하고 정리한 문헌은 존재
하지 않는다. 이에 개발협력을 추진하는 실행기관에서 교육 프로그램, 프로젝트성 교육 사업 또는
정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천적으로 진행한 문헌들을 검토하였다. 각 기관의 사례는 가능한 최신
동향을 분석하고 방향을 전망하기 위해서 2010년 이후의 최근 성과평가모형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
사업평가를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가능한 각 기관이 현재 진행하고 다양한 유형의 최신 평가사례를
담고자 노력하였다.
교육분야의 개발협력 사업 중에서도 World Bank 관련 평가 자료는 다음과 같다.
• Project Performance Assessment Report: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Improving Relevance and Quality of Undergraduate Education and Education Sector
Development Project(IEG, 2012)
• Project Performance Assessment Report: Techinical Education Vocational and
Entrepreneurship Training Development Support Program(IEG, 2011)
• The Association for the Development of Education in Africa(ADEA) regional program
review(IEG, 2008)
• From Schooling Access to Learning Outcomes: An Unfinished Agenda. An Evaluation of
World Bank Support to Primary Education(IEG, 2006)
• World Bank Support to Education Since 2001: A Portfolio Note(IEG, 2011)
ADB의 주요한 평가 자료로 다음과 같다.
◦ Viet Nam Vocational and Technical Education Project(ADB, 2013)
◦ The Marshall Islands Skills Training and Vocational Education Project(ADB, 2012)
◦ Samoa Education Sector Project(ADB,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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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공여 주체인 USAID는 다음과 같은 문헌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 South Sudan Interactive Radio Instruction Performance Evaluation Report(USAID, 2012)
• Indonesia: Decentralized Basic Education Project Final Evaluation(USAID, 2012)
• End of Project Review: Southern Sudan Technical Assistance Project(USAID, 2011)
영국의 공여 주체인 DFID 관련 평가 자료는 다음과 같다.
• Evaluation of DFID’s Bilateral Aid to Pakistan(ICAI, 2012)
• DFID’s Education Programmes in Three East African Countries(ICAI, 2012)
일본의 공여 주체인 JICA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주로 분석하였다.
• Ex-post Evaluation of Japanese ODA Loan Project: Shaanxi Higher Education Project
(JICA, 2011)
• Ex-post Evaluation of Japanese ODA Loan Project: Gadjah Mada University
Development Project (JICA, 2011)
• Simplified Ex-Post Evaluation for Grant Aid Project: The Project for Construction of
Primary Schools and Junior High Schools(JICA, 2010)
마지막으로 국내 자료로는 2012년 한국개발전략연구소(KDS)에서 진행한 ‘2010-2011년 자체평가
품질에 대한 메타평가’의 대상이 되었던 사업 중 교육분야의 사업인 ‘과테말라 난민정착지원 및 교육
강화사업 사후평가’, ‘한-베 산업기술학교 2차 지원사업 사후평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더불어
한국 정부의 개발협력 실행기관인 KOICA와 EDCF의 개발협력 평가 보고서와 각종 자료를 추가적
으로 검토하였다.

나. 해외 현지 조사
해외 현지 조사는 본 연구에서 중요한 기둥을 형성하는 방법으로 활용되었다. 교육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개발협력 성과 평가 논의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풍부하게 전개되지 못했다. 선진 공여
국가들 역시 2005년 파리선언을 기점으로 2010년부터 본격적인 논의의 물꼬를 트기 시작했다.
이러한 제한적 상황에서 설령 한정적인 문헌 분석을 통해서 최대한 많은 정보와 자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외 선진 공여 주체들이 개발협력 현장에서 정책적으로, 실질적으로 활용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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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는 다양한 맥락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현지 조사는 매우 필수적인 방법이다. 무엇보다 각
국가의 개발협력의 정책입안가, 평가실무단, 전문가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은
연구의 입체감을 살리는데 중요한 자원이 되었다. 본 연구의 공동연구진들은 2013년 4월부터 관련
국제기구와 해외 공여기구를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2013년 4월에는 OECD를 방문하고, 5월
에서 영국의 DFID와 ICAI, 그리고 미국의 World Bank와 USAID를 방문 조사하였다. 8월에는 한국을
방문한 ADB의 전문가와 면대면 인터뷰를 수행하였고, 9월에는 JICA와 JICA RI(JICA Research
Institute; JICA 연구소)를 방문하여 조사 분석을 실시했다.
현지 조사의 효율성과 연구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본 연구는 조사 분석 영역을 확정하였고,
각 기관을 담당한 공동연구진들을 공통의 조사 분석틀에 따라서 세부적인 내용을 조사하였다. 큰
틀에서 5가지의 분석 기준으로 해외 현지 조사가 실시되었다. 1) 각 공여 주체별 성과 평가 배경 및
목적, 2) 성과 평가 체제, 3) 성과 평가 요소 및 영역, 4) 성과 평가 실제, 5) 각 기관별 성과 평가
과제 및 시사점이 그것이다. 이러한 5가지 분석 기준은 성과평가 모형의 골격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
에서 이 연구는 논리적 일관성을 가진다.
<표 Ⅰ-1> 해외 사례조사 분석틀
분석기준
성과평가 배경 및 목적

주요 항목

문항형태

배경(역사, 초점의 변화, 관점)
목적(필요성, 원칙, 지향성)
시스템적 기반(재원, 인력, 비중 등)
평가 주체/기관

성과평가
체제(governance)

평가 객체/대상(연도별, 단위사업별)
평가 추진 절차/방법
평가시기
평가 활용 및 환류 체제
평가 기준
평가 구성 요소

성과평가 요소 및 영역

평가 항목(단계별)

개방형 문항

평가 모형/모델
강조점과 추세(moving forward)
성과평가 실제(Best/Bad
Practice)

좋은 사례(성공적 사업)
지양할 사례(실패 교훈)
사례를 통한 학습(문제개선방안, 도전사항, 한계 등)
모니터링 및 환류 체제

성과평가 과제 및 시사점

교육분야 성과평가 모형 설계(안)
우수한 성과평가 체제 구축 방안(단계별, 영역별 전략과 시사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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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론의 패러다임(qualitative research paradigm)에 입각하여 현지 조사
에서 포커스그룹 면담과 개별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 수행을 위해서는 반구조화된 연구질문지
(semi-structured questionaries)를 사전에 확정하고 미리 email을 통해 면담참여자에게 질문지를
송부 한 후 제한된 면담 시간을 최대한 대화의 장으로 활용하였다. 예를 들어 영국을 방문 조사한
현지 조사에서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영국의 개발원조 실행 주체인 DFID의 담당자를 면담에
초빙하고, 독립적인 평가 기구인 영국의 ICAI(Independent Commission for Aid Impact; 원조
영향독립위원회) 책임자도 포커스그룹 면담에 초빙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 영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성과 평가의 정책적 동향을 분석하고 관련 연구 내용을 조사하였다. 한편 영국의 개발원조의 싱크
탱크 기관인 ODI(Overseas Development Institute; 해외개발연구소)의 전문가와 학계 전문가를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개발협력 성과 평가에 대한 1:1 개별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심층면담 기법을
활용하여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한 것이다.
개별 심층면담은 문헌 분석에서 놓친 맥락을 살리고, 연구 자원의 질적인 입체감을 높이는데 매
우 유용한 방법이다. OECD DAC의 상위 기구라고 할 수 있는 DCD(Development Co-operation
Directorate; 개발협력국)의 전문가와 World Bank 그룹 중에서도 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기구라고
할 수 있는 IEG(Independent Evaluation Group; 독립평가기구)의 담당자 및 ADB 담당자도 현지
조사의 심층면담자에 포함되었다. 또한 USAID, DFID를 비롯하여 JICA 및 각 국가에서 교육개발원조
사업을 담당한 실무자와 실제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들과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그림 Ⅰ-3] 사례 조사 분석 방법

본 연구가 해외 현지 조사에 추진한 심층 면담자 명단과 일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교육개발협력 성과 평가 모형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고려해야 하는 이슈와 논쟁 지점을 다양한
시각에서 고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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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2>심층면담 참여자 명단
번
면담자
호

피면담자
성함

기관

직위

면담일자

1

장혜승

Nazmul Chaudhury

World Bank

Lead Economist

2013. 3. 21

2

하연섭

Philippe Laurre

OECD

Internal Audit and Evaluation

2013. 4. 3

3

하연섭

Kevin Williams

OECD

4

하연섭 Megan Kennedy- Chouane

OECD

DCD, evaluation

2013. 4. 3

5

하연섭

Michael Ward

OECD

DCD, education

2013. 4. 3

6

김진희

Elaine Unterhalter

IOE

Professor

2013. 4. 30

7

김진희

Christine Kolbe

DFID

Evaluation adviser

2013. 5. 1

8

김진희

Laura-Ashley Boden

DFID

Evaluation adviser

2013. 5. 1

9

김진희

Internal Audit and Evaluation, Head of
2013. 4. 3
evaluation

Tom Mcdonald

ICAI

Head of Secretariat

2013. 5. 1

10 김진희

John Young

ODI

Head of RAPID programme

2013. 5. 2

11

김진희

Simon Hearn

ODI

12

김철희

Jean-Marc Bernard

GPE3)

Senior Education Specialist

2013. 5. 7

13

김철희

Luis Crouch

GPE

Global Good Practice team, Head

2013. 5. 7

Luis Benveniste

World Bank

East Asia and Pacific, Education,
Sector Manager

2013. 5. 8

14 김철희
15

김철희

Research and Policy in Development,
2013. 5. 2
Research Fellow

Nidhi Khattri

World Bank IEG

Head, CLEAR Secretariat

2013. 5. 8

16 김철희

Margaret Koziol

USAID

Office of Education, Policy advisor

2013. 5. 9

17

김철희

Patrick Collins

USAID

Office of Education, Team Leader

2013. 5. 9

18 박주형

Kazuo Kuroda

와세다
대학교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Asia-Pacific Studies

2013. 9. 2

19 박주형

Kawaguchi Jun

JICA RI4)

Research fellow

2013. 9. 3

20 박주형

Asanuma Shinji

히토츠바시 대학교

Visiting professor

2013. 9. 3

21

Hidaka Hiroshi

JICA

Director, Evaluation Department

2013. 9. 4
2013. 9. 4

박주형

22 박주형

Sakuma Jun

JICA

Deputy Director, General and Group
Director for Basic Education

23 박주형

Sugawara Takayuki

JICA

Assistant Director, Evaluation Planning
2013. 9. 4
Division

24 박주형

Ueda Daisuke

JICA

Advisor, Higher Education and Social
2013. 9. 4
Security Group

E-Mail 인터뷰 목록
1

김진희

Abby Riddell

(전)UNU- WIDER

Independent Consultant

2013. 4. 28

2

김진희

Arnaldo Pellini

ODI

Research Fellow

2013. 5. 3

3) GPE(Global Partnership for Education; 글로벌 교육 파트너십)
4) JICA RI(JICA Research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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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델파이 조사
1) 조사 목적 및 대상
본 연구를 이끄는 핵심적인 방법론 중의 하나는 델파이 조사법이다. 델파이 조사는 연구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활용하였다. 델파이 조사 방식은 조사에
참여하는 각계 전문가들이 직접 한 자리에 모여 논의하지 않으면서도, 집단의 합의를 유도할 수 있는
조사방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육 개발협력 성과평가 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층위의
논의를 진단해 보고, 모형 개발을 위한 핵심점인 요소를 선정할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은 교육 개발협력 관련 전문가, 그리고 개발협력 평가의 전문가 등 교육, 개발협력,
또는 평가 분야를 엄격하게 칸막이 치기보다는 이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논의와 관점이 제시될 수
있는 참여자를 선정･포함하고자 하였다. 연구 실행의 용이성과 한국 상황에서 교육개발협력사업의
성과평가 모형개발이라는 목적에 충실하기 위하여 델파이 조사에는 국내 전문가만을 포함하였다.
이들은 아래의 표와 같이 정책기관 담당자, 학계의 전문가, 실행기관 담당자 등을 포함하여 총 27명
으로 구성하였다.
<표 Ⅰ-3> 델파이 조사 참여자 명단
그룹

1그룹:
교육개발협력 평가
유경험자

2그룹:
교육개발협력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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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기관

소속

직위

1

정지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글로벌협력센터

센터장

2

장지순

국무총리실

개발협력정책관

팀장

3

조원권

우송대학교

-

부총장

4

이상준

국민대

국제학부

교수

5

홍문숙

사)글로벌발전연구원

정책연구실

실장

6

김현철

고려대학교

컴퓨터교육과

교수

7

김용

방송통신대학교

이러닝학과

교수

1

윤종혁

한국교육개발원

글로벌교육연구본부

본부장

2

최정윤

한국교육개발원

국제교육개발협력연구실

실장

3

강공내

KOICA

ODA 평가실

교육평가
담당자

4

임진호

KOICA

사회개발팀

교육전문관

5

정봉근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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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2그룹:
교육개발협력 전문가

3그룹:
성과평가 전문가

이름

기관

소속

직위

6

조우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교육팀

팀장

7

방진이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대학정보화부

연구위원

8

이진상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9

한재광

ODA Watch

사무국

사무총장

10

황원규

강릉원주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11

권혁경

안산대학교

관광영어과

교수

12

이영걸

대림대학교

국제협력센터

교수

13

조지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글로벌협력실

실장

14

정두용

성결대학교

-

교수

15

유성상

한국외국어대학교

사범대학

교수

1

박노욱

한국조세연구원

성과관리센터

센터장

2

원종학

한국조세연구원

재정연구본부

연구위원

3

김영록

한국행정연구원

재정예산연구실

연구위원

4

나태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5

이남국

부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2) 조사 내용
델파이조사 실시를 위한 사전작업으로서 개발협력, 교육개발협력, 성과평가 분야에 대한 기초연
구를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기초 수준의 1차 델파이 조사지를 개발한 후 연속적인 연구진협의
회를 통해 데이터를 점검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보완 작업을 통하여 최종 델파이조사 문항을 개발하
였다.
델파이 조사 문항은 크게 3가지 영역 즉 I. 교육개발협력사업 성과평가 모형의 개요, II. 교육개
발협력사업 성과평가의 기준, III. 교육개발협력사업의 단계별 평가기준으로 구성하였다. I 영역에
서는 성과평가의 목적, 주체 및 수행자, 시기, 결과의 활용, 특성에 대한 의견 및 기타 의견을 제시
하도록 하였다. II 영역에서는 OECD DAC에서 제시한 평가기준 5가지인 적절성, 효과성, 효율성,
지속가능성, 영향력을 평가하기 위한 각각의 세부내용 및 항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Ⅲ 영역에서는 “설계-집행-성과”의 단계별로 OECD DAC 평가기준에 대한 우선순위를 델파이 참여자
들이 기재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OECD DAC의 평가기준이 교육분야에 유의미하게 활용되기 위하여
5대 기준 외에 혹시 다른 새로운 기준이나 프레임워크가 필요한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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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구체적인 델파이 조사지 문항 구성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Ⅰ-4> 델파이 조사지 문항 구성
영역

Ⅰ.
교육개발협력사업
성과평가 모형의
개요

Ⅱ.
교육개발협력사업
성과평가의 기준

Ⅲ.
교육개발협력사업의
단계별 평가기준

세부문항
1

(성과평가의 목적)교육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한국의 교육개발협력사업 성과평가의
목적은 무엇인가?

2

(성과평가 주체 및 수행자) 교육분야 특수성을 고려하였을 때 교육개발협력사업의 실질적인
평가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평가단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가?

3

(성과평가 시기)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하였을 때 교육분야의 개발협력사업의 평가 시기는 어느
시기에 진행되어야 유의미, 혹은 효과적인가?

4

(성과평가 결과의 활용)교육개발협력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성과 관리를
위하여 향후 어떠한 방안 및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는가?

5

(성과평가의 특성)교육분야 특수성을 반영한 성과평가의 특성은 무엇이며, 이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평가 영역, 항목 및 지표는 무엇인가?

6

(추가 의견)교육개발협력사업의 성과 평가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의견이나 제안사항은
무엇인가?

1

OECD DAC에서 제시한 평가기준 중 교육분야 개발협력사업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한
세부내용 및 항목은 무엇인가?

2

OECD DAC에서 제시한 평가기준 중 교육분야 개발협력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세부내용 및 항목은 무엇인가?

3

OECD DAC에서 제시한 평가기준 중 교육분야 개발협력사업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한
세부내용 및 항목은 무엇인가?

4

OECD DAC에서 제시한 평가기준 중 교육분야 개발협력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세부내용 및 항목은 무엇인가?

5

OECD DAC에서 제시한 평가기준 중 교육분야 개발협력사업의 “영향력”을 평가하기 위한
세부내용 및 항목은 무엇인가?

1

OECD DAC의 평가기준 5가지 중 “설계-집행-성과”의 단계별로 구분했을 때 각 단계에서
어떠한 기준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가?

2

국제규범으로 통용되는 OECD DAC의 평가기준이 교육분야에 유의미하게 활용되기 위해서
상기에 적시된 5대 기준 외에 혹시 다른 새로운 기준이나 프레임워크가 필요한가?

또한 델파이 조사자를 대상으로 성과평가 모형에 대한 의견을 심도있게 반영하기 위하여 3차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면서, 추가 설문 조사지를 첨부하여 심화된 조사를 실시하였다.

3) 조사 방법
델파이 조사는 1, 2, 3차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이미 1차 델파이 조사와 분석 결과가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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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6월에 걸쳐 도출되었다. 본 연구의 연구진들은 모든 델파이 조사 전에는 회차별 사전 델파이
조사지를 수차례 점검하고 문항을 정교화하였다. 그리하여 각 회차별로, 중점 논의와 의제를 선별
하였다. 1차 델파이 조사는 개방형 질문을 통해 한국 교육 개발협력과 교육 개발협력 성과평가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였다. 다음으로 2차 델파이 조사는 1차 델파이 조사에서 취합된 전문가 의견을
구조화하여 설문 문항을 제시하였고, 이는 Likert 5점 척도(매우 그렇다=5, 그렇다=4, 보통이다=3,
그렇지 않다=2, 전혀 그렇지 않다=1)로 응답하도록 설계하였다. 마지막 3차 델파이 조사에는 2차
델파이 조사의 대한 통계 분석 결과(평균, 중앙값 및 표준편차)를 포함시키고, 응답자가 본인 이외의
다른 참여자의 의견을 참고로 하여 동일한 문항에 대한 의견을 적시하고 응답 분포도를 보일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표 Ⅰ-5> 델파이 조사 실시 경과
기간

조사지 종류

1차

2013.5.20.(월) - 5.31.(금)

1차 델파이 설문지

2차

2013.6.14.(금) ~ 7.01.(월)

2차 델파이 설문지

3차

2013.8.05.(월) ~ 8.29.(목)

3차 델파이 설문지

조사방법

E-mail을 통한 설문 발송 및 회수

4) 조사 결과 분석 방법
1차 델파이조사는 서술형과 선택형으로 조사지를 개발하였다. 총 수합된 27부의 조사지를 연구진
들이 읽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항목에 밑줄을 그어 핵심 사항을 정리하였다. 연구진들은 응답 빈
도수가 높은 항목과 연구 질문에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 항목들을 선별하고, 선별된 항목들을 상호
이중 검토(cross-checking)하면서 빈도를 정리하였다. 이러한 방법에 근거하여 현재 1차 델파이 조
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획득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주제어별로 코딩된 내용을 유목화하여 2차 델
파이 조사항목을 축출하였다. 델파이 조사에는 소수 응답으로 제시된 내용이라 할지라도 본 연구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거나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2차 및 3차 델파이 조사지에 항목으로 포
함하여 응답 내용을 구조화하였다.

라. 집중토론회
집중토론회는 델파이 조사의 결과를 보완하고 교육 개발협력 성과평가의 교육적 요소에 대한 비
판적 고찰을 열린 구도에서 진행하기 위해서 활용하고자 한다. 델파이 조사지에서 단답형으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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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응답을 추가적으로 확인･검토하고 연구 결론을 유도할 수 있는 시사점과 논의 지점을 공유하는
자리라 할 수 있다. 집중토론회에 참여하는 주요 인사는 4~5명 규모로서, 델파이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와 델파이조사에는 참여하지 않았으나 교육 개발협력 관련 정부부처 담당자 혹은 관련 분야
전문가를 초빙하여 각 이슈별로 논의 사항에 대한 집중토론회를 진행하였다. 토론회는 1, 2, 3차
델파이 조사 이후 각각 최소 한 번씩 개최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의 결과물로서 성과 평가 모형
초안이 도출된 후에는 서면 평가를 통해서 의견과 피드백을 수렴하였다.
<표 Ⅰ-6> 집중토론회 실시 경과
일시

외부전문가

1차

2013. 7. 26(금)
16:00 ~ 18:00

∙ 강경재(EDCF), 강주홍(국무총리실),
곽재성(경희대학교), 이주희(교육부)

2차

2013. 8. 23(금)
15:00 ~ 18:00

∙ 유성상(한국외국어대학교), 조소희(KOICA)

3차

2013. 9. 24(화)
15:00 ~ 18:00

∙ 박노욱(한국조세연구원), 한재광(ODA watch)

목적
∙ 성과평가 모형 초안 검토 및 정책적
시사점과 실제 평가 시 예상 활용도 점검
∙ 교육개발협력사업 유형 및 성과평가
모형안 논의

마. 전문가 협의회
본 연구의 내용과 논의 방향을 심화･발전시키기 위해서 국내 개발협력 추진 기구에 종사하는
담당자, 정책입안자, 국제개발협력학회 전문가 및 민간 단체의 전문가를 포함하여 전문가 협의회를
실시하였다. 문헌 분석과 해외 현지 조사, 델파이 조사법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전문가협의회를 통해서 진단하고, 향후 본 연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활용하였다.
특히 문헌에서는 개발협력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있지만, 교육 개발협력 평가에 실제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다양한 자료와 소통 채널을 통해서 각 기관이나 개별
전문가의 목소리를 획득하고 교육 개발협력 성과 평가의 특성을 고찰하였다. 전문가협의회는 3회에
걸쳐 집중토론회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하였다.

바. 순환적 동료 검토(peer review)
동료검토는 앞에서 제시한 연구내용별 연구방법에서와 같이 공동연구진 회의를 통해 연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방법이다. 단계별로 연구자료를 분석하고, 연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순환적
동료 검토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동료검토는 본 연구의 공동연구진 뿐만 아니라, 해외 현지 조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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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 과정을 통해 만나서, 국제 네트워크를 형성한 국별 전문가들이 해외 자문 동료(advisory peer)를
자임한 경우에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국내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델파이 조사 결과 내용을 8월-9월 중에 인터뷰 및 국제회의장에서 만난 미국, 영국, 필리핀,
일본 등의 전문가와 공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논의를 풍성하기 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관련 분야 전문가들간의 동료 검토는 본 연구의 대외적 신뢰도를 높이는 유의미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본 연구는 ICER 국제 학술대회 등 다양한 논의의 장에서 연구 내용 및 방향을 발표하고,
다양한 해외 전문가들로부터 연구진들이 구상하고 있는 교육 개발협력 성과평가 모형에 대한 의견과
피드백을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은 순환적 동료 검토를 다층화하는 중요한 기회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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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 개발협력 평가의 이론적 배경
가. 교육분야 개발협력
공적개발원조는 개발도상국의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위하여 지원하는 선진국의 유상･무상의 원조
사업이다(유성상 외, 2011). 우리나라는 1987년 개도국에 양허성 차관 지원을 위하여 한국수출입
은행을 통하여 EDCF를 설치하면서 유상원조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1991년 무상원조사업 전담 기관
으로 외교부 산하에 KOICA를 설립하여 ODA에 본격적으로 참여하였다(윤종혁 외, 2011).
윤종혁 외(2012)에 따르면, 교육개발협력의 개념은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교육개발협력은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이를 인간이 생활하는데 있어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
다는 관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교육분야 개발협력은 인간성 회복 및 평등권 보
장을 포함하는 인도주의적인 협력이라는 관점에 초점을 두고 있다. 1948년에 발표된 세계인권선언
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교육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며 동시에 한 개인의 발전 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의 수단으로 설명할 수 있다. ‘기본적 인권’로서의 교육은 개발협력 분야에 있어서 많은 국제기
구와 선진 공여국이 교육분야 개발협력에 집중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제사회에서는 UN의 MDGs,
UNESCO의 EFA에서 교육에 대한 구체적 목표(MDGs 목표 2; EFA 목표 6)를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기초교육(초등교육 포함) 및 문해 교육에 대한 무상제공에 초점을 두고 있다.
둘째로, 교육ODA는 빈곤퇴치와 경제성장에 있어서 교육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UN, UNESCO,
World Bank 등 많은 국제기구들과 경제학계, 교육학계 등의 많은 연구에서 교육이 빈곤퇴치, 그리고
더 나아가 국가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빈곤퇴치에 있어서 교육의
주된 역할은 개인의 역량 강화를 통한 노동생산성 효율화라 할 수 있다(Orazem, Glewwe, & Patrinos,
2007; 윤종혁 외, 2012). 이는 교육을 통한 개인의 역량 제고가 개인에게 노동시장으로의 진입
뿐만 아니라 더 좋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 경제성장을 위한
교육의 역할에서는 교육의 질적, 양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Hanushek & Zhang, 2006;
윤종혁 외, 2012). 이에 대한 예시로, 국제사회에서는 라틴 아메리카의 교육의 질적 발전이 양적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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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미치지 못하여 라틴 아메리카의 경제성장이 더딘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반면 교육의 양적,
질적으로 균형있는 발전을 통하여 경제성장을 이룩한 국가로 한국을 설명하고 있다.
교육 개발협력의 개념은 위에서 언급한 배경 이외의 측면에서도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MDGs와
EFA 교육관련 목표, 그리고 선진 공여국의 교육분야 개발협력 핵심 전략은 대부분 위에서 언급한
교육에 대한 기본권과 개인의 역량 개발을 통한 빈곤퇴치 및 경제성장에 초점을 두고 있다. 요컨대,
교육분야 ODA는 1) 개인의 기본권으로 보장받아야 한다는 점, 2) 국가의 경제발전을 위한 인적 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라는 점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국제기구 및 선진 공여국에서 ODA의 여러 분야
중 교육분야는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유성상 외, 2011; 윤종혁 외, 2012).

나. 개발협력 성과평가
2000년대 이후 국제사회에서 안보, 경제, 환경, 빈곤문제 등이 범지구적인 이슈로 떠오르면서
개발협력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었다. 특히 개발협력의 최상위 목표인 UN의 MDGs가 등장하면서
국제사회는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획한 2015년까지 각 개발 목표 달성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에서는
지금까지 수행해 온 ODA 추진에 대해 다각적인 분석과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원조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은 OECD DAC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수
원국 중심의 원조집행과정 및 능력배양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지속적인 논의와 더불어 2005년
파리선언문을 통하여 원조의 효과성 향상을 위한 5개 원칙과 12개의 추진상황 확인지표를 작성
하였다(OECD, 2005).
<표 Ⅱ-1> 파리선언 주요 내용
목표
수원국의 오너십
(Ownership)

세부 내용
공여국은 수원국 리더십 존중, 수원국은 개발전략의 입안 및 이행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

원조의 일치
(Alignment)

공여국은 수원국의 개발전략에 원조를 일치, 수원국 시스템의 활용, 수원국의 정부조달 시스템
강화, 원조의 언타이드화 등을 규정

공여국 간 원조조화
(Harmonization)

공여국은 원조활동에 대한 공동의 합의사항을 이행, 원조절차 간소화, 보다 효과적인 원조의 분업
등을 제시

원조성과 관리
공여국은 수원국의 개발전략 수립과 자원을 성과에 연계, 수원국은 성과중심적 보고･평가체제
(Managing for Results) 구축
상호책임성 강화
공여국은 수원국 정부가 의회 및 국민에게 예산보고를 할 수 있도록 원조제공에 대해 투명하고
(Mutual Accountability)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 수원국은 국가개발전략 이행 및 평가에 다양한 개발주체들을 참여
출처: 장혜승(2011); OECD(2005)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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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 파리선언 지표와 목표
지표

2010년까지 목표

1

∙ 수원국은 실질적으로 이용가능한 개발전략을 마련 –
중기 재정지출 계획과 연계되어 있고 전략적
우선순위가 명료하게 설정된 국가개발전략을 마련한
국가의 수

2

(a)
∙ 신뢰할 수 있는 국가 시스템: (a) 광범위하게 인정된
모범관행에 부합하거나 (b) 모범관행에의 합치를 위해
개혁 프로그램이 진행중인, 정부조달시스템 및
(b)
공공재정관리(PFM)시스템을 갖춘 수원국의 수

∙ 최소한 수원국의 75%

공공재정관리 – 수원국의 50%가
공공재정관리/국가정책 및 제도평가(CPIA) 이행
측정단계에서 최소한 한 단계 (0.5) 이상 상승
정부조달 – 수원국의 3분의 1 4단계로 구성된
정부조달 평가에서 최소한 한 단계 이상 상승

3

∙ 수원국 우선순위에 부합되는 원조: 정부 부문에
지원되어 수원국 국가 예산에 보고된 원조의 비율

수원국 국가 예산에 보고되지 않고 정부 부문에 지원된
원조 비율을 50%로 줄인다. 최소 85%가 예산에 보고

4

∙ 원조의 상호 조정을 통한 역량강화: 수원국의
국가개발전략에 부합하고 상호 조정된 프로그램을 통해 ∙ 기술협력 원조의 50%
제공되는 공여국의 역량개발 지원 비율
공여국 비율

5a

평가단계

목표

5+

모든공여국

3.5~4.5

공여국의 90%

∙ 수원국 공공재정관리시스템활용: (a) 광범위하게 인정된
원조 비율
모범관행에 부합하거나 (b) 모범관행에의 합치를 위해
평가단계
목표
개혁 프로그램이 진행 중인, 수원국의
공공재정관리시스템을 활용하는 공여국 및 원조 비율
∙ 수원국의 공공재정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는 공공 부문에 대한 원조를 3분의 2로
5+
줄인다
3.5~4.5

∙ 수원국의 공공재정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는 공공 부문에 대한 원조를 3분의 1로
줄인다.
공여국 비율

5b

평가단계

목표

A

모든공여국

B
∙ 수원국 정부조달 시스템 활용: (a) 광범위하게 인정된
모범관행에 부합하거나 (b) 모범관행에의 합치를 위해
개혁 프로그램이 진행 중인, 수원국의
공공재정관리시스템을 활용하는 공여국 및 원조 비율 평가단계

공여국의 90%
원조 비율
목표

A

∙ 수원국의 정부조달시스템을 활용하지 않는
공공 부문에 대한 원조를 3분의 2로 줄인다

B

∙ 수원국의 정부조달시스템을 활용하지 않는
공공 부문에 대한 원조를 3분의 1로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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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2010년까지 목표

6

∙ 중복시행구조 감축을 통한 역량 강화: 사업중복시행
∙ 전체 유사 프로젝트 실행조직을 3분의 2로 줄인다
부사(PIUs: Parallel Project Implementation Units)의 수

7

∙ 원조의 예측가능성 증대: 단년도 또는 다년도 테두리
내에서 합의된 스케줄에 따라 공여된 원조지출 비율

∙ 계획된 회계연도 안에 지불되지 않는 원조의 비율을
절반으로 줄인다.

8

∙ 원조의 비구속화: 양자 원조의 비구속성 비율

∙ 계속적 진전 모색

9

∙ 공통의 계획 및 절차 활용 – 프로그램 기반 접근방법에
∙ 원조의 66%
따라 지원되는 원조의 비율

10

∙ 분석 작업을 공유하도록 장려: (a) 현지 파견단
그리고/또는 (b) 진단 검토를 비롯한, 수원국 분석
작업의 공유 비율

11

∙ 결과 지향적 체계: (a) 국가개발전략 및 (b) 분야별
프로그램 진전 상황을 측정하기 위한 투명하고
관리가능한 성과측정체계를 마련한 국가의 수

12

∙ 상호적 책임: 파리 선언을 비롯해 원조효과에 관한
선언에서 합의된 약속의 이행 진전 상황에 대한 상호 ∙ 모든 수원국은 상호 평가 검토작업을 시행
평가를 실시하는 수원국의 수

① 공여국 현지 파견단의 40%
② 수원국 분석작업의 66%
∙ 성과측정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국가의 비율을
3분의 1로 줄인다

출처: 외교부(2011) 재인용.

2008년에는 ‘아크라 행동계획'을 통해서 원조의 일반적 원칙, 추상적 지침을 조금 더 구체화하고자
특정한 사례의 성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단계로 발전하였다. 그리고 2011년 부산 선언을 계기로
국제사회는 이제 단순한 원조에서 벗어나 개도국의 실질적인 발전을 지원하는 인적자원, 가버넌스,
환경, 무역, 투자, 금융 등의 통합적 협력에 초점을 맞춘 개발효과성 이슈로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OECD, 2011).
이미 OECD 개발원조위원회는 ODA 사업에 대한 평가 기준을 제시하였고, 많은 공여기관들이 개발
협력 사업의 평가를 위한 핵심 원칙으로서 OECD DAC의 평가기준을 활용하고 있다(OECD, 2008).
이와 더불어 최근에는 OECD DAC의 승인을 받은 ‘개발 평가 품질 기준(Quality Standards for
Development Evaluation)’이라는 규범적 평가 프레임워크는 평가 과정과 산출물에 대한 지침을 제공
하고 있다(OECD, 2010). World Bank을 비롯한 국제개발은행이나 선진 공여국의 원조집행기관에
서도 개발협력 사업의 성과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체적으로 성과 프레임워크(result
framework)를 활용한 개발협력 성과평가 지침서를 발간하였다.

다. 교육분야 개발협력 사업 성과평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파리선언(OECD, 2005)과 부산 선언(OECD, 2011) 이후 ODA 정책 입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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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수행에 있어 ‘개발효과성’ 분석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
하여, 교육분야에서도 그 동안 국제사회가 추진해 온 다양한 형태의 개발협력 사업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고, 개도국의 실질적인 개발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 추진 방향과 전략을 제시해야 할 필요
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교육분야 개발협력 사업에서 성과를 무엇으로 정의하고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없기 때문에, 교육분야 사업의 성과관리와 평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
하는 실정이다.
UN이 인권으로서의 교육권을 국제사회의 의제로 제시한 이후, 교육분야 개발협력 사업의 성과는
주로 교육기회 확대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1960년 카라치계획은 획기적인 초등학교 취학률 개선을
도모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유성상 외, 2011). 그리고 이러한 논의는 1990년 태국 좀티엔에서
유네스코가 제시한 EFA 의제를 통해 국제사회의 행동강령으로 확대되었다. 이후 2000년 세네갈 다
카르에서 개최된 세계교육회의에서는 지난 10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교육의 질 제고를 포함하는
보다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는 형태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EFA 달성을 위한 개발협력 사업들이
지나치게 초등교육 기회 확대에만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교사 1인당 학생 수 증가 등 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하기도 했다. 그리고 졸업 이후에도 여전히 비문해상태로 남아 있거나, 간단한 셈하기도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존재한다(UNESCO, 2012).
지금까지 교육분야 개발협력 사업의 성과는 주로 사업 수행에 따른 결과물로 간주했기 때문에,
정작 사업의 성과는 관리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선진 공여국에서는 단순히 ‘신설 학교수나 교육
훈련을 받는 교원수’ 등과 같은 산출지표(output indicator)만이 아니라, 학생 성취도 등과 같이
사업으로 인한 교육적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성과지표(performance indicator)를 활용하고 있다
(채재은･우명숙, 2012). 또한 최근에 Post-EFA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제사회는 교육기회 확대
논의뿐만 아니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학습 성과’에 주목하여 새로운 성과 목표를 준비 중에
있다(World Bank, 2011).
이러한 논의의 근저에는 교육분야가 갖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교육분야 개발협력 사업의 성과
평가가 어렵다는 생각이 깔려있다. 대표적으로 Psacharopoulos(1995)는 교육프로그램의 평가가
어려운 이유를 다음의 여섯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교육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평가의 시점을 정하기가 어렵다. 둘째, 교육에는 다양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시키기 어렵다. 셋째, 교육사업은 사업의 내용 자체가 복잡한 경향이 있다. 넷째, 교육은
윤리적 이유 때문에 통제집단을 설정하는 실험연구의 활용이 어렵다. 다섯째, 교육의 보급과 동시에
교육에 대한 관심이나 이념이 다양하고, 평가의 판단이 다원적이다. 여섯째, 교육사업의 목적이
중층적이고, 가변적이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평가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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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Kellaghan과 Stufflebeam(2003)은 교육평가가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볼 때,
다른 분야의 평가와 크게 다르다고 지적한다. 첫째, 학생 학력측정의 전통이 뿌리 깊게 남아있고,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평가는 별도의 영역으로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는 다른 분야에서 평가가
주로 프로그램 평가에 초점을 맞춘 일종의 응용연구로 간주된다는 점과 다르다. 둘째, 교육은 다른
분야와 달리, 사회의 거의 모든 구성원과 어떠한 형태로든 관련을 맺고 있다. 따라서 평가를 실시할
때에 이해관계자를 고려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교육평가에서는 평가자, 평가대상,
이해관계자로서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다.
또한 교육평가의 관행은 국가나 지역에 따라서 평가를 실시하는 사회문화적 맥락이 상이하며,
이러한 차이점에 의해서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중남미 지역에서는 교육
평가에서 국가의 영향력이 크고, 시민단체의 존재감이 없기 때문에 엘리트주의적인 성격이 강한
제도적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Reimers, 2003: 461).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절대적인 교육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에, 학생에 대한 학력평가는 상급학교 진학과 같은 교육기회 분배의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교육분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과 영향력이 증대됨에 따라서, 교육시스템이나
교육프로그램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평가의 중요성이 높다(Omolewa & Kellaghan, 2003).
이처럼 교육개발협력 사업의 평가는 그 자체로도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마다 특유의
맥락이 있기 때문에, 교육평가를 정형화된 형태로 생각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OECD DAC의 평가
기준이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것과 같이 교육평가에서도 글로벌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주로
연구자의 교류 형태로 나타난다(Bhola, 2003). 예를 들어, UNESCO 산하의 IIEP(International
Institute of Educational Planning; 국제교육기획기구)가 아프리카의 초등교육 질 개선을 위한
공동연구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국제기구나 선진국의 교육평가 연구자들이 저개발국가 연구자
들과 함께 공동으로 평가 기준과 방법 등을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교육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기도
한다.

2 한국의 교육개발협력 성과평가 동향 및 특성
우리나라의 교육 개발협력 성과평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육분야에 있어 개발협력 사업을 총괄
하고 있는 주요 기관들이 성과평가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형태로 진행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국제 개발협력 사업 추진에 있어 사업수, 예산 규모, 수원국과의 네트워크, 현지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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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여러 측면을 종합하여 볼 때 그 대부분은 무상원조를 총괄하는 KOICA와 유상원조를 총괄하는
EDCF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기관 이외에 교육 및 농림 등 수원국의 수요가
높은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보유한 정부부처가 KOICA와 EDCF와
별도로 국제 개발협력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교육부에서도 교육분야의 국제 개발협력
사업을 KOICA나 EDCF와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교육 개발협력 성과평가를
이해하기 위해 이들 각 기관별로 개발협력 성과평가의 배경, 목적, 정의, 기준 및 특이점을 중점적
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교육분야 개발협력 사업의 주요 평가사례에 나타난 교육 개발협력
성과평가의 핵심요소를 정리하고자 한다.

가. 한국국제협력단(KOICA)
1) 성과평가 배경 및 목적
KOICA에서는 OECD DAC에서 1991년 설정한 평가의 정의를 그대로 차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는 개발협력 사업의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결과 측정을 비롯하여 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유용하고
신뢰할만한 정보 제공을 통해 수원국과 공여국의 개발협력 정책과 사업에 교훈을 주는 것으로 정의
된다. 평가의 목적은 보편적으로 개발협력에서 사용하는 교훈(learning)과 책무성(accountability)에
두고 있다. 평가의 정의, 목적에 이어 평가의 원칙으로는 파트너십(partnership), 공정성
(impartiality), 객관성(objectivity), 투명성(transparency), 그리고 신뢰성(credibility)을 제시하고
있다(KOICA, 2013a).
평가의 종류는 시기, 목적, 대상, 주체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으며, 각각 1) 시기(사전평가,
중간평가, 종료평가, 사후평가), 2) 목적(과정평가, 영향평가), 3) 대상(프로젝트평가, 프로그램평가,
분야별평가, 국별평가, 주제별평가, 형태별평가) 그리고 4) 주체(내부평가, 외부평가)에 따라 세부적
으로 구분된다.
평가의 기준으로는 OECD DAC에서 권장하는 5대 평가 기준인 적절성(relevance), 효과성
(effectiveness), 효율성(efficiency), 영향력(impact), 지속가능성(sustainable)과 함께 기타 기준
으로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 환경영향정도를 포함하여 총 7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5대 기준에 대해서는 표준 질문을 함께 제시하고 있는데 다음의 표와 같다(KOICA,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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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3> KOICA의 성과평가 기준 및 표준질문
평가기준

표준 질문

적절성

∙ 프로그램의 목표가 KOICA의 정책 및 우선순위에 부합하는 정도
∙ 수원국의 개발필요 및 개발목표, 전략과 일치하는 정도
∙ 특정사업이 수원국의 주인의식 강화 정책과 일치하는 정도
∙ 특정사업이 수혜자들의 생계 수단 및 문화적 배경과 일치하는 정도
∙ 특정사업이 기술적으로 개발문제해결에 적절한지에 대하여 사업이 문제의 주요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정도
∙ 특정사업을 다시 시행할 수 있는 가능성

효과성

∙ 의도한 산출물, 목적 및 목표를 달성한 정도
∙ 외부 효과를 제외하고 특정사업을 통해 상황이 변한 정도
∙ 의도한 목표 달성의 성공, 혹은 실패 이유
∙ 평가대상의 효과 향상을 위해 개선할 수 있는 점

효율성

∙ 평가대상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는가? 자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계획 및 사업수행
단계에서 어떤 수단을 사용하였는가?
∙ 평가대상이 달성한 동일한 품질 및 수량을 더 적은 예산을 통한 다른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는가?
∙ 동일한 자원으로 보다 많은 결과를 달성할 수 있었겠는가?
∙ 동일한 개발 문제가 보다 낮은 비용의 다른 대안으로 해결할 수 있었겠는가?
∙ 본 사업이 다른 대안들과 비교했을 때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는가? 당해 사업에 투자한 자원을 보다 가치
있는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영향력

∙ 평가대상이 사람, 제도, 또는 환경 등에 의도하였거나 혹은 의도하지 않게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끼친 영향
은 무엇인가?
∙ 평가대상이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복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 평가대상의 영향을 받은 수혜자 및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스스로에 대한 사업의 영향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 평가대상을 운영, 관리하는 수원국 기관들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
∙ 사업이 수원국 관련기관의 역량개발과 제도 강화에 어느 정도까지 기여하였는가?
∙ 사업기관 중 발생한 변화들이 얼마나 확인 및 측정되는가?
∙ 평가대상이 초래한 확인할 수 있는 변화는 어느 정도인가?
∙ 평가를 수행하지 않았다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였을까?
∙ 파악된 변화들에 대한 다른 설명은 없는가?

∙ 사업이 수원국 우선순위와 유효수요에 부합하는가?
∙ 수원국 제도가 동 사업을 지원하는가?
∙ 사업이 수원국의 사회문화 조건에 잘 조화되는가?
∙ 사업대상지역의 주인의식이 만족스러울 정도로 충분한가?
∙ 수원국의 이해관계자들이 계획 및 사업수행 단계에 참여하였는가?
지속가능성
∙ 수원국의 관련 기관들이 효과적 운영 및 조직을 포함한 가버넌스 제도 및 조직이 갖추고 있는가?
∙ 사용된 기술이 수원국 경제 및 교육, 또는 문화상황에 부합되는가?
∙ 사업관계자들이 공여국의 지원 종료 이후에도 사업 결과를 유지시킬 수 있는 재정을 보유하고 있는가?
∙ 사업이 수원국의 천연자원에 대한 지속가능한 사용에 부합되는가? 혹시 자연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는
않는가?
출처: KOICA(2008 : 44~52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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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과평가 체제
2008년 KOICA에서 제시한 평가시스템을 살펴보면, 평가 절차를 알 수 있는데 이는 평가 기획
단계, 실시단계 그리고 종료단계로 구분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정리되어 있다. 평가 기획단계에서는
평가준비, 평가계획 수립, 그리고 평가기관 선정이 이루어지고, 평가 실시단계에서는 사전조사
실시, 평가집행계획 수립, 현지평가 실시, 현지평가 결과보고를 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평가 종료
단계에서는 평가보고서(안) 작성, 평가보고서(안) 심사, 평가보고서 확정 및 배포, 환류를 진행한다
(KOICA, 2008). 이후 2013년에는 아래 그림과 같은 평가 절차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평가 종료 이후
결과를 반영하고 환류하는 영역과 추후 정책 수립 및 사업에 반영하는 단계를 순환적 형태로 고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림 Ⅱ-1] KOICA 평가 절차(KOICA, 2013c)

성과중심 관리체제(Result-Based Management; RBM)5)를 강조하는 국제적 흐름에 따라 KOICA는
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하여 1996년 사업평가팀6)을 신설하고 프로젝트 주기 관리(Project Cycle
Management; PCM)을 시작하였다. 이후 2007년 로그프레임 접근법의 산출물인 프로젝트 기획
매트릭스(Project Design Matrix; PDM)를 도입하여 사업기획과 평가 간의 연계 강화를 도모해
왔다(강경재, 2012). 2009년에는 ‘프로젝트 관리와 평가(KOICA, 2009a)’를 발간하여 프로젝트
관리와 모니터링, 그리고 평가에 대한 연계 추진방법을 제시하였다.
KOICA에서는 평가 프레임워크로 로그프레임을 기본으로 한다. 로그프레임은(Logical Framework
또는 Logframe) 개발협력사업 평가에서 기본이 되는 틀이다. 로그프레임은 개발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논리적 관계를 보여줌으로서 기획과 모니터링, 평가와의 연계를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사업
평가 시에 평가 대상의 로그프레임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이라 할 수 있다(KOICA, 2008).
5) 산출물, 결과물, 영향력의 수행성과와 달성에 중점을 둔 관리전략을 의미(KOICA, 2010).
6) 1999년 평가실로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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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4> KOICA 로그프레임 구성과 내용
구분

과정 및 결과 평가 지수

결과가 기여하게 될 개발목표

전반적인 변화, 영향, 효과

산출물을 통해 성취될 결과

사업종료시 성과

사업활동의 산출물

목표, 결과, 수량

투입을 활용한 실제 사업활동

사업 단계별 활동

계획시 투입

투입 분석(시간, 인력, 지원 등)

가정

상위 단계로 이동하기
위한 전제조건들

출처: KOICA(2008: 62).

3) 성과평가 요소 및 영역
PDM은 로그프레임의 산출물로 16칸(4×4)의 1장으로 구성된 프로젝트 기획문서를 의미한다.
PDM은 매우 단순해 보이지만 다양한 정보, 많은 질문 및 가정에 의한 논리 분석을 통해 도출되는
복잡한 절차이다. PDM은 추후 프로젝트의 수행 과정에서 계획이 변화됨에 따라 계속 수정된다
(KOICA, 2009a). PDM의 구조 및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Ⅱ-5> KOICA의 PDM 구조와 내용
서술식 양식보고
∙ Goal(목표)
- 프로젝트가 기여하는 분야 혹은
국가수준의 장기적 개발목표
∙ 작성방법 : 과거시제 동사로 시작

객관적 검증지표

검증수단

가정

∙ 상위수준 파급효과 즉 목 ∙ 필요정보 수집 방법 : ∙ 프로젝트의 장기적
표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데이터 수집의 주체,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질문, 지표 등의 방법으로 빈도 및 정보 수집원 충족되어야 할 가정
수량, 질, 시간 포함
기입

∙ Purpose(목적)
∙ 각각의 목적 달성도를 측 ∙ 필요정보 수집 방법 : ∙ 목적에서 목표로 연
- 프로젝트의 직접적 목적으로 직접적 결 정하기 위한 질문, 지표 데이터 수집의 주체, 결되기 위하여 충족
과에 의한 수혜자 그룹의 행동, 태도, 자 등의 방법으로 수량, 질, 빈도 및 정보 수집원 되어야 할 가정
원 측면에서의 통합적, 측정가능한 변화 시간 포함
기입
∙ 작성방법 : 과거 또는 현재시제 동사로 시작
∙ Outputs(산출물)
∙ 산출물 생산 정도를 측정 ∙ 필요정보 수집 방법 : ∙ 산출물에서 목적으로
- 목적달성을 위하여 프로젝트가
하기 위한 질문, 지표 등 데이터 수집의 주체, 연결되기 위하여 충
산출해야 하는 결과물로 서비스 또는
의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빈도 및 정보 수집원 족되어야 할 가정
생산물
개발 행위의 결과물(수량, 기입
∙ 작성방법 : 과거 또는 현재시제 동사로 시작 질, 시간포함)
∙ Activities(사업구성요소/개발활동)
∙ Inputs(투입/ 투입자원)
- 산출물 생산을 위하여 프로젝트에
- 개발행위의 결과는 산출물에서 측정되므로
필요한 활동
투입요소를 이 칸에 기입
∙ 작성방법 : 생산해야 하는 산출물을 명사형
으로 표현

∙ 개발 활동에서 산출
물로 연결되기 위하여
충족되어야 할 가정

※ 주: 본 PDM이 실제 활용될 시에는 프로젝트명, 수혜자그룹(Target Group), 대상지역(Target Area), 수정번호(Version Number),
날짜가 포함됨
출처: KOICA(2009a: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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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술식 양식보고(narrative summary): 목표, 목적, 산출물, 사업구성요소(투입자원 포함)으로
구성되며 프로젝트의 목적을 설명하고 상위 개발목표와의 연계성을 보여준다.
◦ 객관적 검증지표(objectively verifiable indicators): 서술식 양식보고 각 항목인 목표, 목적,
산출물, 사업구성요소의 달성 정도를 모니터링,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이다. 구체적이며 객관적
인 측정이 가능하도록 양, 질, 시간 등을 자세히 서술한다.
◦ 검증수단(means of verification): 성과지표의 확인이 가능한 출처로 데이터 출처 이외에도 데
이터 수집과 관련하여 책임자, 빈도, 방법, 시기, 형식 등을 자세히 서술한다.
◦ 가정(assumptions): 각 항목의 목표가 한 단계 상위 목표로 연결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할
가정(해결되어야할 부분, 또는 회피되어야할 위험)을 서술한다.

4) 성과평가 사업 실제
다음은 KOICA 평가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사례는 2010-2011년 자체평가 품질에 대한 메타
평가(전승훈 외, 2012)에서 자체평가 대상이었던 교육분야 관련 평가보고서 두 가지를 분석하고, 연
수 사업의 경우 평가가 어떻게 수행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으나 이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제약으로 인해서 연수사업 실시 후 작성되는 결과보고서 양식을 분석하고자 한다.
가) 과테말라 난민정착지원 및 교육강화사업 사후평가7)
첫 번째 사례로는 과테말라 난민정착지원 및 교육강화사업 사후평가를 살펴보았다. 이는 전문가
파견, 연수생 초청, 시범사업시행, 기자재 지원, 워크숍 개최 및 평가로 구성되어 KEDI(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한국교육개발원) 국제교육협력 유형화에 따른 분류에서 콘텐츠
항목에서는 물자/재정지원, 인력양성 및 단기적 정보교류에 해당하며 수준 항목에서는 TVET(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직업교육훈련)에 해당한다8). 본 평가는 1) 동 사업의
과정에 대한 평가를 통한 전략적 교훈 도출 및 개선 방안 제시, 2) 귀환 난민의 마을 주민조직 자생력
강화, 중등교육 등록률 향상, 소득 증대를 위한 대상 사업의 성과 분석에 그 목적을 두었다. 평가
기준은 과정평가와 성과평가를 구분하여 작성하였으며, OECD DAC의 5가지 기준에 범분야적(cross
cutting) 이슈 기준을 추가하여 젠더와 사회-문화적 이슈에 대한 평가를 하였다. 이러한 평가 기준은

7) 본 사례는 ‘과테말라 난민정착지원 및 교육강화사업 사후평가 보고서(이태주 외, 2011)’의 내용을 정리한 것임
8) KEDI 국제교육협력 유형화에 따른 분류는 교육 콘텐츠에 대한 활동만 분류하였음. 본 평가 대상 사업의 성격은 교육강화사업 및 농촌 지역
개발분야으로 본 사업에는 실제 시설 건축이 포함되어있으나 이는 농촌 지역개발의 성격이 강한 활동이었으므로 국제교육협력 유형화에
따른 분류에서는 제외하였음

KEDI 35

Ⅱ 교육 개발협력 평가의 이론적 배경

평가를 실시한 KOICA의 개발협력 목적과 평가 기준을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우수한 평가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세한 세부 평가 항목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Ⅱ-6> KOICA 사례 1: 세부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항목
과정평가

적절성

∙ 사업의 목표 수립, 사업 계획 및 실행 과정이 수원국 및 아국의 우선순위와 해당 분야 정책에
부합하는가?
∙ 수원기관과 아국의 수행기관 선정이 적절했는가?
∙ 대상 지역 및 대상 수혜자 선정이 적절했는가?
∙ 수혜자의 필요(needs)를 적절히 반영하였는가?
∙ 사업계획에 있어 그 시기, 기간, 예산, 규모가 사업목표의 달성에 적합하였는가?

효율성

∙ 각 사업의 목표는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 각 사업의 목표는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했는가?
∙ 효율성을 증진시킨 구조적 원인은 무엇인가?
∙ 효율성을 저하한 구조적 원인은 무엇인가?

지속 가능성

범분야적 이슈

∙ 적절한 출구전략 및 후속조치 계획에 대한 협의가 있었는가?
∙ 사업종료 이후 지속적인 효과를 위해 수원국의 적정규모 예산, 적합한 인력 투입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는가?
∙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요인들에 대해 적절한 고려가 있었는가?
∙ (젠더 영향) 사업의 전 단계에 걸쳐 젠더 관계 및 성평등에 대한 고려가 있었는가?
∙ (사회-문화적 영향) 사업의 전 단계에 걸쳐 사회-문화적 요소에 대한 고려가 있었는가?
과정평가

효과성
(Output)
효과성
(Outcome)

영향

지속 가능성
범분야적 이슈

∙ 계획대비 산출이 일치하는가?
∙ 시설물은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있는가?
∙ 수혜자들은 제공된 시설과 서비스에 만족하고 있는가?
∙ (Outcome 1) 사회적 기반시설 및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은 향상되었는가?
∙ (Outcome 2) 경제적 기반이 강화되고 소득원이 다양화 되었는가?
∙ (Outcome 3) 주민조직이 강화되었는가?
∙ 중등교육 기회가 확대되었는가?
∙ 소득이 증대되었는가?
∙ 주민조직의 자생력이 강화되었는가?
∙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 (젠더 영향) 동 사업이 젠더 관계 및 성평등에 영향을 미쳤는가? (의도한 혹은 의도하지 않은 영향)
∙ (사회-문화적 영향) 동 사업이 수혜자의 사회-문화적 환경에 영향을 미쳤는가?

평가단은 총 9명으로, 글로벌발전연구원의 개발평가 전문가 1명, 국제농업 및 농촌개발과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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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1명, 참여개발평가･개발인류학･교육개발협력 전문가 1명, 과테말라 현지 개발협력 분야
코디네이터 1명, 연구조원 2명, 현지 조사팀원 3명으로 구성하였다. 개발평가 전문가를 비롯하여
교육 개발협력 전문가, 농촌개발 전문가를 포함하여 관련 영역의 전문가를 조화롭게 구성하였으며,
코디네이터와 현지 조사팀을 포함하여 체계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평가 절차는 1) 환경분석틀을 활용한 핵심현안 도출, 2) 결과모형, 성과모형 재구성 및 평가 기준
개발, 3) 국내 면담 및 설문조사지 개발, 4) 현지조사(설문조사, 초점집단토론, 심층면담, 현장실사
포함), 5) 삼각측량법을 통한 분석에 따라 진행하였다.
평가 결과는 적절성, 효과성 및 영향 측면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효율성에서는 세부전략
실행방안 부족으로 인한 효율성 저하, 또한 지속가능성 및 범분야적 이슈에서는 위험관리 대책과
출구전략 미비가 지적되었다. 또한 1) 체계적인 사업형성조사 및 종합적 타당성 조사체제 마련, 2)
M&E(Monitoring and Evaluation; 모니터링과 평가) 시스템 강화, 3) 종합적 농촌 지역개발 프로
그램 도입, 4) 프로젝트 사업 관리(project management consulting) 및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Project Management)의 역량강화에 대한 제언을 하였다. 이러한 평가 결과 및 제언사항은 평가
목적 중 평가대상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는 데는 충실하였지만, 공여국과 수원국의 개발협력 정책
수립이나 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교훈을 전달하는 목적 달성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
나) 한-베 사업기술학교 2차 지원사업 사후평가9)
KOICA의 두 번째 사례로는 한-베 사업기술학교 2차 지원사업에 대한 사후평가를 중심으로 정리
해 보았다. 건축물 신축, 실습장비 제공, 교사 및 학교운영자 초청연수 교육, TVET 전문가 파견 등
으로 구성된 평가 대상 사업은 KEDI 국제교육협력 유형화에 따르면, 하드웨어적 협력과 소프트
웨어적인 협력이 복합적으로 실시된 시설, 물자/재정지원 및 인력양성 사업이라고 할 수 있고, 교육
세부 수준은 TVET에 해당한다.
본 평가의 목적은 대상 사업인 한-베 산업기술학교 2차 지원 사업의 종합적, 계량적 평가에 의한
전략과 교훈 도출을 통하여 향후 유사 개발협력 사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ODA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 제안 도출에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평가 기준은 OECD DAC의 5대 기준과 KOICA 평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영향력, 지속가능성을 비롯하여 범분야적(cross
cutting) 이슈를 포함하고 있다. 평가의 세부 기준은 아래의 사업 평가 매트릭스에 따라 평가항목,
평가질문, 측정지표로 구분하여 설정하였다. 이는 KOICA에서 제시하는 세부 기준을 차용한 항목이다.

9) 본 사례는 ‘한-베 사업기술학교 2차 지원사업 사후평가 보고서(홍성걸 외, 2011)’ 내용을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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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7> KOICA 사례 2: 세부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질문

적절성

∙ 사업목표가 OECD DAC지침을 준수하였는가?
∙ 학교의 발전단계에서 사업이 적절하였는가?
∙ 사업에 수원국 요구를 반영하였는가?
∙ 공여국의 지원전략과 일치하는가?
∙ 사업단계별로 적절하게 수행되었는가?

효율성

∙ 사업의 비용이 효율적이었는가?
∙ 사업의 기간이 효율적이었는가?
∙ 사업의 실행과정이 효율적이었는가?

효과성

∙ 사업의 성과(산출목표)를 달성하였는가?
∙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였는가?
∙ 사업의 위험요인은 잘 관리되었는가?
∙ KOICA의 지원은 효과적이었는가?
∙ 사업대상별 효과가 발생하였는가?

영향력

∙ 사업으로
∙ 사업으로
∙ 사업으로
∙ 사업으로

지속가능성

학생에게 어떠한 영향이 있었는가?
학교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
지역사회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
수원국과 공여국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

∙ 사업의 효과가 지속되고 있는가?
∙ 졸업생의 취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가?
∙ 수원국과 공여국에서 지속적 지원이 이루어지는가?
∙ 학교의 장비 및 설비의 유지관리가 잘 되고 있는가?
∙ 학생의 학습능력 배양 프로그램이 있는가?
∙ 교사의 실력향상 프로그램이 있는가?
∙ 학교가 산학협력을 강화하고 있는가?

∙ 사업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였는가?
범분야적 이슈 ∙ 사업에서 소수자나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었는가?
∙ 사업으로 인하여 환경문제가 발생하였는가?

평가단은 국민대학교 국정관리전략연구소 전문가(국정관리전략연구소 4명 및 국민대학교 사회
과학대학 1명) 및 베트남 현지 직업훈련 전문가(베트남 직업훈련청 1명)로 구성되어, 국내 교육 또는
직업훈련 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 또한 평가를 체계적이고 조직적
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책임 평가자가 존재하고, 이를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평가단원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에 대한 언급이 없어 평가단 구성의 구체적인 사안을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제한점을
가진다. 다만 공여국인 한국의 전문가와 수원국인 베트남의 전문가가 팀으로 평가단을 구성했다는
점은 평가단 구성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평가의 절차는 문헌조사, 국내 인터뷰, 현장조사 및 국외 인터뷰, 설문조사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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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절차에서는 평가를 통하여 향후 유사 개발협력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 제안을 도출
하겠다는 본 평가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성하였는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아 한계를
노정한다.
본 평가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홍성걸 외, 2011 : 15~18). 1) 수원국의 요구와 공
여국의 전략이 적절히 일치하는 사업이었으며 한-베 산업기술학교의 발전단계에서 시의적절한 사
업이었다. 2) 공여국과 수원국이 최대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비용적 측면에서 효율적이었으며 계획
된 사업기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였다. 3) 학교 졸업생의 취업률 향상에 기여했으며, 나아가 베트남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었다는 측면에서 효과적인 사업이었다. 4) 학생, 교직원, 공무원, 지역사회 등
사업의 직간접적 이해관계자에게 고르게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5) 제공된 실습시설 및 가자재가
잘 활용되고 있으므로 사업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사업의 직간접 이해관계자의 높은
만족도는 학교의 지속성을 증명한다. 6) 사업의 계획, 진행, 산출 등 전 단계에서 성, 소수자, 장애
인 등에 대한 차별이 없었다.
이러한 평가 결과는 OECD DAC에서 제시하고 있는 5대 평가 기준을 비롯하여 KOICA에서 권고
하는 범분야적 이슈 기준인 성 평등(gender equity)에 관한 평가와 환경영향에 대한 평가 결과를
포함하고 있어 평가 기준에 충실히 부합하는 평가를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종료평가가
아니고 사후평가라는 면에서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양적으로 증대하였는지에 대한 항목만을 평가
하였다는 점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 취업률 증대는 기술학교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지원 사업을 통하여 학생들의 기술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취업의 질은 높아졌는지에 대한 평가
항목이 추가될 수는 없었는지에 대해 의문이 남는다.
평가 결과에 이어 본 평가 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 제언을 하고 있다; 1) 학교의 미래에
대한 마스터플랜과 로드맵 개발 2) 학교의 재정적 자립을 위한 방안 구체화, 3) 재학생의 실력향상
프로그램과 졸업생에 대한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 4) 실습용 기자재의 적정 수준 유지이다. 이러한 제
언은 향후 TVET 분야에서의 지원 사업 정책과 실행에 교훈을 남겼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다만 평
가 자체에 대한 제언을 추가하였다면 평가 대상이 되었던 사업뿐만 아니라 평가 사업에 대한 정책
적 실천적 발전을 꾀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연수과정 결과보고서 양식
마지막 사례로는 KOICA에서 실시하는 글로벌 연수 등 인력양성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실제 평가
사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다만, KOICA의 다른 사업 평가결과 자료와 달리 인력양성과 관련된
평가사례는 비공개 상황이기 때문에 연수 사업 종료시 작성되는 평가결과보고서 양식을 참고하여

KEDI 39

Ⅱ 교육 개발협력 평가의 이론적 배경

대략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진행하는지 살펴보았다. 연구 사업 평가결과보고서 양식을 살펴보면
연수와 관련된 간략한 개요와 연수결과, 언론 홍보사례나 사후관리 계획 및 사례, 성과사례를 제시
하도록 하고, 이어 종합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다(KOICA, 2013b). 종합평가에서는 목표달성도를 평
가하는데 목표달성도를 평가하기 위한 성과지표로는 연수성취도, 연수생 만족도, 연수생의 실행계
획(action plan) 수립 비율을 성과지표로 삼아 측정산식에 따라 점수화하여 달성도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종합평가는 연수를 수행한 기관에서 연수 종료 후 세미나나 토론회 등을 통해 자
체적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KOICA 또는 연수기관의 자체 설문을 활용하여 연수생 만족도, 강사평가를 진행하고
연수생의 연수 참여율과 참여태도 등에 대해서도 평가하도록 하였다. 또한 전년도 평가결과에서 지
적받은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개선사항을 제시하도록 하고 문제점과 향후 개선사항에 대해
서도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추후 유사한 형태의 연수사업 운영에 교훈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
다. 이를 통해 유추해볼 때 KOICA에서 진행하는 각종 연수사업의 경우에는 연수생의 만족도 조사
를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연수사업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교훈을 얻
고 사업의 책무성을 높이는 것이 평가의 목적이므로, 만족도 조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평가는
보다 다층화된 성과 평가의 기준과 지표가 적용될 필요가 있다. 모든 연수과정에 모두 적용할 필요
는 없으나 한 국가를 위한 연수과정을 운영할 경우에는 OECD의 5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것
도 유의미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5) 성과평가 과제 및 시사점
이제까지 KOICA의 교육분야 개발협력 사업에 대해 성과평가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반적
으로 살펴보았다. 국제 개발협력이 점차 확대되면서 KOICA 사업에 있어 성과평가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매우 필요한 시점임을 감안할 때 KOICA의 교육분야 개발협력 사업의 성과평가에 대한
과제와 보완 방향을 모색하는 일은 매우 중요할 것이다.
KOICA의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성과평가를 보다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평가 가이드라인을
보다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평가 가이드라인은 평가 참여주체 만이 아니라 사업 운영
주체가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해당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을 환기할 수 있고, 무엇에 초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지를 알려줌으로써 사업 효과성을 제고하는 길잡이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지점에서, 그동안 KOICA가 수행한 다양한 평가사례를 검토하고, 사업부서 및 실제 사업에 참여한
전문가‧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평가 매뉴얼과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하는 등 꾸준히 보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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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KOICA의 교육분야 개발협력 평가사례를 살펴보았을 때, 평가단 참여인력의 다양성 측면은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제한된 평가기간 내에 사업 평가를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
해서는 수원국이나 해당 사업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지나치게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조하다 보면 사업 내용 및 사업 이면의 과정을 알기 어려운 사람이
평가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앞으로 평가는 효과적인 사업 운영과 개선을 위해 이루어져야
하며, 사업 운영 주체의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평가시 현지 전문가의 참여를
적극 늘리고, 투명성을 보장하는 원칙 하에서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자문을 했거나 심사에 참여
했던 인사를 참여시키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KOICA가 외부평가를 진행할 경우에도 실제
평가를 수행할 외부기관을 선정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평가단 구성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평가단 구성을 모니터링하는 방안도 모색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KOICA만이
아니라 각 분야의 전문성이 높은 기관과 관련 정부부처와의 연계･협력을 더욱 강화하는데 노력할
필요가 있다.
성과평가가 사업의 진행 흐름에 맞춰 주로 사전평가, 중간평가, 종료평가, 사후평가로 진행되는
것을 고려할 때, 각 단계별로 평가를 통해 확인하거나 예상할 수 있는 산출물이나 성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각 평가마다 어떠한 목적으로 평가를 수행하는지를 명확히 하고, 그에
맞게 중요한 평가기준을 융통성 있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모든 평가마다 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영향력, 지속가능성의 5대 평가기준에 대해 동일한 세부항목을 적용하여 평가하거나, 사업 종료 이후
너무 이른 단계에서 사후평가를 실시할 경우는 종료평가의 결과와 사후평가의 결과가 큰 차이가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평가의 실질적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평가 단계별로
보다 강조되어야 할 평가 기준과 초점을 설정하고 OECD DAC의 5대 기준 활용할 경우 평가 성격에
따라 가중치를 두거나,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기준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또한 각각의 단계별로 평가를 시행하는 취지를 고려하여 사전평가,
종료평가, 사후평가 등 각각의 평가마다 어떠한 면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 명확히 하는 것은 중요
하다. 특히 다른 국가를 대상으로 유사한 형태의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은 기존에 실시된
유사 사업과 연계함으로써 그 사업의 영향과 효과성을 구조적으로 분석하는 사후평가를 추가로
실시하는 것도 유의미할 것이다.
평가의 효과성을 높이는 것은 무엇보다도 성과평가와 그와 관련된 전문 역량이 갖추어 졌을 때
가능하다. KOICA 내의 성과평가 전담조직과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관련 예산의 안정적 확대를
통해 전담 조직의 권한과 역량을 꾸준히 성장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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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1) 성과평가 배경 및 목적
EDCF에서도 KOICA와 유사한 맥락으로 평가에 대해 이해하고 접근하고 있다. 이는 국제개발
협력에 있어 실질적으로 국제 표준으로 받아들여지는 OECD(1991)에서 제시한 평가의 정의와 목적,
그리고 평가의 원칙과 기준 등을 충실히 반영하고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평가의 정의에 대해서는 이미 완료되었거나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 계획단계부터
집행 및 결과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위한 활동으로 이해하고, 그 목적은 이를
통해 교훈을 습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이를 사업의 개발, 심사, 관리시 반영함으로써 사업의
질적 개선 및 책임성을 확보하여 ODA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와 이해를 확보하려는 것이다.
또한 평가원칙으로는 KOICA와 거의 유사하게 공정성, 독립성, 신뢰성, 유용성, 파트너십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영향력, 지속가능성의 5대 평가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EDCF, 2013a).

2) 성과평가 체제
EDCF의 성과평가는 대상, 시기 등의 여러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사업의 기획, 집행 및 종료, 사후 관리라는 사업 추진의 단계적 흐름에 맞춰 그에 필요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사업 진행단계와 그에 맞는 평가를 함께 살펴보면 성과
평가의 체제와 흐름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사업을 발굴하고 심사하는 단계에서 사업의 예측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것이
바로 사전평가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설정된 지표는 사업의 중간점검, 완공 및 사후평가에 모든
단계에서 중요한 준거가 될 수 있다. 이런 사전평가를 거쳐 사업 추진이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실제로
사업이 진행되는데 진행상황의 모니터링을 위해 정기적인 중간점검을 실시하여 계획한 재원의 투입,
활동의 적절성 및 달성도 등을 확인하여 차질없이 사업이 진행되도록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사업이 종료되면 협력대상국의 사업실시기관이 반드시 완공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보고서 접수시
6개월 이내 또는 최종자금지출일로 1년 이내에 완공평가를 하도록 한다. 사후평가는 완공평가 이후
2년이 경과한 후 실시하게 되는데,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평가를 원칙으로 하여 사업의 효과성과
영향력, 그리고 지속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이는 향후 EDCF의 사업 지원에 대한 교훈 및
제언을 얻을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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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DCF (2013b).

[그림 Ⅱ-2] EDCF 프로젝트 진행단계와 평가

EDCF가 발간한 ‘EDCF 평가매뉴얼’을 통해 EDCF에서 실시하는 성과평가의 세부절차를 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평가는 평가계획 수립, 평가 TOR(Term of Reference; 업무 계획) 작성,
평가팀 선정, 평가수행계획서 작성, 사전조사와 세부평가계획 수립, 현지조사 실시, 평가보고서
작성 순으로 진행된다. 각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평가대상 사업을 결정하여
연간 평가계획을 확정하면 평가관리자는 평가수행의 기본틀인 평가 TOR을 작성하게 된다. 평가
TOR에는 평가 제목, 배경, 필요성 및 목적, 범위 및 중점사항, 기존 정보 출처, 평가 절차 및 방법,
이해관계자 분석, 역할과 책임, 평가팀 구성, 절차 및 실행 계획, 평가팀 산출물, 소요 비용을 포함
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평가의 과업내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어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기대하는
성과와 책임을 분명히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어서 사업의 성격에 따라 내부 또는 외부평가에 맞는 적절한 평가팀을 선정하는 과정이 이루어
지고, 선정된 평가팀은 TOR에 근거하여 사업개요, 평가 목적 및 필요성, 평가팀의 역할과 책임, 평
가 방법론, 평가 프레임워크, 정보 수집 및 분석, 평가결과 보고, 평가 추진일정 등을 담은 평가수
행계획서를 작성한다. 다음으로 및 세부평가계획 수립하는데 이 단계에서는 평가기준별 세부 평가
질문 개발, 세부 평가질문과 평가방법론 연계 등이 이루어진다. 이어서 사전조사를 통해 얻기 힘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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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정보를 얻기 위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다음 그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평가보고서는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매뉴얼, 또한 EDCF 사후평가 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에서 제
시한 양식에 따라 평가의 근거자료, 결론, 교훈 및 제언을 포함하여 작성해야한다(EDCF, 2011a).
EDCF는 평가를 통한 업무 개선 등 사업의 효과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평가의 취지에
맞게 EDCF에서는 피드백을 통해 사업 채택 및 계획 수립, 지원전략 검토 등에 이를 반영하려는
노력을 강화해오고 있다. EDCF 내에서 평가결과를 공유하고, 과거의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
하여 ‘동종분야 지원현황 및 교훈’을 작성, 신규사업 심사 시 반영하고 있으며, 경협평가정보시스템
(EEIS)를 운영하여 EDCF가 수행한 모든 평가에 대한 기본 정보와 교훈 및 제언, 보고서 등을 데이
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다. 또한 협력 대상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거나 향후 사업의
추진을 저해하는 예외적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 사후평가 보고서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평가결과의 대외 공개를 위해 평가 보고서를 협력대상국 등에 인쇄･배포하기도 하고 EDCF 홈페이
지에 국문, 영문 요약본을 공시하고 있다.

3) 성과평가 요소 및 영역
EDCF에서 성과평가 프레임워크로 원조활동 투입, 활동, 산출, 단기성과, 장기적 영향력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논리를 제공하는 로그프레임을 활용한다. 로그프레임은 각 단계별 성과평가 지표를
설정하고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사업 목표를 명확히 해주고 사업이행 기간 동안 진행상황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된다. 로그프레임의 구체적인 양식은 아래와 같다.
<표 Ⅱ-8> EDCF 로그프레임 양식
사업 목표 설계

측정대상지표

달성목표 수준

자료원/수집체계

기회/위험 요인

중장기 목표(Impact)(사업 완공
후 3~5년 이후) 장기적인
개발효과

중장기 목표
달성도의 측정기준

중장기 목표 목표치

중장기 목표 지표의
정보출처

중장기목표 달성에
필요한 외적요인

단기 목표 목표치

단기목표 지표의
정보출처

단기목표 달성에
필요한 외적요인

산출물 계획

산출물 지표의
정보출처

산출에 필요한
외적요인

단기 목표(Outcome)(사업 완공 단기 목표 달성도의
시점) 직접적인 편익
측정기준
산출물(Output)사업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

산출물 목록

활동(Activity) : Output 생산을 위한 활동
투입 요소(Input) : Output 산출을 위한 활동에 사용되는 자원
출처: EDCF (2011a: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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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프레임의 핵심은 투입요소, 활동, 산출물, 단기 목표, 중장기 목표 간의 인과관계라 할 수
있는데, ‘사업목표 설계’와 ‘기회･위협 요인’과의 조합에 따라 사업의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로그프레임의 체계는 아래의 그림과 같다.

출처: EDCF (2011a: 20).

[그림 Ⅱ-3] EDCF 논리 모형 체계

4) 성과평가 사업의 실제
다음은 EDCF의 평가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EDCF에서 2011년에 평가매뉴얼과 사후평가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 공개된 평가보고서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교육분야에 해당하는
사례는 2011년에 실시한 ‘캄보디아 직업훈련원 건립사업 프로젝트 사후평가’와 ‘라오스 루앙프라방
국립대학 건립사업 프로젝트 사후평가’의 2개 사례만 있어 이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가) 캄보디아 직업훈련원 건립사업 프로젝트 사후평가
첫 번째로 살펴본 사례는 캄보디아 직업훈련원 건립사업 프로젝트 사후평가이다. 이는 숙련된
기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신규 직업훈련원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KEDI 국제교육협력 유형화에
따른 분류로는 하드웨어적 협력인 시설, 물자/재정지원 사업에 해당하며 교육 세부 수준에서는
TVET에 해당한다. 보고서는 평가대상 사업의 개요, 평가기준별 평가결과, 그리고 교훈 및 제언
사항 순으로 기술하고 있다. 평가목적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으며, 평가기준은 OECD DAC이
제시한 5대 기준에 따라 평가하였으나, 세부 평가항목은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평가단 구성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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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교육대학교가 주관하여 외부평가로 진행하였으나 어떤 분야의 어떠한 인사들이 참여하였는지
구체적인 평가단의 구성과 평가절차 또한 나타나지 않았다. 평가결과는 사후평가보고서 작성 가이드
라인에 따라 진행되었는데, 평가기준으로 채택한 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영향력, 지속가능성 5대
기준에 대해 평가점수와 평가결과를 명시하면서 종합적으로 매우 성공적인 사업으로 평가하였다.
본 평가의 결과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1) 수원국의 정책적 필요와 공여국의 정책적 연관성이 높고
사업 목적 및 설계의 적정성 기준으로 볼 때 매우 적절한 사업이었음, 2) 소요비용은 계획과 거의
일치하여 집행되었으며, 예상치 못한 요인으로 인해 설계 변경을 거쳐 당초 목표한 실시기간을
다소 초과하였으나, 비용과 기간 측면에서 효율적이었음, 3) 졸업생들의 취업률과 수혜자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캄보디아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 및 양국간 우호 증진에도 기여하였다는 면에서
효과적인 사업임, 4) 양질의 전문인력의 배출로 졸업생의 임금 상승,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 상승,
대학설립에 따른 고등교육 수요 충족 및 기술 전수, 인근 지역발전 유도 등 경제적, 사회적 영향력,
또한 기술의 파급효과가 나타나는 등 전반적으로 영향력이 높음, 5) 안정적인 학생 충원률, 우수한
교직원의 적정한 확보 및 역량제고 지원, 수익사업 등을 통한 안정적인 재정 확보 노력 등 소프트웨
어와 하드웨어 측면에서 지속가능성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EDCF, 2011b).
이러한 평가결과에 이어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과 제언을 제시하고 있는데 교훈으로는 1)
초기 운영 안정화의 중요성, 2) 수원국 사업실시기관의 운영･관리체계 구축 필요성, 3) 수원국과
공동으로 교재 개발 필요성을 제시하고, 제언사항으로는 1) 무상원조와의 연계를 통한 지속가능성
제고, 2) 교원 역량 강화, 3) 산학협력 강화를 제시하였다.
나) 라오스 루앙프라방 국립대학교 건립사업 사후평가
두 번째 사례는 라오스 루앙프라방 국립대학교 건립사업 사후평가이다. 이 사업은 KEDI 국제교육
협력 유형화에 따르면, 하드웨어적 협력인 시설, 물자/재정지원 사업이라고 할 수 있고, 교육 세부
수준은 고등교육에 해당한다.
보고서는 첫 번째 사례와 동일하게 평가대상 사업의 개요, 평가기준별 평가결과, 그리고 교훈 및
제언사항 순으로 기술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도 평가목적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으며, 평가
기준은 OECD DAC이 제시한 5대 기준에 따라 평가하였으나, 세부 평가항목은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평가단 구성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주관하여 외부평가로 진행하였으나 어떤 분야의 어떠한 인사
들이 참여하였는지 구체적인 평가단 구성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평가절차나 기간 또한 제시되어
있지는 않았다. 하지만 평가기준인 적절성에 대한 평가를 위해 간략한 수준이긴 하나 라오스 정부의
국가사회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대한 문헌분석을 실시하였고, 효과성 기준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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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서 수파노봉대학교의 교수 및 학생들에게 학교시설, 교육과정, 교육기자재 등에 대한 설문
조사와 학교관계자와 인터뷰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여 반영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최종 평가결과는 사후평가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에 따라 평점을 부여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이 사업이 성공적이라고 평가하였다.
전반적인 평가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1) 수원국이 국가개발 전략를 뒷받침하고 대학설립에
필요한 요소가 충분히 포함되었을 뿐만 아니라 개도국의 경제개발에 기여도가 높은 사업을 중점으로
하는 공여국의 정책과도 부합하는 사업임, 2) 계획된 실시기간에 비해 지연되긴 하였으나 소요비용은
효율적으로 집행되어 대체적으로 효율적임, 3) 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이 높은 편이며, 수혜자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정규 대학 설립을 통해 라오스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 및 한국에 대한
이미지 제고 등에도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사업임, 4) 전반적으로 영향력은 보통수준임,
5) 교육장비 유지･보수 등 재정 뒷받침이 필요한 하드웨어적 지속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학생
충원률, 교원능력향상 지원 등 소프트웨어적 지속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는 면에서 지속가능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EDCF, 2011c).
이 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으로는 1) 수원국 사업실시기관의 운영･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
2) 재학생 및 졸업생 학적관리의 중요성, 3) 초청연수 및 전문가파견 교육의 효과성 제고를 들었으며,
제언사항으로는 1) 무상원조와 연계한 지속가능성 제고, 2) 교원역량 강화, 3) 초청연수 및 전문가
파견 교육의 내실화를 제시하였다.

5) 성과평가 과제 및 시사점
지금까지 EDCF에서 발간한 각종 매뉴얼과 가이드라인, 그리고 실제 평가 사례를 통해 EDCF의
평가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EDCF가 성과평가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과평가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꾸준히 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다른
기관에 비해 EDCF에서는 매뉴얼과 가이드라인을 꾸준히 발간하여 이를 근거로 평가를 진행해 왔다.
이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EDCF는 EDCF가 수행한 모든 사업에 대해 외부평가에 의한 사후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사후평가의 요약본을 국문과 영문으로 작성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함으로써 EDCF를 비롯한 국내 다른
기관, 그리고 협력대상국에게도 정보를 제공하여 향후 유사한 사업 추진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개되는 자료가 사후평가에 한정되고 2가지 평가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요약본만을 공개
하여 전체 사후평가 보고서에 담긴 내용을 개략적으로만 알 수 있는 수준이다 보니 실제 얻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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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가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이로 인해서 EDCF에서 제시한 사업 추진의 책무성 확보라는 평가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보다 다양하고 종합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평가 자료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모든 평가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사업적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최소한 사업의 종료 시점에서 평가한 자료와 일정 기간이 지난 후의 사후평가
자료를 함께 공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평가단 선정 및 구성에 있어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평가를 중심으로 실시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분야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한 평가팀이 선정된다면 성과
평가의 질적 수준에도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요약본을 통해서는 평가단의 세부 구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고 사업 성격에 맞게 교육분야의 전문가 또는 현지 전문가가 참여하였
는지를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반적 이해가 부족한 상태로 평가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따라서 분야별로 사업 성격에 맞게 평가단 구성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거나 필요에 따라 KOICA나 교육전문성을 가진 관계부처인 교육부 등 관련 기관와의 연
계･협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과정에서 EDCF가 단순히 외부평가팀을 선정하여 그들의 역량에 의존하기 보다는 EDCF의
평가 전담조직의 전문성과 평가 역량을 키우는 작업도 필요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 각각의 평가에
대해서도 모니터링하고 피드백 체제를 보완함으로써 평가의 진행과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 교육부
1) 성과평가에 대한 접근
교육부에서는 KOICA와 EDCF처럼 성과평가 관련 매뉴얼 또는 가이드라인 등을 발간한 사례를
찾아볼 수가 없었다. 이는 교육부가 국제 개발협력을 중심으로 하는 KOICA와 EDCF와 달리 정부
부처로서 그동안 외국과의 국제 교류 및 개발협력 업무의 비중이 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교육부가
국내 교육 이슈와 관련된 정책업무를 중심으로 보폭을 넓혀 온 상황에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물론 모든 중앙부처가 매년 다양한 방식으로 업무성과에 대해 평가를 받고 있기는 하나, 이는 주요
업무에 대해 업무를 잘 수행하고 목표한 성과를 내었는가를 중심적으로 평가한다. 당시의 교육 현
안과 여건에 따라 국제 개발협력 업무는 평가대상 업무에서 제외될 수도 있고 반면 평가대상으로
포함되는 경우에도 국제 개발협력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평가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결국
OECD DAC에서 성과평가를 통해 국제 개발협력 추진에 있어 교훈과 책무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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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과 취지에 상응하는 성과평가는 사실상 이루어지지 못했다. 중앙부처들이 국제 개발협력 업무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어떠한 목적을 생각하고, 어떤 기준과 원칙에 따라 어떻게 실시하고 그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쉽지 않은 것은 단지 교육부에만 해당되는 사안이 아니다. 이는
KOICA와 EDCF와 별도로 중앙부처에서 교육 개발협력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경우에 유사하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 상당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 개발협력 관련 기본
계획 및 시행계획, 평가 등 국제 개발협력 정책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기구인 국제개
발협력위원회가 2012년 12월에 2013년도 국제 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하였다. 여기에는 성과
평가와 관련해서는 ODA 평가체제 개선을 위해 사업 분야별 메타평가 도입하기로 하고 기존의 통합
평가 지침 및 통합평가 매뉴얼을 2013년 하반기까지 개정할 계획임을 천명하였다. 그 외 각 수행기
관별로는 자체평가 의무화 규정 및 자체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추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향후 교육부에서도 개발협력 관련 업무에 대한 자체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
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 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매뉴얼 또는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면 성과평가의 목적, 평가체제 및 절차, 평가기준 등이 보다 명확해 질 수 있으며,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국제 개발협력 업무에 대한 성과평가가 주기적으로 실시됨으로써 성과평가가
보다 체계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2) 성과평가 사업의 실제
교육부 사업에 대한 실제 평가사례를 살펴본 결과 성과평가 사례가 매우 적었다. 그 가운데 2010년
과 2011년 2차례 정부초청장학생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분석을 한 자료를 찾아볼 수 있었다. KOICA나
EDCF의 평가사례가 이미 종료된 사업에 대해 이루어진 것인 경우가 대부분인 것과 달리, 이들 평가
사례는 사업이 지속되고 있다는 면에서 다소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두 사례 모두 같은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각각 다른 연도에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평가대상인 사업의 목표, 추진내용 및 방식
등에 큰 변화가 없었던 것을 감안하여 본 절에서는 최근에 평가된 자료를 검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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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부초청 장학생 사업 평가
교육부가 수행하는 정부초청 장학생 사업에 대한 평가 사례이다. 이 사업은 개발도상국의 인재들을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국내 대학 학위과정 교육 및 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2010년 기준으로
몽골, 베트남 등 총 107개국, 700여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KEDI 국제
교육협력 유형화 분류로는 하드웨어인 물자/재정지원과 소프트웨어적 협력인 인력양성이 결합된
사업으로, 교육 세부 수준은 고등교육에 해당한다.
평가 목적으로는 성과분석을 통해 향후 사업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평가 기준으로는
국제 개발협력 통합평가 지침 및 통합 매뉴얼을 바탕으로 OECD DAC의 5대 평가기준을 준용하였다.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사업수행주체가 아닌 별도의 기관에 평가를 위탁한 외부평가의 방식을 활용
하였으며, 평가단은 공여국의 개발협력 전문가 2명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는 수원국 현지에서 사업이
진행되는 다른 사업과 달리 수혜대상이 일부 국가로 특정되지 않고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다는 면
에서 현지 전문가 등이 참여할 필요성이 비교적 낮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평가단을 좀 더
다양하게 구성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를 가진다. 평가 방법으로는 1) 문헌분석을 통한
사업의 성격 및 성과 파악, 2) 평가대상 관련자 인터뷰, 3) 전문가 좌담회 실시, 4) 성과지표 및 평가
문항 개발, 5) 평가 실시 및 평가 결과 종합의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평가기준별 세부 항목은 다음과
같다.
<표 Ⅱ-9> 교육부 사례: 세부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1) 수원국 수요와의 부합 여부 ∙ 수원국 국가개발 및 교육개발 정책과의 부합 여부

타당성

2) 우리나라 정책 및
방향과의 일치

∙ 우리나라 교육정책과의 조화 여부
∙ 우리나라 국제협력정책과의 조화 여부

3) 사업기획 과정의 적절성

∙ 사업 발굴 및 기획 과정에서의 인력/시간 투입의 적절성
∙ 사업기획절차상 전문가 및 관계자 참여의 적절성

4) 장학생 선발절차의 적절성 ∙ 장학생 선발 포뮬러의 활용 여부
∙ 장학생 선발 포뮬러의 적절성
∙ 장학생 선발절차의 공정성 및 객관성
1) 사업지원체계의 효율성

∙ 교과부 사업지원체계의 효율성
∙ 국립국제교육원 사업지원체계의 효율성
∙ 재외공관 사업지원체계의 효율성
∙ 출입국관리사무소 지원체계의 효율성

2) 사업실시체계의 효율성

∙ 대학의 한국어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성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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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 대학의 숙소제공 여부
∙ 정부장학생 단일관리체계 운영 여부
∙ 유학생 대상 OT 실시 여부
∙ 유학생 안전사고 대책수립 여부
∙ 유학생 상담센터 운영 여부
∙ 한국인 멘토 여부

효과성

파급
효과

지속
가능성

3) 예산 운용의 효율성

∙ 예산의 효율적 집행 평가
∙ 불용액, 전용액, 이월액의 규모 평가

1) 장학생 초청규모의
목표달성도

∙ 장학생 초청규모의 목표달성도

2) 사업에 대한 만족도

∙ 교육에 대한 만족도
∙ 학사행정에 대한 만족도
∙ 문화체험에 대한 만족도
∙ 유학생활에 대한 만족도
∙ 시설에 대한 만족도

1) 사업수혜자에 대한 영향

∙ 사업수혜자의 교육수준 향상에 대한 기여 여부

2) 우호협력관계 증진 효과

∙ 국가의 다양성
∙ 타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본 인원의 적절성
∙ 타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본 예산의 적절성

1) 사업의 지속가능성

∙ 선발된 후 입국 포기 비율
∙ 중도탈락 및 중도포기 비율

2) 재정적 지속가능성

∙ 예산의 안정적 확보가능성 및 투자계획

3) 지속가능성 제고 및
저해요인 분석

∙ 지속가능성 제고 및 저해요인 분석

출처 : 하연섭(2011: 5-6).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한 평가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본 사업은 고등교육 국제화의 세계적
추세에 맞춰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정책 방향과 개발도상국의 수요에 부응하는 사업으로 타당성있는
사업이다. 2) 최근 보완이 되었으나 정부부처 내에 전담조직이 이원화된 것은 혼란을 야기한 면이
있고,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재외공관의 역할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 3) 수혜학생 수가
감소한 해가 있기는 하나, 2005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으며, 학생 만족도는 비교적 높아 효과적인
사업이라 할 수 있다. 4) 고등교육의 국제화, 교육을 통한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라는 측면에서 꾸준히
확대되어야 할 영향력있는 사업이다. 5) 학생 중 중도 탈락자의 비율이 높지는 않으나, 일정 인원
이상 꾸준한 선발인원을 유지하기 위한 재정적 지속가능성은 다소 불안정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향후 사업 추진을 위해 1) 고교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한국유학에 관심 있는 일반
학생을 유치할 수 있는 사업으로 발전, 2) 전공의 다양성 보장과 학생의 전공선택권 보장, 3) 유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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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학문적 관심과 수요 반영, 4) 일반 목적사업으로서의 정부초청 장학생 사업예산의 지속적
확대, 5) 학생 유치 및 교육에 있어 대학의 역할 확대, 6) 정부초청장학생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대학의 자율성 확대와 동시에 책무성 강화, 7) 정부초청장학생사업과 한국 발전경험 번역 사업의
동시 진행 등을 교훈과 제언으로 제시하였다.
이 평가 사례에서 특징적인 것은 중복성 여부에 대해 주로 거론이 되어왔던 KOICA의 장기 석사
학위연수 프로그램(Scholarship Program)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각각의 사업 모두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함께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사업 운영에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수원국 현지에서 진행되지 않는 등 위에서 살펴보았던 KOICA나 EDCF의 사례와는
달리운영 방식과 성격에서 차이가 있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성과평가는 일종의 모니터링이나
중간점검과 같은 성격을 가지면서도 실제 전년도 사업결과에 대한 평가를 병행하고 있다. 이는
과거 유사한 사업을 평가한 사례가 많지 않았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정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
전반적인 성과를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을 충분히 고려한다면, 본 사업 평가는 현 시점에서 사업의
성과로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여 평가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
사업에 대해 전년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평가한 사례를 볼 때, 이러한 유형의 사업은 정책적 개선을
위해 장기적 안목으로 접근해야할 평가항목과 매년 효율적으로 사업이 집행되었는가를 평가･관리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할 평가항목으로 구분하여 평가를 이원화시키는 체계화 작업도 구상할 수 있다.

3) 성과평가 과제 및 시사점
지금까지 교육부가 추진하는 국제 개발협력 사업의 성과평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개발협력 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KOICA와 EDCF가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성과평가를 비중있게
진행하였던 것과 달리, 교육부에서는 성과평가의 과정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어 국가적 차원에서 국제 개발협력 관련 사업과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국제 개발협력
사업은 상당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 자체의 효과성을 높이는 노력과 병행하여 앞
으로는 교육부에서도 성과평가를 의무화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역량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아직까지는 성과평가를 위한 예산이 명확하게 책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지만, 앞으로는 사업의
효율성 제고하고, 성과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안정적인 성과평가 관리 예산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성과평가를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인지를 사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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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하게 공개함으로써, 사업을 실제 시행하는 기관이나 평가를 전담할 기관 혹은 전문가에 필수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KOICA나 EDCF 등 국제 개발협력 전문기구와 관련
경험과 역량이 높은 전문 기관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관련 전문가 인력풀을
확보하여 이를 상시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라. 종합정리 및 제언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교육분야 국제 개발협력의 성과평가를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교육
분야 국제 개발협력을 담당하는 기관별로 살펴보았다. 분석기준으로는 성과평가 배경 및 목적, 체제,
성과평가 요소 및 영역, 성과평가 실제, 과제 및 시사점을 각 공여 주체마다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이를 하나의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표 Ⅱ-10> 한국 부처별 성과평가 비교분석
구분

배경 및 목적
∙ 수원국과 공여국의 개발협력
정책과 사업에 교훈 제공
∙ 관련 기관의 책무성 강화

체제

평가요소 및 영역

KOICA

∙ 1996년 사업평가팀 신설, PCM
∙ OECD DAC 5대 기준인 적절성,
시작
효과성, 효율성, 영향력,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
∙ 2007년 로그프레임접근법의
산출물인 PDM 도입, 사업기획과 ∙ 개발협력사업평가 가이드라인
제시(2008)
평가 간의 연계 강화 도모
∙ 성과평가모형 : 주로 로그프레임
활용

EDCF

∙ 사업에 대한 체계적･객관적
∙ 평가계획 수립, 평가 TOR 작성, ∙ OECD DAC 5대 기준인 적절성,
판단을 통해 교훈 습득
평가팀 선정, 평가수행계획서
효과성, 효율성, 영향력,
∙ 향후 사업의 질적 개선 및 책임성 작성, 사전조사 및 세부 평가계획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
확보
수립, 현지조사 실시, 평가보고서 ∙ 평가 매뉴얼(2011), 사후평가
가이드라인(2011),
작성 순으로 진행
∙ 경협평가정보시스템(EEIS) 운영, 공동평가지침서(2012) 등을
평가에 대한 기본 정보와 교훈 및 꾸준히 제시
제언, 보고서 등을 데이터베이스로 ∙ 성과평가모형 : 주로 로그프레임
활용
관리
∙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 사후평가
공개 원칙

교육부

∙ 현재 별도의 성과평가 매뉴얼과
사례 등이 공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평가배경 및 목적을
명시적으로 확인 곤란

∙ 교육개발협력 분야의 성과평가 ∙ 평가 요소 및 영역에 대한 교육부
매뉴얼 및 사례 등이 부족하며
자체적인 기준이나 내용은
평가체제의 외곽 구조가 구성되어 공표되지 않음
있지 않음

기관별로 성과평과의 수준과 질에 편차는 있으나, KOICA와 EDCF에서는 성과평가 매뉴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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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을 정해 체계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었다. 또한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중앙부처인
교육부 역시 과거에 비해 점차 성과평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실제 사업 운영에 이를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비록 KOICA와 EDCF에 비해 교육부의 성과평가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만한
자료가 빈약했으나, 우리나라 교육분야 국제개발 협력의 성과평가의 주요 특징을 종합적으로 정리
하고 향후 보완해야할 사항 등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교육분야 성과평가의 목적은 일반적으로 기존의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향후 국제
개발협력 사업 및 정책 전반의 효과성 제고에 필요한 교훈을 얻고, 국제 개발협력에 참여하는 이해
관계자들의 책무성을 강화하는데 두고 있다. 이 두 가지 목적은 실제 명확히 구분되어 수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떠한 목적에 더 큰 의미를 두느냐에 따라 평가의 방향과 그 결과의 활용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 사업에 대한 교훈을 얻어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경우 사업 담당자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이 강화될 것이며, 책무성을 강조할 경우
평가결과에 따라 행･재정 조치와 연계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막대한 국가 예산이 투입
되는 개발협력 사업도 책무성을 담보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 보다는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어떠한 부분을 개선해야하는지, 어떠한 지원을 강화해야하는지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강조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성과평가 기준으로는 대부분의 경우 OECD DAC에서 제안하는 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영향력,
지속가능성의 5개 기준을 주로 활용하고 있었으며, 대상 사업에 따라 기타 기준을 일부 활용하는
경우도 찾아볼 수 있었다. KOICA에 비해 EDCF는 기준마다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평점을
제시하고 그 점수 구간별로 평가하고 있지만, 평가 사례마다 가중치 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아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웠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과평가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평가기준의 적용 방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에서 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사업에 대한 평가가 강조된 것이 그리 오래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대다수의 개발협력 사업 평가에 활용되고 있는 OECD의 5대 평가기준을 교육분야에도 적극 활용하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5대 기준은 절대적으로 모든 사업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준
으로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사업의 특성에 따라 조정하거나 추가적인 기준을 포함하는 방식
으로 활용 가능하며, 평가결과를 점수나 등급으로 제시할 경우 상대적 비중을 조정함으로써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각 평가기준별 세부 지표나 질문을 교육분야의 특성
이나 사업의 성격에 맞게 보완함으로써 전체적인 평가기준 틀을 유지하면서도 교육분야의 특성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각각 개별기관의 평가 매뉴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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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드라인도 중요하지만 기관 간 편차가 큰 만큼 국가적 차원에서 보다 실질적인 길잡이를 제공해주고,
이를 바탕으로 기관별로 매뉴얼 등을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적극적으로 사업의 성격과 종류, 시기 등에 따라 더욱 강조되어야 할 기준과 세부 항목을 보완함
으로써, 교육분야 국제 개발협력에 참여하는 주체가 공감할 수 있는 세부 질문과 지표를 개발해
나가는 노력을 계속함으로써 평가의 효과성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평가단 구성에 있어서는 현재 각 기관별로 명확한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사전평가, 중간평가, 종료평가, 사후평가 등의 평가의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KOICA와 EDCF 모두 사후평가에 대해서는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평가를 활용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이 경우 외부평가팀이 실제 평가에 참여할 전문가를 선정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외부평가팀이 어떠한 성격과 역량을 가진 기관인가에 따라 평가단 구성에 있어서 해당 사업의 성격에
맞게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 그 외 수원국 현지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평가단 구성에도 상당한 편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평가의 전문성과
질적 수준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평가단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의 역량을 높임과 동시에 사업 운영에
실질적인 조언과 지원이 가능한 인력을 평가단에 참여시키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할 것이다. 특히
제한된 평가기간 동안 보다 실질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원국의 실제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으며 현지에서 사업 운영 및 관리에 참여한 현지 전문가, 사업 담당자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외부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외부평가팀에 평가단 구성을 전적으로
의존하기 보다는 평가단 구성부터 충분히 모니터링하여 사업의 성격에 맞는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
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또한 유사한 사업의 평가에 참여한 경험이 많은 전문인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각 기관별로 평가 이후 평가단에 참여한 인사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꾸준히 축적
하고, 각 기관 간 연계･협력을 높이고, 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성과평가 결과를 피드백하고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서면자료 공유･배포,
홈페이지 공개 등을 확대하고, 특히 영문자료를 공개하도록 유도하는 추세이다. 이는 공여를 받은
수원국에서 해당 사업의 결과가 공적 데이터로 정리된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책이며,
평가 결과를 OECD DAC에 보고함으로써 다른 공여기구들과 평가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는 등 다양
하게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EDCF의 경우 사후평가 요약본만을 공개하다보니 자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에 제약이 있으며, 교육부는 아직 평가사례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해당 사례도
영문 자료를 별도로 제작하여 공개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실제 평가결과의 공유･활용을 통해
교훈을 얻고 책무성을 높이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대외 원조 효과성 제고라는 취지에 부합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따라서 각 기관에서 실시하는 평가자료의 공개 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수원국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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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사업 관련 기관, 담당자 등에게 충분히 피드백하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특히 교육분야에서는 사업의 참여자와 사업의 수혜자의 변화가 매우 중요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
서는 사업 평가가 평가 자체에만 머무르지 않고 이를 통해 학습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한다.
또한 성과평가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러한 성과평가 사례들이 제대로 평가된 것인가에
대해 분석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사업뿐만 아니라 사업의 성과평가에 대한
질적 수준을 높이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KOICA, EDCF 등과 같은 국제 개발협력 업무를
주도적으로 담당하는 기관 스스로 성과 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육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평가 관련 부서를 확충하고, 인력 충원 등 지원 규모를 늘릴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로써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교육분야 국제 개발 성과평가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다음 장에서는 교육분야에 맞는 효과적인 성과평가의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주요 국제기구와 국별
선도 공여주체들이 성과평가를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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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해외의 교육개발협력
성과평가 동향 및 특성

국외 사례분석에서는 개발협력 평가를 국제사회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기관인 OECD
DAC과 개발협력 평가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정평을 받고 있는 World Bank 및 ADB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국가기관으로는 미국의 USAID, 영국의 DFID, 일본의 JICA를 중심적
으로 살펴봄으로써 북미와 유럽, 아시아 지역을 선도하는 이들 국별 공여주체들의 성과 평가 동향을
고찰하였다.

1 교육개발협력 성과평가(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각 기관 별로 개발협력의 성과평가 배경, 목적, 정의, 기준 그리고 기관만의 특이점을 중점적으로
정리하고, 기관별 교육분야 개발협력 사업 평가 사례에서 나타나는 교육 개발협력 성과평가의 핵심
요소를 정리하였다.

가. OECD 개발원조위원회(OECD DAC)
OECD DAC은 1991년 개발원조의 성과평가를 위하여 개발 기관 자체 평가 시스템 관리 원칙을
채택하였다. 이후 DAC 회원국들은 1998년 평가 원칙에 따라 평가과정을 보고하였고 이후 구체적인
지침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에 OECD DAC에서는 개발협력 평가의 정의, 목적, 기준, 시스템을 비롯하여 개발 평가 품질
기준을 제시하였다. OECD DAC에서 제시하는 개발협력 평가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평가란 진행 중이거나 또는 완료된 프로젝트, 프로그램, 정책의 기획, 집행과 결과에 대한
가능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심사를 말한다. 평가의 목적은 개발목표에 대한 충실성과 연관성,
개발의 효율성, 효과성, 영향력과 지속가능성을 측정하는 것이다. 평가는 유용하고 신뢰할만한
정보를 제공하여 수원국과 공여국의 정책결정과정에 교훈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OECD,
1991; KOICA, 2008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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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DAC에서 제시하는 개발협력 성과평가의 목적은 원조 정책과 사업을 개선하고, 평가 결과를
제공함으로써 관련 기관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성과평가 기준으로는 1) 적
절성, 2) 효과성, 3) 효율성, 4) 영향력 그리고 5) 지속가능성을 들고 있다. 개발원조 평가를 위한
DAC의 기준은 평가 원칙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타 개발협력 기관에서 평가를 할 때 일반적인 가이드
역할을 하고 있다. 평가 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에서 정리된다.
<표 Ⅲ-1> OECD DAC 개발협력 성과평가 기준(Criteria)
구분

세부내용

적절성

∙ 프로그램의 목적은 어느 정도 유효한가?
∙ 전체적인 목표와 그 목적 달성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활동 및 산출(output)이 있는가?
∙ 의도된 영향과 효과와 일치하는 프로그램 활동 및 산출이 있는가?

효과성

∙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가? 어느 정도 달성될 것인가?
∙ 목표 달성 혹은 미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무엇인가?

효율성

∙ 활동 비용은 효율적인가?
∙ 목적은 시간 내에 달성되었는가?
∙ 프로그램 혹은 프로젝트는 다른 대안과 비교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이행되었는가?

영향력

∙ 프로그램 혹은 프로그램의 결과로서 무엇이 발생하였는가? 왜 발생하였는가?
∙ 어떠한 차이가 활동으로 인하여 수혜자에게 발생하였는가?

지속가능성

∙ 공여국이 재정 지원을 중단한 후 프로그램 혹은 프로젝트의 이점이 어느 정도 지속되었는가?
∙ 프로그램 혹은 프로젝트의 지속가능성 달성 혹은 미달성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요인은 무엇인가?

평가 시스템 및 활용 측면에서 OECD DAC은 2006년 동료 검토(peer reviews) 및 측정(assessments)
을 위한 작업 도구 틀을 개발하였다. “Evaluation systems and use: A working tool for peer
reviews and assessments(OECD, 2006)”을 통하여 DAC 회원 국가들의 평가 정책 및 사례를 분석
하였고, 성과평가의 핵심 요소를 제안하였다. 이는 평가 기능을 강화하고 개발협력 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을 증진하기 위해 고안되었는데, 이후 원조 기관의 평가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관리 장치로서
발전되었다(OECD, 2010a). 이 작업 도구는 1) 평가 정책: 평가의 역할, 책임 및 목적, 2) 평가의
공정성, 투명성 그리고 독립성, 3) 평가 지원을 위한 자원과 인력 확보, 4) 평가 파트너십과 평가
역량개발의 가능성, 5) 평가 품질, 6) 평가 기획, 조정 그리고 조화, 7) 평가 결과에 대한 보급 및
파급, 피드백, 지식 관리, 교육, 8) 평가 활용의 내용을 포함한다(OECD, 2006).
평가 작업 도구 개발 이후, 2010년 OECD DAC에서는 개발협력의 성과를 보다 높이고 평가 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평가 품질 기준을 제시하였다. 특히 이는 1) 개발 평가 과정 및 산출물의 품질 개선,
2) 국가 간 평가 비교 촉진, 3) 공동 평가에서의 파트너십 및 공동작업 지원, 4) 개발 파트너들의 각기
다른 평가 결과 활용 증대를 위해 개발되었다. 평가 품질 기준에 따른 평가 과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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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표 Ⅲ-2> OECD 개발평가 과정별 품질기준
구분
주요 고려사항

세부내용
∙ 개발평가, 평가과정의 공개와 자유, 평가 윤리, 파트너십 접근법, 조정과 일치, 역량개발,
품질관리

목적, 기획 및 설계

∙ 평가 이유 및 목적, 구체적인 평가 목표, 평가 대상 및 범위, 평가의 타당성, 이해관계자 참여,
공동평가에 대한 고려, 평가문항, 평가기준 선택 및 적용, 접근법 및 방법론 선택, 자원,
가버넌스 및 관리구조, 목적 및 기대사항이 명시된 문서

수행 및 보고

∙ 평가팀 구성, 평가자의 이해관계자로부터의 독립성, 이해관계자의 자문 및 보호, 제한된 시간과
예산범위 내에서의 평가수행, 평가보고서 및 요약의 명료성 및 대표성, 개발사업 환경, 개발사업
논리성, 정보출처 타당도 및 신뢰도, 방법론 설명, 분석의 명료성, 평가문항에 대한 답변,
평가계획 변경 및 제한점 기술, 평가팀 내부 의견차이 기술, 이해관계자 의견 반영

후속조치, 활용 및 교훈 ∙ 평가 적시성과 적절성 및 활용, 제언에 대한 대응 및 후속조치, 평가결과 보급

OECD DAC에서는 개발협력의 세부 분야 평가와 관련하여서는 평화구축10) 및 인도적 지원 활동11)
에 대한 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특히 평화구축 분야에 있어서 OECD는 1998, 2001, 2008,
2012년 네 차례에 걸쳐 가이드라인 발간을 통해 발전시켰다. 2012년에 발간한 “Evaluating Peace
building Activities in Settings of Conflict and Fragility: Improving Learning for
Results”(OECD, 2012a)에서는 평화구축이 필요한 취약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개념적 프레임워크
와 접근법부터 평가 준비과정, 평가 실행까지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본 가이드라인
에서 다루고 있는 세부 범위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 Ⅲ-3> 평화구축 분야 가이드라인 세부범위
구분

원칙

세부 범위
∙ 맥락(context)을 시작점으로 함
∙ 모든 활동이 해를 끼치지 않음을 확인
∙ 주요 목적으로서 국가 구축(state building)에 초점을 둠
∙ 방지(prevention)의 우선순위 지정
∙ 정치, 안보, 개발목적 사이의 연결고리 인식
∙ 사회 통합, 안정을 위한 기본으로서의 차별금지를 촉진
∙ 다른 방법, 다른 맥락(context)의 지역 우선순위와 조정
∙ 국제적 행위자들 사이의 실질적 협력 메커니즘에 대한 동의
∙ 빠른 행동, 그러나 충분히 성공 기회를 제공
∙ “원조 고아(aid orphans)” 방지

10) Evaluating Peacebuilding Activities in Settings of Conflict and Fragility: Improving Learning for Results (OECD, 2012), Guidance on
evaluating conflict prevention and peacebuilding activities working draft for application period(OECD, 2008), DAC Guidelines on
Helping Prevent Violent Conflict (OECD, 2001), DAC Guidelines on Conflict, Peace and Development Cooperation (OECD, 1998)
11) Guidance for evaluating humanitarian assistance in complex emergencies(OECD,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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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가 준비과정

평가 실행

세부 범위
∙ 평가
∙ 갈등
∙ 양성
∙ 평가
∙ 평가
∙ 주요
∙ 목적
∙ 시간
∙ 다른
∙ 평가
∙ 평가
∙ 평가
∙ 관리

목적 정의
상황 분석
평등 고려
범위 결정
기준 결정
평가 질문 개요
달성을 위한 평가 접근 및 방법 선정
및 로지스틱스 이슈 고려
행위자와의 협조
관리 방법 결정
팀 선정 및 계약
결과 배포 준비
품질

∙ 시작 단계에 대한 허용
∙ 이행 논리 및 변화이론 확인
∙ 누락된 베이스라인 및 다른 격차 처리
∙ 데이터 수집
∙ 다양한 기준을 활용하기 위한 노력 점검
∙ 결론 도출 및 제언
∙ 보고 실시
∙ 품질 보증
∙ 평가 피드백
∙ 관리 반응
∙ 결과 배포
∙ 프로그램에 대한 피드백 및 학습

이처럼 OECD는 몇몇 분야에서 특수성을 적용한 구체적인 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나
교육분야에 대한 평가 가이드라인을 특별히 제시한 바는 없다.
OECD 평가에서 최근의 강조점은 맞춤식 평가(customized evaluation)라 할 수 있다. 평가를
시행하는 목적, 맥락, 활용 목적이 각기 상이하기 때문에 평가의 수요와 상황에 맞는 맞춤식 평가가
강조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 특히 관심을 갖는 분야는 수평적 평가(horizontal evaluation)이다.
개별 사업에 대한 수직적 평가(vertical evaluation)만으로는 전체 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기 어렵기
때문에 OECD는 수평적 평가를 강화하는 추세이며, 이를 통해 사업들이 갖는 추가적인 영향을 판별
하기 위해 노력중이다12).
DAC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평가기준은 활동의 어떤 단계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집행단계
에서도 다섯 가지 평가기준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다섯 개의 평가기준은 결코 경직적인 기준이 아

12) OECD 방문 조사･인터뷰(2013.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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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며, 질문이 무엇이었는가, 어떤 정보를 기대하는가에 따라 평가기준을 신축적으로 활용할 수 있
다. DAC은 다양한 개발협력 사업에서 적용할 수 있는 포괄적인인 가이드라인을 개발한 것이고, 개
별적으로 이 기준들을 구체적인 상황에 맞도록 응용할 수 있다.
현재 DAC이 관심을 갖는 것은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향상이 이루어졌는지를 평가
하기 위해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평가체계를 강화하는데 있다. 이를 통해 사업에 참여하는 각
국가가 어느 정도 공헌을 했는지를 판별하고자 하는 것이다13).
한편 연간 예산편성과 사업평가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과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공여국은 보다 체계적이며 전략적일 필요가 있고, 초점을 맞출 주제와 이슈를 적절하게 선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의 흐름은 정치적 결정보다는 증거에 의한 자원배분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노력
을 들 수 있다. 예산과의 연계는 제도적 맥락과 정치적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현재 평가체제의 관심은 이중적 평가체제를 설계하는 것인데 중앙 수준에서는 주제별 쟁점과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사업 수준에서는 자체평가의 강화와 사업평가를 통합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평가에 있어서 나쁜 평가는 결과 그 자체를 내기 위한 평가라고 할 수 있다. 또 강력한 정책제안
을 하지만, 매우 허약한 증거를 갖고 있는 것이 나쁜 평가의 전형적인 예이다. 언제나 자료의 부족
이 평가를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걸림돌이다14).
OECD DAC의 사례가 주는 제언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교육 사업에서는 평가 체제가 사업의
설계에서 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에서 구조적 한계를 가진다. 평가
의 기본 프레임과 목적이 모두 제대로 정의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는 사업을 디자인하는 초기 단계에서 목적과 평가 등이 처음부터 포함될 필요가 있다. 즉, 지표, 기
초선(baseline) 등이 처음부터 제대로 정의될 필요가 있다. 인도 교육프로그램을 예로 들자면, 수많
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65개의 지표, 25개의 우선순위가 설정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결국은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는 거의 제공되지 않은 채로 평가가 마무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원조 공여기관의 기대와 이익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간다의 경우 14~15개의 평가가 동
시에 진행되는 되었기 때문에 평가의 초점이 흐려지는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이슈인지를 정하고, 1년에 1~2개의 평가만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 평가를 해야 할 이슈를 보
다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계획서를 보다 일찍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13) OECD 방문 조사･인터뷰(2013. 4. 2)
14) OECD 방문 조사･인터뷰(2013.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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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협력 프로그램에 대해 보다 많은 정보를 소유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는 분야별 사업(sector-wide program)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한국의
경우 사업을 매우 좁게 정의하는 경향이 있는데, 전체 분야 프로그램의 한 부분으로 유기적으로
성과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분야 간 경계를 유연하게 구조화하는 파트너십이 중요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여전히 한국의 경우 ‘Korean program’, ‘Korean agency’, ‘Korean evaluation’
등 한국적이라는 형용사를 국제사회에서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다른 원조공여기관들과 개발협력의 영향 및 결과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며, 다른
기관들로부터 경험을 배우고, 교훈을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15).

나. 세계은행(World Bank)
1) 성과평가 배경 및 목적
World Bank의 평가 사업을 전담하는 IEG는 평가를 “현재 진행 중이거나 이미 완료된 정책, 프로
그램, 사업 그리고 이들의 설계, 수행 그리고 결과에 대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평가(assessment)
이다.”라고 정의내리고 있다. 더불어 평가는 기본적으로 기관의 책무성과 교훈을 목적으로 하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의 목표, 개발 효과성, 효율성, 영향성 그리고 지속가능성의 적합도를 판단
하는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다(World Bank, 2013a).

2) 성과평가 체제
IEG는 기존 Operations Evaluation Department(OED) 부서 명칭이 변경된 것이며, 주로 World
Bank 사업에 대한 업무점검 및 평가를 수행하는 기구이다. World Bank 내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IEG의 모든 평가결과는 World Bank 이사회로 직접 보고된다.
핵심 업무는 World Bank 사업의 평가에 대한 객관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회원국에 대한
World Bank의 책무성을 강화하는데 있다. 즉, World Bank의 정책, 프로그램, 프로젝트 및 프로세스
등의 수행 결과를 책임성 측면에서 평가하고, 이러한 평가과정 및 결과를 통하여 사업수행 방식의
개선, 신규 사업 발굴 시 적용 등 다양한 역량강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IEG에서는 주로 성과 기반 평가(result-based evaluation)를 진행하고 있다. 평가의 유형은
구분 기준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데, 이는 다음과 같다. 1) 내부평가와 외부평가, 2) 형성평가와

15) OECD 방문 조사･인터뷰(2013. 4. 2)

64

한국의 교육개발협력사업 성과평가 모형 개발 연구

총괄평가, 3) 단일사업평가와 군집사업평가, 4) 사업 중 평가, 중간평가 그리고 종료 평가, 5) 사업
수행평가, 글로벌 파트너십 사업 평가 그리고 영향평가가 있다(World Bank, 2013a).
IEG에서는 크게 4가지로 평가 사업을 분류하여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우선, ICR review가
있다. ICR(Implementation Completion and Results Report; 이행 완료 및 결과 보고서)은 모든
사업의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수행하는 내부평가보고서로서 매년 250~300개 정도의 보고서가
발간되고 일반에 공개된다. IEG는 World Bank의 내부 평가 보고서인 ICR을 재검토하는 외부 평가를
거치게 되는데 이를 ICR review라 한다. 여기에는 IEG와 World Bank가 합의한 공통적인 평가기준이
적용된다. 둘째, 글로벌 프로그램 평가(Global Program Evaluation; GPE)이 있다. 해당 평가 사업은
World Bank의 글로벌 지역 파트너십 프로그램(Global and Regional Partnership Programs;
GRPPs)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OECD DAC의 5대 평가 기준을 골격으로 하여 추가적인 항목을 덧붙
이는 나름의 평가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셋째, PPAR(Project Performance Assessment Report;
사업 수행 평가 보고서)가 있다. 사업 수행 평가도 ICR review와 같은 채점 기준을 사용하여 사업을
평가한다. 그러나 보다 포괄적인 맥락과 구체적 사항을 기록한다. 넷째, 영향평가(impact
evaluation) 범주가 있는데, 현재 IEG의 전체 평가 분량에서 매우 작은 부분만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실험적이고 대안적인 사업 모델을 육성하고, 그 효과성을 검증하는 도구로서 앞으로 점차
확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IEG에서는 ICR 측정지표 및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평가 결과를 매우 간결하고 요약
적으로 보여주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 방식은 성과(outcome), 위험성(risk), 은행 수행도
(bank performance), 파트너 수행도(borrower performance)의 4가지 항목을 두고 각각의 지표를
엄격하게 정의하여 측정 지표화 할 수 있는 내용을 도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World
Bank, 2013a).
World Bank는 프로젝트 주기(project cycle)라는 일관된 사업 과정 틀을 가지고 개발 사업을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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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

출처: World Bank(2013b)

[그림 Ⅲ-1] World Bank 프로그램 주기

프로젝트 주기는 우선 1단계의 CAS로부터 시작된다. CAS는 국별로 상황을 면밀히 진단하여
수원국에 필요한 사업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으로서 World Bank와 개별 국가의 정부 및 중앙은행이
참여해서 의견을 조율한다. 또한 상위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빈곤 감소 전략의 내용에도 부합하는지
검증하게 된다. 2단계에서는 CAS에 기반을 둔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결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총 3개의 사업 문서가 작성이 되는데 우선 작성되는 것은 사업 컨셉노트로서 World Bank의 사업팀이
사업 전반의 목적, 위험성, 대체 시나리오 그리고 시간 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그 외에 대외적인
사업 공모 참고자료인 사업 정보 문서와 World Bank Safeguard정책에 따른 통합 Safeguard 데이
터를 발간한다. 3단계는 준비, 사정 그리고 위원회 인가 과정으로 세분화된다. 사업 준비 과정은
4~5년이 소요되며, 주로 사업 타당성 조사를 수행한다. World Bank는 전문가 컨설팅단을 구성해서
수원국을 지원하는 역할에 머무르기 때문에 해당 과정에서는 수원국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이 중요
하며, 경우에 따라 World Bank의 Safeguard 정책을 반영하여 사회와 토착 문화에 대한 영향성
평가 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한다. 사업 사정 과정에서는 앞서 진행된 영향성 평가는 물론 평가 지표,
구체적인 수행 방안 등을 포함하는 사업 내용을 평가한다. 최종적으로 사업이 위원회에서 승인될
때는 사업 사정 문서나 프로그램 문서가 작성되며 이에 근거한 위원회의 판단으로 최종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4단계에서는 사업을 수행하고, 정기적으로 사업을 모니터링하여 보고하게 된다. 보고서
종류는 사업 중간에 진행하는 중간 평가와 매 회계연도마다 발행하는 사업 수행 현황 보고서가
있다. 5단계인 사업 수행 종료에서는 사업 종료 직후 수원국과 World Bank가 사업의 성과와 문제
점을 공동 점검하여 사업 수행 종료 보고서를 발간하다. 마지막으로 6단계에서는 IEG라는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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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관에 평가를 위탁하여 PPAR 혹은 영향평가를 수행한다. 대개의 경우 모든 사업을 평가하지는
않고, 1년에 70여 개 정도의 사업을 평가하게 된다(World Bank, 2013b).
일반적으로 평가 시에 활용하고 있는 평가범주는 성과, 성과개발을 위한 위험, 은행 성취, 대출자
성과 등으로 구분하고, 이를 각각 개념정의, 차원(dimension), 지도(guidance), 우선순위, 만족도
(rating scale) 등으로 세분화하여 적용하고 있다. 또한, 관리평가 기준행렬(matrix management
evaluation framework)을 통해 평가를 진행하는데 그 순서는 산출개선 → 산출 → 중간성과 →
장기성과 → 파급효과 등이다.
World Bank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활동의 종류가 다양하고, 그 범위도 공공(정부) 및 민간분야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서 IEG의 평가에 대한 접근과 방법은 다양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는 제시된
목표, 기준 프로그램, 일정한 기준, 기대 등과 비교하여 현재의 성취결과를 측정하는 방법, 이 프로
젝트/프로그램/정책이 없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현재의 결과를 비교해보는 가상효과 분석 방법
(counterfactual analysis) 등이 있다. 또한, World Bank의 민간분야 투자 프로젝트 및 자문 서비스
활동은 경제, 금융 실적기준에 맞추어 성과를 평가하거나, 이 프로젝트 및 서비스가 민간 분야 발전에
얼마나 기여하였는가를 위주로 평가한다. 공공부문 프로젝트는 주로 타당성, 효과성, 효율성 측면
에서 이 프로젝트가 대상 국가 및 분야의 개발목표에 얼마나 부응하였는가를 평가한다.

3) 성과평가 요소 및 영역
가) 성과 프레임워크의 정의
전체적인 성과 관리 모형에는 크게 ‘수렴 모형(convergent model)’과 ‘확산 모형(divergent
model)’이 있다. 수렴모형은 최상위 전략 목표로부터 하위 범주를 연역적으로 도출하며, 수요 반응형
분석(demand responsive analysis)을 촉진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확산 모형은 여러 개입 활동을
귀납적으로 조직화하여 공급자 분석(supply side analysis)을 촉진해 준다. World Bank에서는
그 중 수렴 모형을 CAS에 적용하여 활용하고 있다(World Bank, 2005).
나) 로그프레임의 정의 및 세부항목
로그프레임은 수혜자가 원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 활용하는 사업의 원인･결과 모델이다. 또한,
복잡한 사업 활동과 목표 관계를 명료화하고, 서로 연계･소통시키는 틀로서 전체 사업 틀을 구성하며,
사업 모니터링과 평가를 체계화하는데 사용된다. 로그프레임과 성과 프레임워크는 서로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아래 그림과 같이 성과 프레임워크의 일부 체계가 로그프레임의 첫 번째 열로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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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World Bank, 2005).

출처: World Bank(2005:9)

[그림 Ⅲ-2] World Bank 로그프레임과 성과 프레임워크

World Bank에서 사용하는 로그프레임은 기본적으로 16개 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칸은
특정 유형의 정보를 나타내고 있다. 기본적인 틀과 구성은 아래 그림과 같다.

출처: World Bank(2005:15)

[그림 Ⅲ-3] World Bank 로그프레임

세부항목은 다음과 같다(World Bank, 2005).
• (1): CAS의 최상위 목표를 적는다.
• (1)~(4): 각 단계별 목표와 활동 내용을 적는다. 여기서 (2)번의 DO(Direct Objective)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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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와 관련되어 있는 반면, (3)번의 output은 직접적인 결과물을 나타낸다.
• (5)~(8): 측정 지표를 나타낸다.
• (13)~(16): 사업의 핵심적인 가설과 위험요소를 적는다.
• (9)~(12): 모니터링 및 평가 방안을 표기한다.
• (8): 사업 수행을 위해 가용한 자원을 적는다.
이에 따라 일반적인 로그프레임의 틀은 실제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표 Ⅲ-4> World Bank 로그프레임 구성과 내용

개요

성과 지표

M&E / 감독

∙ CAS 목표:
∙ 지표
∙ 프로그램 평가 시스템
다른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이 프 (점진적 표준화) 프로그램
로젝트가 기여할 상위 목적
평가 측정을 위함

주요 가정
∙ (목표에서 상위목표)
전략적 영향과 관련된
위험

∙ D.O.
∙ 영향
∙ 프로젝트 평가 시스템 구성을 ∙ (D.O.에서 CAS 목표)
프로젝트의 영향. 산출과 주요 가 PDO의 성취를 설명하는 위한 인력, 이벤트, 프로세스, 프로그램 수준 영향과
정으로 인한 수혜자의 행동, 시 측정, 가치 이익과 투자 데이터 소스
관련된 위험
스템, 혹은 기관적 성과 변화
수익
∙ 산출
∙ 구성요소 이행에 추가되는 ∙ 인력, 이벤트, 프로세스, 데이 ∙ (산출에서 D.O.)
프로젝트 개입. 프로젝트가 산출 가치를 측정하는 지표
터 소스-프로젝트 이행을 위 설계 효과성과 관련된
에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지
한 감독 및 모니터링 시스템 위험
∙ 구성요소
산출을 달성하기 위해 수행되어
야 할 주요 구성요소 클러스터

∙ 투입/ 자원
∙ 인력, 이벤트, 프로세스, 데이 ∙ (구성요소에서 산출)
구성 요소 예산, 산출을
터 소스와 프로젝트 설계를 이행 및 효율성과 관련
위해 요구되는 금전적, 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된 위험
리적, 인적자원

출처: World Bank(2005: 16)

4) 성과평가 사업 실제
가) 스리랑카 대학교육개선사업 및 교육분야 발전 프로젝트 평가16)
World Bank 평가 사례는 PPAR유형과 GPR(Global Program Reviews; 글로벌 프로그램 리뷰)
중 비교적 최근 실시된 교육 개발협력 사업 평가로 스리랑카 대학교육개선사업 및 교육분야 발전
프로젝트 평가 사업을 선정하였다. 해당 평가 사업의 목적은 스리랑카에서 수행된 두 교육 프로젝
16) 본 사례는 “Project performance assessment report: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improving relevance and quality of
undergraduate education and education sector development project(IEG, 2012)”의 내용을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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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의 개발효과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주된 평가 기준은 1) 성과, 2) 개발 성과 위험도, 3) World
Bank 수행력, 4) 파트너 수행력이다.
평가 결과는 평가 보고서 앞부분에 다음의 표와 같이 개괄적으로 제시되었다.
<표 Ⅲ-5> World Bank 사례 1: 프로젝트1 평가결과
구분

ICR*

ICR Review**

PPAR

성과

만족

다소 만족

다소 만족

개발 성과 위험도

양호

양호

양호

World Bank 수행력

만족

다소 만족

다소 만족

파트너 수행력

만족

만족

만족

*수행완료보고서로서 자체 World Bank의 자체평가보고 결과임
**ICR을 IEG에서 독립적으로 검토한 결과임

<표 Ⅲ-6> World Bank 사례 1: 프로젝트 2 평가결과
구분

ICR

ICR Review

PPAR

성과

만족

만족

개발 성과 위험도

양호

다소 낮음

World Bank 수행력

만족

만족

파트너 수행력

만족

만족

주된 특징은 사업성과 척도를 만족과 불만족 혹은 양호와 비양호로 구분하여 하나의 표로 간단히
정리하고, 한눈에 알아보기 쉽도록 평가 틀을 구성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World Bank의 내부 자체
평가보고서를 IEG에서 재차 평가하는 2중 평가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 또한 주목할 만하다.
나) 잠비아 직업 기술 및 창업 훈련 프로그램 개발 지원 사업17)
해당 사업 또한 PPAR유형에 속하며, 최근 사례 중 아프리카에서 수행한 교육관련 사업을 참고하기
위해 채택하였다. 이 사업은 2002~2008년까지 World Bank가 잠비아, 네덜란드 정부, DANIDA
(Dan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덴마크 국제협력처) 그리고 GTZ(Gesellschaft fuer
Technische Zusammenarbeit; 독일 기술협력공사)과 함께 공동 출자하여 진행 하였으며, 잠비아의
17) 본 사례는 “Project performance assessment report: Techinical Education Vocational and Entrepreneurship Training Development
Support Program(IEG, 2011a)” 의 내용을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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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기술 및 창업 훈련 지원 체계를 전반적으로 혁신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진행되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주어진 시간과 예산에 비해서 설정된 목표의 타당도와 적합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
났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 적절한 역할 분배와 의사소통에 실패하면서 수행과정에서 많은 혼
선과 잡음이 발생하였다. 또한, 형식과 비형식 교육 체계 부문을 정부의 가버넌스 및 예산체계에 제
대로 반영･적용시키지 못하여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효과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표 Ⅲ-7> World Bank 사례 2: 프로젝트 평가결과
구분

ICR

ICR Review

PPAR

성과

다소 만족

다소 만족

다소 불만족

개발 성과 위험도

높음

높음

상당수준

World Bank 수행력

다소 만족

다소 만족

다소 불만족

파트너 수행력

다소 만족

다소 만족

다소 불만족

이러한 사업 전반의 수행도에 따라 World Bank의 수행도도 낮게 평가될 수밖에 없었다. World
Bank는 사업 참여 이전에 수행한 위험성 측정에서 실질적인 위험 요소를 과소평가한 것으로 나타
났다. 잠비아 정부의 낮은 정치적 수행 및 개혁의지 그리고 잠비아의 낮은 기술 수준과 역량 문제는
사업 초기부터 위험요소로 지적되었으나 World Bank가 이에 대해서 효과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또한 수원국의 관련 법률적 기반,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비한 추가 예산 조달 방안 그리고 평가 및
모니터링 체계를 사업 승인 단계에서 적절히 검토하지 못한 것도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업은 기존의 공급자 중심 TVET 프로그램이 기술력과 역량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수요자
중심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과 도전과제가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주요 교훈 및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Ⅲ-8> World Bank 사례 2: 교훈 및 시사점
구분

내용
정치 경제적 교훈 및 시사점

1

TVET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에 반드시 심층 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2

급진적인 TVET 관련 정책을 전국 단위로 확대하기 전에 반드시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정책의 유연성을 확보
해야 한다.

3

다양한 이해 관계자 간 역할과 책임 한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4

중앙 정부에서 지방 정부로 공공 직업 훈련 기관망을 확대할 경우 자율성 부족, 역량 및 재정 조달 능력 부족으로
인해 실패하기 쉽다.

KEDI 71

Ⅲ 해외의 교육개발협력 성과평가 동향 및 특성

구분

내용
재정 조달에 관한 교훈 및 시사점

1

국가 재정 담당 부처는 TVET 프로그램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분야 전문성을 확보할 경우 그 경쟁력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

2

비형식분야의 TVET 프로그램은 비정부기구가 전담하여 운영할 경우 효과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으나, 지속가능
성을 확보하기는 힘들다.

3

TVET 의무 할당제는 현직자 역량강화 프로그램에는 효과적이지만, 비형식 분야 프로그램에는 적합하지 않다.

다) 아프리카 교육발전 협의회 지역 프로그램 평가18)
GPR 유형에서는 아프리카 교육발전 협의회와의 교육분야 지역 파트너십의 성과를 평가한 “아프
리카 교육발전 협의회 지역 프로그램 평가”를 선정하였다. GPR은 World Bank가 지역 파트너와
협력하여 진행하는 사업의 효과성 점검을 통해서 World Bank의 파트너 수행 능력을 검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여기서 평가 기준은 1) 프로그램 효과성(적절성, 효능성, 효율성, 가버넌스와 운영),
2) 파트너로서의 World Bank 수행 능력이다.
평가 결과는 PPAR과 달리 항목별로 포괄적으로 기술되어 있으며, 해당 사업 결과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절성 면에서는 ADEA(Association for the Development of
Education in Africa; 아프리카교육발전협의회)가 설립 목표를 ‘교육 정책 향상’과 ‘공여자간 조화
강화’를 내걸었으나, 이는 1987년도 목표이기 때문에 현재의 맥락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된다. 둘째, 효과성 측면에서는 ADEA가 많은 목표들 중에서 여학생 교육과 공여자 대화 확대에
특히 많은 자원을 투입하였으나, 그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판단하기에는 아직 체계적인 데이터와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셋째, 효율성 측면에서는 ADEA에는 체계적인 비용 분석 틀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 또한 조건성 자금 지원이 다수를 이루면서 ADEA의 자율성을 상당부문 훼손하여 효율적인
사업 운영 역량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넷째, 가버넌스 운영 면에서는 최근 ADEA가 아프리카의
교육분야에서 그 위치를 공고한 것은 상당부분 사실인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조직이 갑작스럽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운영을 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부족하다. 다섯째, 파트너로서의 World
Bank 수행 능력 면에서는 그간 World Bank는 ADEA의 현장 사업과 네트워크 활동에 깊이 관여
하면서 현재는 ADEA에게 중요한 파트너가 되었다.
이러한 평가 결과는 평가 기준을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써 다른 기관의 평가 사례와 비교해 볼 때,
평가 기준이 평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서로 다른 기관의 평가 기준에
18) 본 사례는 “The association for the development of education in Africa(ADEA) regional program review(IEG, 2008)”의 내용을 정리･분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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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며, 이를 고려하여 한국의 교육 개발협력 성과 평가 모형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라) World Bank의 초등 교육 지원(1990~2005)에 대한 IEG의 평가 보고서19)
1990년에 EFA 운동이 시작된 이래, World Bank는 19980년부터 평가가 시행된 2005년까지 약
15년간 이 운동을 위한 재정 지원을 해 왔다. World Bank의 기초 교육에 대한 목표는 크게 세 가지
로 구성되는데 보편적 초등 교육 달성, 여자 아이 및 소외된 집단에 속한 아이들의 초등교육에 대한
동등한 접근성, 그리고 학생들의 학습 성과 개선이다. World Bank는 이 세 가지 정책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하여 많은 전략들을 시간별로 설정하고 실행하였다. 1980년대에는 기관의 내부 효율성 및
조직의 역량 강화를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추었고, 1990년대 초반에는 여자 아이들의 교육 지원,
교사 교육 개선, 학습 성과 평가 시스템 확립에, 1990년대 후반에는 지역 사회의 참여, 학교의 자율성
강화, 분권화 및 어린 아동의 조기교육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 2000년에 수립된 새천년 개발 목표
중 하나가 보편적 초등 교육 달성임에 따라 World Bank는 이 목표를 지원하였는데, 이를 위한 세부
전략으로는 결과에 초점을 두는 범조직적 접근 방법(systemwide approach) 및 다른 공여국 및 공여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이다.
이 평가의 목표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1990년 EFA 운동이 시작된 이후 각 국가가 국민들의
기본 지식과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질 높은 초등 교육을 제공하는 것에 World Bank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기여하였는가를 측정하기 위함이다. 둘째, 이 평가를 통하여 각 국가 정부에게 발전
전략을 조언하고, 또한 각 정부가 이러한 전략을 실행할 수 있도록 World Bank가 앞으로 어떻게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가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평가 방법은 다음과 같다. 초등 교육 지원에 World Bank의 자금이 투입된 교육분야 및 교육 외
분야 총 770여개의 프로젝트들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분석하였다. 이 포트폴리오에서 중점적으로 본
것은 자금의 액수, 내용, 자금 지원의 지역적 분포 등이다. IEG는 이 프로젝트들 중에서 50개의
프로젝트를 샘플로 추려내어 좀 더 집중적인 분석을 하였다. 가나, 말리, 루마니아, 파키스탄, 페루
등 총 7개의 국가를 방문하여 World Bank 지원의 영향 평가 및 국가별 현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의 양적 분석 결과에 대한 요약은 다음과 같다. 1963년부터 조사 시행 시점인 2005년까지
World Bank는 기초 교육에 총 140억 달러를 지원하였다. 이 지원액 중 약 90%의 액수가 1990년
EFA 운동이 시작된 후 지원되었다. 이 지원액 중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액수가 국제개발협회 융자금
19) 본 사례는 “From Schooling Access to Learning Outcomes: An Unfinished Agenda. An Evaluation of World Bank Support to Primary
Education(IEG, 2006)” 의 내용을 정리･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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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credits)의 형태로 제공되었다. 그리고 세계에서 생계비가
가장 최저인 순서로 40%의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융자액이 1990년 전 26%에서 1990~2005년 동안
54%까지 증가하였다. 융자액의 지역적 분포를 보면, 대부분이 남아메리카 지역, 캐리비안 해협
인근 국가들, 남아시아 및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집중되어 있다. 기초 교육에 대한 World Bank
지원 금액의 절대적인 액수가 증가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직업교육, 중등교육에 대한 지원액은 감소
하였다.
앞서도 기술했듯이 1990년대 이후 지금까지 World Bank가 기초 교육 지원에 대해 설립한 목표는
크게 세 가지(초등학교 등록률 증대, 교육 접근성에 있어서의 평등, 학습 성과 향상)로 구성된다.
평가는 이 세 가지 목표가 어떻게 달성되었는지에 관하여 각각의 목표별로 수행되었다. 평가 결과를
요약하면,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투자 프로젝트가 첫 번째와 두 번째 목표에 부응하여 진행되었다.
그러나 단지 World Bank가 지원한 총 프로젝트 중 약 20%만이 세 번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진행
되었다. 따라서 평가 결과 World Bank의 첫 번째 목표와 두 번째 목표인 학교 등록률 증가와 교육의
동등한 접근성은 성공하였다고 볼 수 있지만, 세 번째 목표인 학습 성과 향상은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저조한 성적을 보였다. 이러한 평가 결과에 대해 평가팀은 크게 세 가지의 제언을 내렸다.
첫째, 초등 교육 지원은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학습 성과 향상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되어야 하며,
특히 가장 빈곤한 가정의 자녀들과 소외된 집단의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노력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둘째, 학습 성과 향상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남수단 국가의 교육 정책 및 학교 운영의 개선이
시급하다. 셋째, World Bank는 다른 개발 기관들과 협력하여 교육 속진 이니셔티브(Fast Track
Initiative; FTI)20)의 방향성을 학습 성과 개선 측면으로 맞추고, 이러한 목표가 새천년 개발 목표
(MDGs) 중 하나인 보편적 기초 교육 달성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마) World Bank의 교육 지원(2001~2010)에 대한 IEG의 문헌 평가 보고서21)
2000~2010년까지 World Bank는 교육 지원 사업에 총 230억 달러를 지출하였는데, World
Bank의 교육 지원 전략은 예전의 기초 교육 중심에서 보편적 초등 교육의 수료 및 지식 기반 경제
건립을 위한 중고등교육 지원 등 두 가지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전략은 ‘모두를 위한 학습(Learning
for All)’ 이라는 새로운 목표로 대변된다.
이 문헌 평가는 2012년에 계획된 IEG의 중, 고등 교육 지원에 대한 평가에 대한 준비 작업으로써
20) Fast Track Initiative는 2015년까지 MDG의 목표 중 하나인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의 빠른 실현을 위한 공여국과 개발도상국의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2002년에 창설됨. 이는 교육분야에 있어서 첫 번째의 국제적 협약으로써 저소득 국가들이 무상 기초 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함.
21) 본 사례는 “World Bank Support to Education Since 2001: A Portfolio Note(IEG, 2011)”의 내용을 정리･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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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졌다. 이 평가의 목표는 ‘2001~2010년까지 World Bank의 교육 프로젝트들은 무엇을 달성
하고자 했으며, 무엇을 달성하였으며, 그리고 만약 프로젝트가 성공하였다면, 그 성공의 원인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하는데 있다. 평가의 근거가 된 문헌 자료들은 2001년부터 10여 년간의
World Bank의 자금 융자 포트폴리오 보고서, 교육분야 프로젝트, 다른 분야에서 교육 관련 활동이
포함된 프로젝트 보고서, 예전의 IEG 평가 보고서 등이다. 평가는 크게 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 첫째, World Bank의 전략이 변화에 부응하여 시작된 교육 프로젝트들의 지원 현황,
자원의 배분 현황을 분석하였다. 둘째, 교육분야의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 수행 및 결과를 분석하였다.
셋째, 교육 요소가 포함된 다른 분야 프로젝트의 사업 수행 및 결과를 분석하였다.
평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World Bank의 새로운 목표인 ‘모두를 위한 학습’은
앞으로의 교육 프로젝트들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잘 나타낸다는 측면에서 매우 타당하게 설정되었
다고 할 수 있다. 저소득국가에서 초등교육을 수료한 학생들이 아직도 기초 문해력이나 산술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초등학교의 등록률 증대 등의 목표와 함께, 학습 성과 향상은
반드시 추구되어야 하는 목표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목표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실질적인
학습 성과는 크게 증대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실질적인 학습 성과의 개선을 위하여
프로젝트의 설계 단계에서 ‘학습 성과 향상’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좀 더 체계적인 성과 프레임워
크를 구축해야 하고, 학습 성과를 저해하는 요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뒷받침
되었다. 또한, ‘모두를 위한 학습’이라는 목표에 부응하는 교육 프로젝트를 설계할 때, 최빈곤층의
자녀와 소외된 집단의 아이들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 이들의 학습 성과 향상을 위한 특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또한, 2000년대 World Bank의 교육분야 지원 전략 중 하나인 중고등교육과 인적 자원 창출의
연계 분야에서 중･고등교육 및 직업교육 프로젝트에 대한 World Bank의 지원은 양적으로 증가하
였으나 구체적으로 노동 시장 및 고용과 연계한 목표를 갖고 있는 교육 프로젝트에는 World Bank의
지원이 뚜렷이 증가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 프로젝트마저도 교육과 노동력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지 않았으며, 노동 시장과 관련한 목표 하에 진행되었던 9개의 종료 프로
젝트 중 5개만이 노동 시장에 관련한 성과 지표(outcome indicator)를 확보하고 있었다.
이러한 노동시장 연계 프로젝트는 대부분 교육분야 프로젝트가 아닌 빈곤 감소 혹은 경제 운영
분야의 프로젝트 중 교육 요소를 갖고 있는 프로젝트들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교육의 빈곤 감소,
혹은 경제 운영 분야의 큰 목표 속에서 교육이 일부 구성요소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교육 부분만의
체계적인 성과 및 영향 평가가 어렵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한편, 2000년대 교육분야의 프로젝트들의 사업 수행성과가 1990년대의 82%에서 69%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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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인을 정확히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전반적으로 교육 요소가 복합적으로 개입된 다른 분야의
프로젝트 수가 증가한 점, 저소득 국가의 중･고등 교육분야 지원이 증가한 점, ‘학습 성과 개선’이라는
목표 자체가 프로젝트 설계와 성과 프레임워크구축, 프로젝트 수행에 있어서 다른 목표에 비해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 등을 그 이유로 추측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의 세부
목표 설정 및 활동 설계에 있어서 시간, 재원 등 현실적인 여건을 충분히 고려할 것과 자금을 융자
하는 기관의 역량을 고려하여 프로젝트를 설계할 것, 리스크 측정 방식을 설계하고 및 리스크 완화
대책을 수립할 것, 명확한 목표(objectives)와 지표(indicators), 성과물(outputs), 결과(results),
영향(impact) 등을 연계한 체계적인 성과 프레임워크를 구축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5) 성과평가 과제 및 시사점
World Bank에서도 개발협력에서 모니터링 및 평가와 파급효과 평가가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며,
이미 오래전부터 평가와 관련하여 다양한 개선 시도가 있어왔다. 타 국제기구에서 유사하게 사용
하고 있는 평가지표 외에도 임의표집(Random sampling), 회귀분석(Regression), 이중차이분석
(Difference in Difference)등 성과 및 효과에 대한 측정이 가능한 계량분석 등 양적, 질적 평가 방
법론을 활용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World Bank에서는 평가에 앞서 법률적 디자인, 정치･사회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실행 이슈를
발굴하고, 평가의 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개별 프로젝트의 효과를 비용편익분석 등
경제학적 분석방법을 통해 파급효과를 추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개별 프로젝트의 과정, 작동,
개선 등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대체로 우수한 평가로 인용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구성의 충실도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며,
소규모 프로젝트･프로그램 혹은 파일럿 프로그램에 대한 심층평가를 통해 복잡하지만 제도적 분석과
개입에 대한 효과를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투자된 재정(자금)에 대한 가치 및 성과, 글로벌
공공재로서의 기능 제공 등은 논란이 있는 이슈이기는 하지만 매우 중요한 사업평가의 척도이며,
수요중심의 소규모 사업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보다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22).
세부 평가지표는 학술적 문헌연구의 종합을 통해 발굴하며, 대부분의 사업목적(기여와 성과확보)이
동일하므로 사업예산의 효율성에 대한 측정과 평가 디자인이 중요하게 고려된다. 구성요소 측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인과관계, 과정평가, 역할분석 등도 중요한 요소로 고려

22) World Bank 방문 조사･인터뷰(2013.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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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통계자료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역량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 및 대상 국가에서의 체계적인
자료 및 정보생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의뢰인과 상대방 간의
연계 네트워크 구성을 지원하여 자동적인 통계자료 생성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World Bank에서는 모든 프로젝트에 대해 관련 구성요소 평가와 결과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IEG
에서는 개별 수행보고서를 기초로 중간성과 등을 함께 측정하여 성과를 평가하며, 개별 보고서에
대한 검토, 권고, 개선 등을 통해 성과관리 자문을 실시하고 있다.
IEG에서는 기본적으로 만족도, 실시, 전체 구조 등의 지표를 반영한 비중(rating) 시스템을 운영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만족도 평가 척도와 유사한 기준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 비중 시스템은 매우
만족, 만족, 조금 만족, 조금 불만족, 불만족, 매우 불만족 등 6개 구간으로 되어 있다. 또한, 현장
방문, 인터뷰(프로젝트 관련 다른 영향) 등을 통해 계량적인 평가결과를 보완한다.
교육분야 사업의 평가범주 및 지표도 타 분야와 매우 유사하며, 공통 지표 외에 학습 성과, 교육
전략, 수원국의 국가개발전략에의 반영 용이성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정형화된 방법론을 적용하여
부문 연구, 국별 평가를 실시한다. World Bank 교육분야의 핵심지표는 초등교육 이수율, 성 평등
지수, 프로젝트를 통해 추가 양성된 초등교사 수, 프로젝트를 통해 초보단계에서의 추가 건설 혹은
개보수 된 교실 수, 초보단계에서의 학습평가 시스템 등 다섯 가지이다.
World Bank 평가의 가장 큰 특징은 독립성(Independence), 신뢰성(Credibility), 활용성
(Utility)이다. 이는 프로그램 개선과 사업예산 결정, 사업 관련 활동에 직접적으로 반영된다. 평가
시 프로그램 디자인, 기획이 가장 중요하며, 적합한 질문 등 동료검토를 통해 평가에 반영된다23).
성과와 효과는 수혜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로 판단하며, 교육분야에서의 성과는 지식습득과
숙련향상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하는 것이다. 따라서 최근에는 추진 사업 전체에 대해 로그
프레임을 적용하고, 파급효과 평가에서도 이를 반영하고 있다.

다. 아시아개발은행(ADB)
1) 성과평가 배경 및 목적
ADB는 기관의 정책과 전략 및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1978년 독립 평가
부서인 IED(Independent Evaluation Department; 독립평가부)를 설립하였다. 2004년에 ADB는
여러 조직적 변화를 겪고, 2008년 전면적인 개편을 통해 지금의 IED의 독립 체제를 완성하였다.
23) World Bank 방문 조사･인터뷰(2013.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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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D는 ADB가 개발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무성을 높이는 하나의
학습조직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제공한다. 즉, IED의 목적은 독립적이고, 체계적인 방식
으로 기관의 성과와 평가 관리, 평가 교훈 및 피드백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ADB의 개발 원조 효과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는데 있다(ADB, 2013b).
IED는 국제개발협력의 자원이 잘 쓰였는지, 계획한 결과(outcomes)가 잘 달성되었는지를 이해하기
위하여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의 계획, 설계, 이행에 책임이 있는 회원국 이해관계자들의 개발원조 관
리와 실행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ADB의 전반적인 평가 활동에 대한 권한을 가진다(ADB, 2013c).
IED는 행동의 자율성(behavioral autonomy), 조직의 독립성(organizational independence),
외부 영향력 차단(insulation from external influence), 이해관계 충돌 경계(avoidance of
conflicts of interest)의 네 가지 독립평가의 기조를 채택하고 있다(ADB, 2013d).
IED에서는 평가의 원칙으로는 아래와 같이 8가지를 제시하고 있다(ADB, 2013e).
• 평가는 ADB mission 성취에 기여해야 함
• 평가에 대한 결정은 전략적이어야 함
• 평가는 사용자의 참여가 필요함
• 평가는 사용자에게 자산이 되어야 함
• 평가 과정은 평가적 사고와 평가사용 역량을 개발하여야 함
• 평가적 사고는 착수시점부터 가치를 부가해야 함
• 평가는 개발 실제에 대한 일반적 통념의 유효성을 테스트해야 함
• 평가는 품질 기준을 충족해야 함
IED는 평가의 일관성과 질 향상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고 있다(ADB, 2013d). 발간된 주요
가이드라인은 아래와 같다.
• 국가 지원 프로그램(Country Assistance Program) 평가 준비
• 프로젝트 완료 보고서 및 연차 보고서 검증
• Nonsovereign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 보고서 준비
• 공공분야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 보고서 준비
• 독립 평가에 대한 이해 충돌 방지
ADB에서는 평가를 국별 전략, 프로그램 혹은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이행한 당사자가 진행하는
자체평가, 그리고 IED에서 수행하는 독립평가 두 가지 레벨로 분리하고 있다(ADB, 201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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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과평가 체제
ADB에서는 2012년에 “Managing for Development Results”(2012a)를 발간하였다. 여기서 평가
결과의 층위는 기업 법인형(corporate), 국가형(country/sector), 그리고 프로젝트/프로그램
(project/program)으로 나누고 있다. 각각의 층위에서 성과 관리는 아래의 프레임을 가진다.
<표 Ⅲ-9> ADB 개발 성과 관리 층위별 범위
층위

범위

범위 제외부분

기업 법인
(corporate)

개발 효과성 검토 (Development
Effectiveness Review; DEfR) 보고서

∙ DEfR 민간부분
∙ 부서별 결과 중심 워크플랜(Workplans)

국가/분야
(country/
sector)

국가 파트너십 전략 (CPS) 성과 프레임워크

∙ CPS 안에서의 성과 프레임워크
∙ CPS 주제별 로드맵(Thematic roadmaps)

∙ IED(Independent Evaluation Department),
프로젝트/프로그램 보고서 데이터를 사용한 공공분야 프로젝트 COSO(Central Operations Services Office), 등 다른
(project/
설계, 모니터링 프레임워크 (Design and
부서들에 의해 수행된 DMFs에 대한 연구
∙ SES(Special Evaluation Study)에서 평가한 DMF에서
program)
Monitoring Frameworks; DMFs) 평가
주로 사용되는 2차 정보
출처: ADB(2012a).

ADB 내부에서 평가 관련 참여자와 이해관계자의 관계는 아래의 그림과 같다.

출처: ADB(2012c).

[그림 Ⅲ-4] ADB 평가 참여자와 이해관계자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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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B 평가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순환적 모형이다. ADB의 기획운영국이 전반적인 평가와 모니터링,
평가 결과 및 교훈 사항을 관리하고, ADB의 전반적 개발협력 지침과 후속 평가에 반영되도록 관리
한다. 이후 이사회 운영국과의 조율과 교감을 통해 확정되면, 독립평가 부서인 IED는 평가의 전반을
운용하고, 모니터링과 자체적인 측정평가를 담당한다. 이후에 국제적인 평가 공동체(international
evaluation community)와 평가의 방식과 기조에 대한 조율 작업을 거치면, 최종적으로 ADB의
개발도상국 회원국들에게 평가의 활용, 역량강화, 수원국과 ADB가 함께 실시하는 공동 평가 체제를
구축하도록 한다.

3) 성과평가 요소 및 영역
ADB에서는 성과평가를 아래의 표와 같이 레벨에 따라 도구(tool)를 분류하고 있다.
<표 Ⅲ-10> MfDR 층위에 따른 주요 도구
층위

도구

기업 법인
(corporate)

성과 스코어카드(performance Scorecard), 성과 프레임워크(results framework), 시설
DMF(facility design and monitoring framework), 결과 중심 워크플랜(results-based workplan)

국가/지역
(country/regional)

성과 프레임워크(results Framework)

분야/주제
(sector/thematic)

로드맵(roadmap)

프로젝트/프로그램
(project/program)

프로젝트/프로그램 DMF(project/program DMF)

(*) MfDR(Managing for Development Results; 개발 결과 관리)
출처: ADB(2011a). Special Evaluation Study on Managing for Development Results, p. 5의 표를 재구성함.

IED가 사용하는 성과 평가 프레임워크는 기업법인, 국가/지역에서 사용하는 성과 프레임워크,
그리고 분야/영역별에서 활용하는 로드맵 구성, 프로젝트/프로그램 레벨에서 사용하는 설계 및
모니터링 프레임워크인 DMF이 있다. 이 두 프레임워크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가) 성과 프레임워크
성과 프레임워크는 기업법인, 국가/지역 레벨에서 사용한다. MfDR은 투입 및 절차 준수(프로젝트
관리)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의도된 결과와 성과영향력을 시작 지점으로 하고, 이후 성과 고리
(results chain)를 구축하여 계획, 이행 및 평가 단계에서 측정, 모니터링 및 보고 활동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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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DR는 인센티브 구조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함께 고객을 위한 성과결과(outcomes) 달성 및
학습을 약속하는 조직적 문화를 필요로 한다. ADB의 결과 연계 고리, 그리고 MfDR 어젠다는 아래
그림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출처: ADB(2011a: 12)

[그림 Ⅲ-5] ADB 성과 고리와 MfDR 의제

성과 관리를 위한 기초를 형성하는 주요 MfDR 원칙은 다음과 같다.
• 전략 계획에서 이행, 종료, 종료 이후의 모든 단계에서 파트너국, 개발 기관 및 기타 이해관계
자에 대한 결과의 dialogue에 초점
• 합의된 예상 결과와 실제 프로그래밍, 모니터링 및 평가 활동을 맞추어 조정(align)
• 결과 보고 시스템을 가능한 간단하고 경제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으로 유지
•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자원 배치를 통한 결과(results) 관리
• 결과 정보를 관리 교훈 및 의사결정을 위하여, 또한 보고 및 책무성을 위해 사용
ADB가 설정하는 성과 프레임워크에서의 평가 기준는 아래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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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1> ADB 성과 프레임워크 평가 기준
평가 기준 (Assessment Criteria)

타당성
(Relevance)

∙ 공급 측면의 타당성
∙ 최근 국제적 합의로의
- 국제 원조 효과성 의제 및 공여국 요구사항과의 부합
MfDR 의제의 타당성,
- 국제 모범사례와의 부합
수혜국 우선순위와
∙ 내부 타당성
요구사항, ADB 내부
- ADB의 high level 전략과 전체 MfDR 의제와의 일관성
구조, 정책 및 전략
- MfDR 의제의 내부 일관성
뿐만 아니라 다른
∙ 수요 측면의 타당성
유사한 변화 관리
- ADB 개발도상국 회원의 요구와 MfDR 의제와의 조율
의제와의 비교
- ADB의 MfDR 이해관계자의 요구와 MfDR 의제와의 조율

∙ ADB 전략 효과성에
대한 반응과 과거
책임
경험으로부터의
(Responsiveness) 학습을 포함하는
MfDR 의제로의
조직의 반응
결과지향성
(Results
orientation)

하위 기준(Subcriteria)

∙ 전략적 반응
- 다른 ADB 분야 전략과 MfDR 의제와의 일관성
- MfDR 행동계획에 대한 성과
∙ 조직적 반응
- 가능한 환경과 구조 제공
- 충분한 자원 제공 및 MfDR 역량 개발

∙ MfDR이 네 층위(기업, ∙ 기업—기업 성과 프레임워크에 명시된 의도된 결과를 ADB 기업 층위
국가, 분야 및
보고서가 효과적으로 보고하고 있는지 정도
프로젝트)에서의 ADB ∙ 국가 및 분야—국가협력전략(CPS) 성과 프레임워크에 명시된 의도된
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결과를 ADB 국가 및 분야 층위 보고서가 효과적으로 보고하고 있는지 정도
미치는지 결과 지향 ∙ 프로젝트—DMFs에 명시된 의도된 결과를 ADB 프로젝트 층위 보고서가
측면에서 평가
효과적으로 보고하고 있는지 정도

출처: ADB(2012a). Managing for Development Results, pp. 72-81의 내용을 재구성함

ADB는 2012년 “ADB Results Framework Indicators Definition”(2012b)을 통해 레벨별 성과지
표를 제시하였다. ADB가 제시하는 성과 프레임워크의 레벨 구성 및 구분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Ⅲ-12> ADB 성과 프레임워크 레벨 구성 및 구분
레벨
레벨 1:
아시아 태평양
개발 성과결과

내용

구분

∙ ADB의 기여를 목적으로 하는 빈곤감소와 개발 ∙ 빈곤과 인간개발, 기타 성과결과 지표
성과결과 지표를 통한 아태평양 지역 전반적인
개발 진행상황 추적

레벨 2: 주요 산출 ∙ ADB 주요 영역 산출 및 산출로 인한 수혜자의 ∙ 교육, 에너지, 금융, 교통, 물
수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
및 성과결과
레벨 3:
작업효과성
레벨 4:
기관 효과성

∙ 모니터링 작업을 위한 지표

∙ 종료된 작업의 질, 항목 및 포트폴리오 성과의
질, 재정 이동 및 이동성, 전략 2020 주요
운영분야에 대한 재정, 지식관리, 파트너십

∙ 기관 효과성 모니터링 지표

∙ 인적자원, 예산 적정성, 비즈니스 프로세스 및
사례

출처: ADB(2012b). ADB Results Framework Indicators Definition, pp. 2-26의 내용을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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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B에서 제시하는 교육 관련 지표는 레벨 2에 제시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Ⅲ-13> ADB 주요 산출 및 성과결과 교육 관련 지표
지표

정의

교실 구축 혹은 교실 환경
업그레이드(양적 수치)

∙ 교실은 교실, 과학, 컴퓨터, 어학을 포함한 실험실, 강연홀, 도서관 및 워크숍 시설,
강당, 그리고 체육관, 농구장, 배구장을 포함하는 스포츠 시설을 포괄적으로 의미함

교육 및 연수받은 교사(수)

∙ 프로젝트 기간 동안에 프로젝트의 결과로서 교사가 되기 위한 사전 연수와 교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사 연수 모두를 포함하여 연수받은 교사, 교수의 수를 의미하고 교사는
형식교육에서 초등, 중등, 고등교육의 교사를 포함함

학교 개선 프로그램이나 지원
프로젝트가 학생에게 준 이익
(양적 수치)

∙ 학생의 이익은 토목공사 및 장비 혹은 기구제공을 포함한 학교 향상 프로그램, 그리고
장학금, 급식, 혹은 유사한 프로그램을 통한 직접 지원을 의미함

출처: ADB(2012b: 7).

나) 프로젝트 설계, 모니터링 프레임워크(DMF)
DMF는 기업법인, 프로젝트/프로그램 레벨에서 사용하는 프레임워크이다. ADB에서는 2007년에
“Guidelines for Preparing a Design and Monitoring Framework”을 발간하여 DMF를 위한 가이
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DMF는 아래의 그림 같다.

출처: ADB(2007: 3).

[그림 Ⅲ-6] ADB의 DMF 접근

DFM 접근의 두 가지 주요 요소로는 분석 및 계획과정, 그리고 DMF 매트릭스이다. 분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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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과정에서는 다음의 단계로 구성된다.
• 상황 분석: 이해관계자 분석(stakeholder analysis), 문제 분석(problem analysis)
• 프로젝트 확인: 목적 분석(objectives analysis), 대안 분석(alternatives analysis)
DMF 접근방식은 그룹이 개인보다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아이디어를 이행하기 위한 약속
을 하기에 참여 접근에 기반하고 있다. 참여 방법에 따라 분석 및 계획 프로세스의 최종 결과는
DMF이며, 아래의 질문에 답변이 가능하도록 한다.
• 왜 이 프로젝트를 해야 하는지(영향)?
• 프로젝트가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성과물)?
• 프로젝트의 산출물(outputs)는 무엇이며 어떠한 중요한 활동을 수행할 것인지?
• 어떠한 투입(inputs)이 필요한지?
• 프로젝트 성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risks)는 무엇인지?
• 프로젝트 설계에 근간이 되는 가정은 무엇인지?
• 성공을 어떻게 측정(performance indicators)하고, 확인 할 것인지?
DMF 접근의 기본 단계는 다음과 같다.
• 개발 문제 혹은 분야의 특정 맥락에서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이해관계자의 역할 확인
(이해관계자 분석)
• 다뤄져야 할 개발 문제 혹은 이슈 확인(문제 분석)
• 핵심 문제의 원인 및 특성 규명(문제 분석)
• 문제의 영향을 분명히 밝힘(문제 분석)
• 지정된 기간 내의 개선점 확인(목표 분석)
• 대안 명시(대안 분석)
• 성과 고리 검토(성과 고리)
• 선택한 대안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안 결정(선택된 대안의 타당성 연구)
• DMF 논리 준비 및 테스트(DMF mat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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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F은 사업 이행 시 사용되는 기초 문서이고, 또한 아래와 같은 문서에 포함된다.
• 프로젝트 관리 각서(Project Administration Memorandum; PAM)
• 프로젝트 성과 보고서(Project Performance Report; PPR) 및 기술 지원성과 보고서
(Technical Assistance Performance Report; TPR)
• 프로젝트 종료 보고서(Project Completion Report; PCR) 및 기술 지원 종료 보고서
(Technical Assistance Completion Report; TCR)
• 프로젝트 성과 평가 보고서(Project Performance Evaluation Report; PPER) 및 기술 지원
평가 보고서(Technical Assistance Evaluation Report; TPER)
DMF의 구성 요소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 Ⅲ-14> ADB의 DMF 설계 요약
구분

영향력

∙ 영향력, 목표 혹은 장기적 목적은 분야별,
혹은 몇몇 경우에는 국가적 목적을
말하며 중기에서 장기적 시기에 따라
넓은 범위에서 프로젝트의 완료에 의해
나타나며 프로젝트 자체 뿐 아니라 다른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음, 영향력을
서술함으로서 프로젝트와 CPS의
연결고리를 제공하며 특히 프로젝트의
영향력은 CPS 성과(outcomes) 중의 한
개를 나타냄

고려사항
∙ 성과와 영향력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지 확인
∙ 원하는 결과를 분명히 밝히고 ”~의 발전을 위한”, “~에
기여하기 위한”과 같은 문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함
∙ “~를 통한”, “~에 의한”, “~를 위한” 등과 같은 연결어를
사용하여 프로젝트 로직을 요약하지 말아야 함
∙ 사람에 대한 혜택을 반영하는 사전 정의된 수혜자에 대한
기대한 결과 및 영향력 표현
∙ 측정 가능한 결과 설명
∙ 단일 프로젝트와 빈곤감소의 최종 목표 사이에 많은 단계가
있으므로 빈곤 감소가 일반적으로 프로젝트의 영향력으로
표현되지 말아야 함

∙ 프로젝트 성과는 프로젝트 설계의
∙ 명료성과 집중성 있는 간결한 문장으로 제한함, 여러 개의
핵심으로 프로젝트는 이행 및 이행
성과는 일반화된 프로젝트 아래 몇몇 하부 프로젝트/요소가
종료를 통해 달성할 것을 표현한 것으로 있음을 의미하고 이는 산출로 다시 표현되거나 성과의 범위를
어떠한 개발 문제가 다뤄질 것인지
개괄하는 여러 지표와 관련된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음
성과
명확해야 함, 성과 달성을 위해 필요한 ∙ 성취를 반영하는 행동 언어 대신 변화 언어로서 표현되어야 함
(Outcome) 산출의 성격과 범위를 결정하므로 DMF ∙ 성과 목표와 지표란에 설명된 기본 상황을 아우르는 향상으로서
표현해야 함
준비의 시작점은 성과서술이어야 함
∙ 합리적으로 달성가능한 대상에서 가정 및 위험까지 프로젝트
이행의 종료시점에 PCR 혹은 TCR에서 보고해야 함
∙ 영향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지만 충분하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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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고려사항

∙ 산출은 프로젝트와 서술된 프로젝트의
∙ 각각의 산출은 명시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
∙ 프로젝트에 의해 전달될 산출만 포함하며 사용가능한 자원으로
범위에 의해 전달되는 물리적, 유형의
물품 및 서비스로 이러한 산출은 성과를 실현가능해야 함
∙ 산출에서 평가 및 준비를 서술하는 도입부에 활동에 영향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며 그 관계가
끼칠 부정사를 사용하지 않음
명확히 나타나야 함
∙ 구성요소는 산출의 모음으로 재무 및 행정 목적으로 그룹화 된
산출의 모음
산출
∙ 복잡한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은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기획,
(Outputs)
모니터링, 평가, 조달 및 보고 등 프로젝트 이행 팀의 활동과
일상 행사를 요약한 산출을 포함. 작업은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 전략 및 정책 이슈의 투입 제공, 또한 프로젝트
이행을 방해하는 경우 완화조치를 포함
∙ 역량 강화 프로젝트의 산출은 다음을 포함: 역량 개발을 위하여
승인된 정부 정책, 역량 개발 계획 확정, 적소의 기관 리더십,
기관 직원 능력 업그레이드
활동
(Activities)

투입
(Inputs)

∙ 활동은 원하는 산출을 이끌어내기 위한
프로젝트의 투입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일련의 작업임

∙ 투입을 산출로 변환 과정에서의 주요 단계를 나타내는 활동
리스트를 서술(산출을 활동으로서 재 서술하지 말아야 함)
∙ 사용가능한 투입으로 활동이 가능해야 함
∙ 완료 날짜 및 각 활동별 중요한 이정표를 포함

∙ 투입은 활동을 수행하고 산출을
∙ 금융적, 물리적 관점에서 주요 비용 범주로부터의 투입
이끌어내기 위하여 필요한 주요 자원으로 ∙ 다른 이해관계자로부터의 기여
컨설팅 서비스, 인력, 토목, 장비, 재료 및
운영 자금을 포함하며 이는 ADB, 정부,
공동투자자 및 해당하는 경우 수혜자도
포함함

출처: ADB(2007). Guidelines for Preparing a Design and Monitoring Framework. p.22-24의 내용을 재구성함

또한 DMF에는 성과 목표 및 지표, 데이터 출처 및 보고 메커니즘, 그리고 가정 및 위험도 포함
한다. 먼저 성과 목표 및 지표는(Performance Targets and Indicators) 4단계로 진행된다. 단계별
내용은 아래와 같다.

성과 목표 및 지표(Performance Targets and Indicators)의 단계
∙ 1단계 : 기본 지표 결정-무엇을 측정할 것인가?
∙ 2단계 : 양적 수치 결정-얼마나 증가/감소하는가?
∙ 3단계 : 질적 변화 묘사–어떠한 변화인가?
∙ 4단계 : 기간 프레임 추가-언제까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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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수집 및 보고 메커니즘은 5단계로 진행된다. 단계별 내용은 아래와 같다.

데이터 출처 및 보고 메커니즘 (Data Sources and Reporting Mechanisms)의 단계
∙ 1단계 : 프로젝트 관련 개발회원국가(DMC; developing member country)의 정보를 검토하고
데이터의 신뢰성 및 시기적 이용가능성을 평가(assess)한다. 제도화되어있는 국가 및 관계부처
모니터링에 연락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 2단계 : 정기적으로 수집 및 발간되는 소비자 물가 지수, 수출 통계, 국가 책무성 정보, 학교 등록
률과 같은 2차 자료 데이터 목록을 만든다.
∙ 3단계 : 2차 자료가 없을 경우 원자료 수집을 고려한다.
∙ 4단계 : 기본 데이터를 수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보가 어떻게 수집되어야 하는지, 누가 수집
하는지, 누가 지불할 것인지, 데이터 수집 빈도는 어떻게 되는지, 합리적으로 어느 정도의 데이터
수집해야 하는지 등을 결정해야 한다.
∙ 5단계 : 2, 3단계에 추가적 이슈로 집행기관(EA; executing agency)이 기초 데이터를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에 평가(assessment)는 집행기관이 방법론과 시스템을 적용하고 개발할 역량이 있는지,
그리고 프로젝트 완료 후 유지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가정 및 위험관리(Assumptions and Risks)은 6단계로 진행된다. 단계별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정 및 위험 관리 (Assumptions and Risks)의 단계
∙ 1단계 : 가정 및 위험은 목적 트리 분석(objectives tree analysis) 수행 시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목적 트리 분석의 각각의 statement에서는 상위 수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가정과 위험을 고려
해야 한다. (인과관계)
∙ 2단계 : 대안 분석은 가정과 위험에 좋은 단서를 제공한다. 프로젝트에서 언급되지 않은 대안에
대한 가정과 위험을 수립한다.
∙ 3단계 : 프로젝트 설계 논리에서 각각의 가정의 필요성과 충분성을 평가(assess)한다.
∙ 4단계 : 가정 및 위험에 대한 서술을 개선한다. 모호하게 서술되어 있는 경우에 모니터링을 할
수 없고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에 의해 완화되어야 한다.
∙ 5단계 : 각 가정 및 위험의 중요성과 가능성을 평가(rate)한다. 프로젝트의 성공에 중요(긍정적/
부정적)하고 발생 가능성을 결정하는 가정 및 위험에 초점을 둔다.
∙ 6단계 : 가정 및 위험이 구체화되면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며 제안된 프로젝트 설계 및 관리에
대한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가정과 위험을 해결할 수 있는 관리 옵션으로는 1) 아무것도 하지
않기, 2) 프로젝트 설계 변경, 3) 새 프로젝트 추가, 4) 프로젝트 포기, 5) 가정 및 위험에 대한
모니터링 및 완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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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및 위험 매트릭스는 아래의 그림과 같다.

출처: ADB(2007: 3).

[그림 Ⅲ-7] ADB의 가정 및 위험 매트릭스

4) 성과평가 사업 실제
ADB 성과평가 보고서 선정기준은 최근 “Performance evaluation report” (2011-2013) 중에서
선정하였다. ADB에서 발간하는 모든 성과평가 보고서는 ADB가 2006년 발간한 ‘Guidelines for
Preparing Performance Evaluation Reports for Public Sector Operations’에 따라 발간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성과평가 보고서 작성할 때 포함하는 목차, 내용과 샘플형식을 상세하게 제시
하고 있다. 이는 최근 2013년 3월 25일에 개정24)한 바 있다. ADB의 성과평가는 사업 종료 시 프로
젝트 종료보고서 이후 발간되고 있다.
가) 베트남의 직업기술교육 프로젝트(2013)25)
최근 사례로 ADB가 수행한 베트남의 직업기술교육 프로젝트 성과평가 보고서를 분석해 본다.
KEDI에서 발표한 국제교육협력 유형화에 따르면, 베트남의 직업기술교육 사업은 시설 및 인력양성

24) (a) 용어 개정: “Partly” or Less” are replaced by “Less than”
(b) rating weights 개정: 20% for 타당성, 30% for 효과성, 30% for 효율성, 20% for 지속가능성에서 25% for 타당성, 25% for 효과성, 25%
for 효율성, 25% for 지속가능성으로 개정
25) 본 사례는 ‘Viet Nam: Vocational and Technical Education Project (ADB, 2013a)’의 내용을 정리･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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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시스템/프로그램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하드웨어적 협력과 소프트웨어적인 협력이
복합적으로 실시된 프로젝트이다. 이는 교육 세부 영역에서는 직업기술교육(TVET)에 해당한다.
본 프로젝트는 2008년에 종료보고서를 발간된 바 있다. 이후 진행된 성과평가에서는 IED에 의해
종료 보고서가 작성되었다. 여기서 성과평가의 목적은 베트남의 국가차원의 직업기술교육(VTE)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장중심형

성과(market

orientation)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둔다.

MOLISA(Ministry of Labor, Invalids, and Social Affairs;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에의 ADB의
첫 번째 프로젝트 loan의 성과를 평가(assess)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평가 기준은 ADB에서
발간한 ‘Guidelines for Preparing Performance Evaluation Reports for Public Sector
Operations’에 따라 1) 타당성, 2) 효과성, 3) 효율성, 4) 지속가능성 의 네 가지 평가 기준을 활용
하고 있다. 또한 추가적으로 1) 제도적 발전, 2) 영향력을 추가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프로젝트의
포괄성과 프로젝트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베트남 노동시장의 문제를 분석하고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의 역할을 평가하였다.
주요 평가 기준 및 가치 측정(rating value)를 이해하기 위해서 IED에서 2006년에 발간한
‘Guidelines for Preparing Performance Evaluation Reports for Public Sector Operations’를
준용하여 다음의 표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
<표 Ⅲ-15> ADB 주요 평가 기준 등급
평가값

타당성

효과성

효율성

지속가능성

3

높은 타당성
(Highly relevant)

높은 효과성
(Highly effective)

높은 효율성
(Highly efficient)

높음
(Most likely)

2

타당함
(Relevant)

효과적임
(Effective)

효율적임
(Efficient)

보통
(Likely)

1

부분적 타당성
(Partly relevant)

적은 효과성
(Less than effective)

적은 효율성
(Less than efficient)

낮음
(Less than likely)

0

타당하지 않음
(Irrelevant)

효과적이지 않음
(Ineffective)

효율적이지 않음
(Inefficient)

없음
(Unlikely)

(*) ADB(2006) 공공분야 성과평가 보고서 준비 가이드라인에 근거함.

프로젝트의 설계 및 모니터링 프레임워크는 아래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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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6> ADB 사례 1: 세부 평가항목

(단위: 백만 미화 달러)

설계 요약

성과 지표 및 목표

정부의 시장 지향적 산업화 정책을 지원하고 주요
직업에 훈련된 전문인력 공급을 위한
1. 영향력
VTE(Vocational and technical education;
직업기술교육) 시스템 개혁

∙ 외부 효율성 증대를 위한 수요 기반의 VTE 프로그램 도입
∙ 37,500명의 숙련 노동자 및 생산 기술자 연수
∙ 주요 15개 학교에서의 VTE 프로그램 효율성 향상
∙ 질 보증 시스템 도입

2.1 VTE 시스템의 시장 지향 개선
2. 성과

∙ 4번의 노동 시장 조사 실시
∙ 100개의 VTE 프로그램 개발
∙ 학습 자료 500세트 준비
∙ 컴퓨터 교재 100세트 개발
∙ 15개의 주요 학교 지정
∙ 학교 크기 증가
∙ 조달 장비
∙ 15개의 생산 유닛 설립

∙ 컨설팅 서비스 제공
2.2 VTE 프로그램 내부 효율성 향상을 위한 주요
∙ 학교 직원, 강사 및 직업훈련과(General Department of
학교 개발
Vocational Training; GDVT) 행정관 대상 연수
2.3 VTE의 효과적인 개혁 이행을 위한 기관 역량 ∙ 프로그램 인증 시스템 개발
강화
∙ 기술 인증 시스템 도입

3. 산출

4. 투입

3.1 시장 지향 개선

∙ 공급 기반의 VTE 시스템을 시장 지향적 시스템으로 변경
∙ 관련성 높은 VTE 프로그램 개발

3.2 주요 학교 개발

∙ 국제 표준에 버금가는 15개의 주요 학교 향상
∙ 자체 지속 가능한 유닛 운영

3.3. 정책 개혁 도입 및 기관 역량 강화

∙ VTE 개혁에 컨설팅 서비스 제공
∙ 기관 역량 강화를 위한 직원 연수 제공
∙ 정책 개혁 도입

A. 기초비용(Base Costs)
∙ 직원 개발(Staff Development)
∙ 컨설턴트 서비스(Consultant Services)
∙ 조사 및 연구(Surveys and Studies)
∙ 교수자료(Instructional Materials)
∙ 장비 및 시설(Equipment and Furniture)
∙ 토목공사(Civil Works)
∙ 이행(Implementation)
∙ 조세공과금(Taxes and duties)
총 기초비용(Total Base Cost)

∙ $10.1
∙ $7.7
∙ $0.5
∙ $12.5
∙ $56.0
∙ $8.3
∙ $7.8
∙ $4.8
$107.7

B. 예비비용(Contingencies)

$10.8

C. 서비스료(Service Charge)

$1.5

총 비용

$120.0

(*) 설계 요약, 성과 지표 및 목표는 2008년에 발간된 동 사업의 프로젝트 완료 보고서인 “Project Completion Report: Vocational
and Technical Education Project in Viet Nam”, 그리고 1998년에 발간된 “Report and Recommendation of the President:
Proposed Loan to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for the Vocational and Technical Education Project”를 참조함.
출처: ADB(2013). Viet Nam: Vocational and Technical Education Project. p. 44-46의 표를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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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에서 평가는 적절성, 효과성, 효율성, 지속가능성을 각각 같은 비중으로 진행하였다. 전체
적으로 성공적(Successful)으로 평가되었다. 부분적으로 살펴보면 적절성, 효과성 및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는 성공적(Successful)으로 평가되었지만 효율성 측면에서는 월등하지는 않지만 보통수준
(Less than successful)으로 평가되었다. 각 기준별 구체적인 가치 등급은 아래 표와 같다.
<표 Ⅲ-17> ADB 사례 1: 성과평가 결과
기준

비중

평가

평가값

가중 평가값

타당성

25%

타당함

2

0.50

효과성

25%

효과적임

2

0.50

효율성

25%

적은 효율성

1

0.25

지속가능성

25%

보통

2

0.50

전체평점

성공적

1.75

(*) 전체평점에서 매우 성공적은 2.7점 이상, 성공적은 1.6점 이상 2.7점 미만, 부분적 성공은 0.8점 이상 1.6점 미만, 성공적이지
못함은 0.8점 미만임.

본 보고서에서 도출되는 교훈은 크게 다섯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1) VTE 관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2) 성과결과(outcomes)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지속하기
위하여 국가 시스템과 통합하며, 3) 체계적이고 강력한 관리 역량이 프로젝트 이행의 전제조건이어야
한다. 4) 시장 주도 VTE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장기적인 과정이므로 업계와의 거시적인 연결이
필요하다. 5) VTE의 질적 향상이 보다 폭넓은 학생들의 참여와 혜택을 보장할 수 있다.
제언사항은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1) ADB의 동남아시아 부서 사회부문에서는 VTE
시스템 개혁을 모니터링하고, 교훈을 공유하기 위하여 다른 공여국과의 협력하고 지원 전략을 조정
하기 위하여 MOLISA, GDVT와 지속적으로 관여해야 한다. 2) MOLISA, GDVT는 VTE 시스템과
노동 시장 사이의 거시적 수준의 연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3) 베트남 정부가 VTE 시스템의
관리와 지속적인 향상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나) 마셜 아일랜드의 기술 훈련 및 직업교육 프로젝트(2012c)26)
ADB가 최근 수행한 성과 평가의 또 다른 실제 사례로 마셜 아일랜드의 기술 향상 훈련 및 직업
교육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 프로젝트는 KEDI 국제교육협력 유형화에 따르면, 소프트
웨어적인 협력에 해당되는 시스템/프로그램 개발, 정책, 사업이라고 할 수 있고, 교육 세부 영역
26) 본 사례는 ‘The Marshall Islands Skills Training and Vocational Education Project(ADB, 2012c)’의 내용을 정리･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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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TVET에 해당한다.
본 성과평가는 2006년에 발간된 프로젝트 종료보고서를 기반으로 하여 그 이후 6년 후에 제작된
프로젝트 성과평가 보고서라는 점에서 프로젝트의 산출물과, 성과, 그리고 영향력을 위한 분석하는
데 비교적 중장기적인 충분한 시간이 허용되었다. 본 평가 보고서는 IED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IED
평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프로젝트 성과를 평가하고 교훈을 도출하였다. 평가기준은 ‘Guidelines for
Preparing Performance Evaluation Reports for Public Sector Operations’에 따라 크게 네 가지
평가 기준 즉, 1) 타당성, 2) 효과성, 3) 효율성, 4) 지속가능성을 준거로 설정되었다. 또한 추가적
으로 1) ADB 사업 수행 기구의 제도적 발전(institutional development), 2) 영향력(environment,
resettlement, and gender impact)에 관해 논의하였지만 데이터의 정확성과 양화(quantification)의
이슈로 인해서 실제 평가(assessment)를 진행하지는 않았다. 세부 평가항목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Ⅲ-18> ADB 사례 2: 세부 평가항목
설계 요약

성과 지표 및 목표

1. 영향력

경제적 자립도 향상

없음

2. 성과

특히 여성 및 섬 바깥지역
실업자 청소년을 위한 소득
창출의 기회와 고용 증가

없음

경력 인식 프로그램 개발

2년차 사업 2분기 마감까지 경력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의 새로운 교육과정
이행
2년차 2분기 4개의 원스탑 센터 설립 및 운영

국가 기술훈련 및 전달
시스템 개발

국립 직업훈련 기관에서 tier 1, tier 2 프로그램과 마셜군도 대학이 관리하는
tier 3 프로그램
교육과정, 기술 표준, 교육 모듈 개발

3. 산출물

프로젝트 종료까지 섬 밖 지역의 최소 600명의 여성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기술 훈련

여성과 청소년을 위한 기술
훈련의 기회 향상
여성의 훈련, 마케팅 및 정보센터 설립
여성과 청소년을 위한 훈련 유닛

2년차 1분기 국가교육위원회의 정보 시스템 운영 관리
기관 강화: 계획, 규제, 국가 2년차 1분기 국가 교육위원회의 노동시장 조사 시스템 설치 및 운영
기술 훈련 시스템 관리능력 2년차 1분기 교육 정보관리 시스템 설치 및 예산 모니터링 시스템 지표와
향상
벤치마크 수립
2년차 1분기 국가 및 지역 직원훈련 완료
출처: ADB(2012c). The Marshall Islands: Skills Training and Vocational Education Project. p. 27-29의 표를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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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에서 평가는 적절성, 효과성, 효율성, 지속가능성을 각각 같은 비중으로 진행되었다. 전체
적으로 본 프로젝트에 대한 최종 성과는 성공적이지 못한 것(unsuccessful)으로 평가되었다. 부분
적으로 살펴보면 적절성, 효율성 및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는 부분적 성공(partly successful)을 거둔
것으로 평가되었지만 사업의 효과성 측면에서는 성공적이지 못한 것(unsuccessful)으로 평가되었다.
각 기준별 구체적인 점수 등급은 아래 표와 같다.
<표 Ⅲ-19> ADB 사례 2: 성과평가 결과

기준

비중

평가

평가값

가중 평가값

타당성

25%

적은 타당성

1

0.25

효과성

25%

효과적이지 않음

0

0.00

효율성

25%

적은 효율성

1

0.25

지속가능성

25%

낮음

1

0.25

전체평점

성공적이지 못함

0.75

(*) 전체평점에서 매우 성공적은 2.7점 이상, 성공적은 1.6점 이상 2.7점 미만, 부분적 성공은 0.8점 이상 1.6점 미만, 성공적이지
못함은 0.8점 미만임.

본 보고서에서 제기한 주요 이슈로는 섬 밖에서의 연수 실시 가능성을 고려하여, 연수생들이
연수 장소에 접근하기 위한 수송 문제를 교육의 접근성 측면에서 제고해야 한다는 점이 간과되었다.
또한 기술 훈련 연수에서 참여한 수강생의 낮은 등록률을 고려해야 하며, 자격을 갖춘 교･강사의
부족은 연수의 성공적 운용에 매우 중요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이 체계적으로 설계
되지 못했다. 따라서 본 사업을 평가할 때도 이러한 현장의 상황과 이슈를 파악하여 사업 추진의
현실적 맥락을 고려한 신중한 사업 설계와 평가가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본 평가보고서에서는
직업 기술 향상 연수에서는 외국인의 높은 고용 비율과 현지의 높은 실업률을 파악하여, 현지의
숙련된 노동자와 실제 고용주가 원하는 특정 기술의 불일치를 근본적으로 파악하는 접근이 필요
하다는 것을 지적한다.
이 사업의 교훈 지점은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정리된다. 1) 프로젝트 승인 이전에 관련 기관들
사이에 제도적 조정(institutional arrangement)이 이루어져야 한다. 2) 기초교육(초등 및 중등
교육)과 TVET과의 연관성을 측정하고, 이후 고등교육, 기술교육의 연관성을 체계화하여 결과적으로
노동시장으로 진입이 가능하도록 TVET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3) 석사 학위 과정의 등록
지원, 현지 기술 훈련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교사 연수 기회 및 품질 부족이 사업 이행을 방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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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술 연수 및 직업 교육 훈련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술 표준을 정립하는 작업이 사업의 목표
달성에 필요하다.
ADB는 본 사업에 대한 후속조치로 노동 시장 정보 시스템을 설정하는 작은 성과는 거두었으나,
마셜 군도의 국가 훈련위원회(National Training Council)의 인적 파워와 직원 역량 부족으로 인해
제대로 시스템이 작동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ADB는 지속적인 컨설팅을 통하여
마셜 군도의 정부 기구와 정책적 대화와 협의를 통해서 마셜 군도의 실질적인 산업 수요와 TVET
시스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연계하는 작업을 기획하였다. 무엇보다도 노동 정보 시스템이 체계를
갖출 수 있기 위해서는 마셜 군도의 적극적인 참여와 개발협력의 주인의식이 제고되어야 한다는 점을
총평으로 제시하였다.
다) 사모아 교육분야 발전 프로젝트27)
ADB가 최근에 수행한 주요 성과평가의 세 번째 사례로는 사모아 교육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본 평가의 대상이 되는 프로젝트는 KEDI 국제교육협력 유형화에 따르면, 하드웨어적
협력과 소프트웨어적인 협력이 복합적으로 실시된 것으로, 물자/재정지원, 시스템/프로그램 개발
인력양성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교육 세부 영역으로는 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에 해당한다.
본 평가의 대상이 되는 프로젝트는 시장경제의 노동 수요와 일치하는 전문 기술 능력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IED에서는 이 프로젝트에서 태평양 지역의 주제별 평가를 위한 투입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성과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평가 기준은 1) 타당성, 2) 효과성, 3) 효율성, 4) 지속
가능성 측면을 설정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는 ‘Guidelines for Preparing Performance
Evaluation Reports for Public Sector Operations’에 부합한다. 또한 본 평가보고서에서는 다른
성과 평가(assessments)로 영향력, ADB 성과, borrower 성과, 기술지원의 네 가지를 추가로 평가
하고 있다. 세부 평가항목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Ⅲ-20> ADB 사례 3: 세부 평가항목
목적, 취지, 결과

수행 지표
8개의 국가 시험에서의 더 나은 종합점수 평균

목표
(Goal)

적절 전문 기술능력 인력의 많은
수와 시장경제 노동요구와의 합치

12개의 국가 시험에서의 더 나은 종합점수 평균
PSSC 국가 시험에서의 더 나은 종합점수 평균

27) 본 사례는 ‘Samoa: Education Sector Project(ADB, 2011b)’의 내용을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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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취지, 결과

수행 지표

높은 이전율(Higher transition rates)
목적
효율적으로 관리된 초,
높은 유지율(Higher retention rates)
(Purpose) 중등학교에서의 양질의 교육과
관련된 교육에 대한 더 나은 접근성 33개의 학교에서 9-13학년에 대한 전체 중등 교육과정 제공(국립학교의
SPI 전국 평균으로서 나타냄)
A. 교육 접근성에의 형평성(Equity in Access to Schools)
교육적 기준을 수립하기 위한 Apia
초등학교 위성 마을 시설 향상 및
Malifa로부터 옮긴 학생 수용

단일 중등 교육과정 제공 및
Leififi로부터의 학생 수용의 교육적
기준을 수립하기 위한 Apia의
중등학교 시설 향상

교육 시설 핸드북에 규정된 최소한의 시설 기준을 준수하는 6개의
프로젝트 위성 초등학교
프로젝트 위성 학교에서 2,500명으로 학생 등록수 증가
Malifa 초등학교에서 750명으로 학생 등록수 감소
교육 시설 핸드북에 규정된 최소한의 시설 기준을 준수하는 3개의
도시지역 중등학교
9-13학년을 위한 중등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3개의 도시지역 중등학교
Leififi 대학에 등록한 700명의 학생으로 인하여 프로젝트 위성
중등학교의 증가한 학생 등록수가 750명으로 감소

단일 중등 교육과정 제공의 교육적 6개의 농촌 중등학교에서 교육 시설 핸드북에 규정된 최소한의 시설
기준을 수립하기 위한 농촌 중등학교 기준 준수
시설 향상
6개의 농촌 중등학교에서 9-13학년을 위한 모든 중등 교육과정 제공
2개의 학교에 특수 학생들을 위한 시설 및 학습 자원 제공
특수 아동을 위한 초중등학교에 대한
특수 학생 수 증가와 특수 학교 등록
더 나은 접근성
16개의 학교에 장애인 시설 접근성을 제공

결과
(Results) 프로젝트 학교는 지역 접근성 향상
및 학생이 단일 중등 교육과정을
전략적으로 지정된 6개의 농촌 및 도서지역 학교
이행하기 위하여 전략적으로 농촌 및
도서지역에 지정
하나의 커뮤니티 관리 학교로
현실화된 3개의 Malifa 초등학교

Malifa 에 설립된 Apia 초등학교
2004년 Malfia 학교 등록률을 750명으로 감소
2005년 커뮤니티 기반 학교위원회 설립 및 운영

750명의 학생 등록을 위하여 양질의
교육 제공을 위한 Leififi 대학의
2004년 Leififi 대학 건물 개조
시설의 현실화 및 개조
B. 교육의 질(Quality of Education)
일반 키트(general kits)를 받은 7개 초등학교
모든 과목을 위한 과목별 교육과정 키트(subject curriculum kits)를 받은
종합적인 교육과정을 제공하기 위한 7개 초등학교
교수 자료 및 장비가 제공된 초중등
일반 키트(general kits)를 받은 9개 중등학교
프로젝트 학교
모든 과목을 위한 과목별 교육과정 키트(subject curriculum kits)를 받은
9개 중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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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취지, 결과

수행 지표
교육, 스포츠, 문화부와 교육학부가 공동으로 정의하고 모든 교사
수요와 공급 이슈를 다룸

최적의 학습 결과를 위해 계획된
교사 연수 전략 개발
방법론을 사용한 교육과정을
제공하기 위한 적절한 지식과 기술을 교사 연수 프로그램 이행
보유한 교사
교육과정 주요 분야 연수를 받은 프로젝트 학교의 교사 수
16개의 학교 직원채용
C. 교육적 효과와 제도적 역량(Educational Efficiency and Institutional Capacity)
초중등학교 자원을 제공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최적의 기준 및
사례 확립

결과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학교 관리
(Results)

사모아 정부가 준비하고 승인한 학교 건물, 일반학급, 특수목적학급,
실험실, 워크숍, 가구, 교수 자료 및 설비 기준 계획 및 구체화를 포함한
시설 핸드북
16개의 학교에서의 교육 인프라 개발과 학교 제공의 질 조정을 위한
시설 핸드북에 지정된 기준 요구
16개의 학교 위원회의 합의된 행재정, 교육적 절차 이행
16개의 학교 위원회의 합의된 유지 일정 이행

D. 프로젝트 이행 지원(Project Implementation Support)
계획, 스케줄링, 관리, 회계, 조달, 기록, 보고, 재무 및 감사 시스템과
절차는 모범 사례 및 정부, ADB의 요구사항과 일치하도록 수립하고
운영

프로젝트 이행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관리되며 정부와
ADB 승인을 위한 제출 전 16개의 하위 프로젝트에 대한 적절한 평가
ADB 요구사항과 절차에 따름
프로젝트 성과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정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프로젝트 관리팀 인력

전임 직원 고용
프로젝트 목적을 위한 차량 이용
운영 및 유지를 위한 충분한 자금을 적시에 제공

프로젝트 성과결과에 대한 프로젝트 프로젝트의 목적에 대한 교육 정보 캠페인 대중적 인식과 이해관계자와
수혜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잠재적 수혜자에의 긍정적 영향
지원
학교 위원회는 적극적으로 프로젝트 설계 및 이행에 참여
출처: ADB(2011b). Samoa: Education Sector Project. p. 43-49의 표를 재구성함

본 성과평가는 2006년에 발간된 공공 부문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보고서 준비 가이드라인에 따라
진행되었다. 이것은 프로젝트 문서, 관련 국가 통계, 그리고 독립적인 평가 임무 수행의 총괄적으로
결과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전개되었다. 평가 임무를 수행하기위해서 사모아 현장조사를 통해 수원
국인 사모아의 재무부, 교육, 스포츠, 문화부, 사모아 국립대학 교육학부, 프로젝트 대상 학교의
교장 및 학교 위원회 대표, 기타 이해관계자들을 만나서 관련 사항을 논의하였다. 주로 도시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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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초등학교와 12개의 모든 중등학교를 대상으로 인터뷰 기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장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서 평가팀은 1995-2005 동안 추진되어 온 사모아의 정부 교육 정책 결과를
함께 검토하였다.
평가는 효과성, 효율성을 각각 30%의 비중으로 설정하고, 적절성, 지속가능성이 각각 20%의
비중으로 설정하여 진행되었다. 본 사업은 전체적으로 성공적(successful)으로 평가되었다. 부분적
으로 살펴보면 적절성, 효과성 및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는 성공적(successful)으로 평가되었지만
효율성 측면에서는 부분적 성공(partly successful)으로 평가되었다. 각 기준별 구체적인 비중은
아래 표와 같다.
<표 Ⅲ-21> ADB 사례 3: 성과평가 결과
기준

비중

평가

평가값

가중 평가값

타당성

20%

타당함

2

0.4

효과성

30%

효과적임

2

0.6

효율성

30%

적은 효율성

1

0.3

지속가능성

20%

보통

2

0.4

전체평점

성공적

1.7

(*) 전체평점에서 매우 성공적은 2.7점 이상, 성공적은 1.6점 이상 2.7점 미만, 부분적 성공은 0.8점 이상 1.6점 미만, 성공적이지
못함은 0.8점 미만임.

본 사업의 교훈으로서, 사모아의 교육분야 향상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교육분야의 모형을 정립
하고, 무엇이, 어떤 방식으로 개입되어야 하는지(sector lending modality)에 대한 철저한 조사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교육 영역에 차관을 제공할 경우도 현지에서 어떠한
절차가 필요하며, 위험요인과 관리 대응방안을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교육 원조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사업에서는 원조가 현지의 교육 발전 방향에 조화로운 연계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교육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기초 단위인 현지 학교 운용의
효과성과 효율성, 그리고 학교의 역량을 이해하는 연구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지 정부 기구와의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 그리고 시민단체의 지속적 모니터링과
협동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 평가 보고서를 통해 ADB는 본 사업의 후속조치로 물리적 인프라의 지속가능성이 체계적
으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개발협력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보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추가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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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개발협력 성과평가(국가별 원조기관을 중심으로)
가. 미국 국제개발처(USAID)
1) 성과평가 배경 및 목적
USAID에서는 평가란 사업의 특징과 구체적 성과물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일련의 과정으로서, 차기 사업과 관련한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와 사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판단의 근거를 제시해 주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USAID, 2011a). 개발협력 사업 평가의 목적은
공공기관에게 요구되는 사업 책무성을 다하고, 평가 작업을 통해 사업 참여자들이 교훈을 얻도록
하는 데 있다고 기술하여 OECD DAC과 World Bank의 평가 목적을 공유하고 있다.
USAID 평가의 목적은 평가를 통한 프로젝트/프로그램 책임성 강화와 평가를 통한 학습이다. 즉,
프로그램/프로젝트의 효과성, 개발 목표와의 관련성, 효율성 증진 및 평가를 통하여 찾은 자료들을
관련 사람들에게 공개하고, 평가 결과물들을 앞으로의 의사 결정 및 자원 분배에 적절하게 활용
하기 위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또, 평가를 통하여 프로젝트의 성공을 결정하는 요인 및 그 요인들의
중요도 등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축적한다. 또한 이러한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앞으로의 프로젝트
설계 및 수행에 참고한다.

2) 성과평가 체제
평가의 유형에는 크게 영향 평가와 수행 평가가 있다. 영향 평가에서는 변인 통제로 간섭의 유무에
따른 결과 변화를 비교 대조하고 인과 관계를 철저히 규명하도록 하고, 실험 및 준실험 방법을 통해서
사업을 통한 개입이 특정 변화에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한다. 반면, 수행 평가에서는 기술적･규범적
질문에 초점을 두어 답을 구하며, 이 과정에서 영향 평가와 달리 엄격하게 변인을 통제하지는 않고
진행한다는 특징이 있다. USAID에서 시행하는 전체 평가 사업 중 90% 가량이 수행 평가이고, 나머지
10% 정도만 영향 평가에 속한다(USAID, 2011a).
USAID의 모든 사업이 평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 한 개의 사업 팀 내에서 한 해 동안 수행한
전체 사업의 예산 평균을 초과하는 사업만을 평가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또한 수행 평가의 경우
최소 18개월 이전부터 평가 사업을 설계하고, 조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전에
시도되지 않았던 방식이나 검증되지 않은 가설을 가지고 설계된 사업의 경우에는 영향 평가를 실시
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유형의 사업이 사정상 영향 평가를 수행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수행 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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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적으로 실시하되, 반드시 그 이유를 명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USAID, 2011a).
USAID에서는 평가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업무기술서(Statement of
Work; SOW)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업무기술서란 평가 목적, 평가 질문, 전문가 업무
분담 그리고 평가 시간 계획 및 예산 지출 계획을 명시하여 평가 사업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서로서 USAID가 평가 사업의 질을 관리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업무기술서에
바탕한 평가 사업 보고서는 내부 규정에 따라서 반드시 1) 평가 질문, 2) 평가 방법, 3) 발견점,
4) 제언, 5) 부록(업무기술서, 평가 방법, 평가 자료)을 명기해야만 한다. 이러한 평가 보고서 관리
틀 덕분에 USAID의 평가 보고서들은 전체적인 틀의 일관성과 일정 수준 이상의 질을 확보하고 있다
(USAID, 2011a).
USAID는 1990년대 중반에 연구 핵심인력들을 대대적으로 감축하였고, 2000년대 중반에는 평가
및 정책 연구의 중추 부서들이 해체되는 위기를 맞이하였다. 이러한 연쇄적 위기 속에서 USAID의
역량은 지속적으로 약화되어 1994년 500개에 달했던 USAID의 평가 사업보고서는 2009년 170개로
대폭 감소한다. 동 기간 진행한 총 사업예산 규모가 3배 이상 증가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사업
평가 시스템의 질적･양적 퇴보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USAID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10년
Bureau for Policy, Planning and Learning, Office of Learning, Evaluation and
Research(PPL/LER)을 신설하고 ‘USAID Policy Framework for 2011-2015’와 ‘USAID Forward’와
같은 혁신적인 개혁안을 제시하였다.
새로운 개혁안에서 USAID는 프로그램 주기를 강화하여 상위 정책과 사업 계획, 평가체계가 통합
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였다. 또한 기관의 데이터 분석 및 수집 역량을 강화하여 증거에 기반한 합리적
정책 수립을 가능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아래의 그림은 통합적인 프로그램 주기 운영을 통해
사업 결과를 지속적으로 학습(Learning)･적용(Adapting)하고, 예산 및 자원 배분에 이를 반영하여
의도된 ‘결과’에 도달하는 과정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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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USAID(2011a),

[그림 Ⅲ-8] USAID 프로그램 주기 요약

각 프로그램 단계를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정책적 목표와 개별 사업 수준의 목표를 합치
(alignment)시키는 데 있어서는 성과 프레임워크와 로그프레임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성과 프레임워크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국가 정책 방향, 기관 정책 방향, 그리고 분야 정책 기조를
연계시키는 역할을 하는 반면, 로그프레임은 보다 미시적인 차원에서 사업 설계와 목표 관리를
수행한다.
개별사업에 대한 평가 목적은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되어 있다. 평가 목적은 왜 이 사업을 평가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여기에는 후속사업 혹은 규모 확장 진행
여부, 해당사업의 수행 단계에서 반드시 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는 당위성(사업이 정상적
으로 추진되지 않았던 경우 등), 이 사업에서 아직 검증되지 않은 혁신 모델 혹은 접근법이 사용되
었는지 여부 등이다.
이 외에도 사업 평가를 실시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들은 USAID 및 사업 평가 결과물을 이용
할 주요 대상, 관계자들의 관심과 이해관계, 프로그램/프로젝트가 평가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는
지의 여부, 평가를 통한 잠재적 이익 및 잠재적 비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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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과평가 요소 및 영역
가) 성과 프레임워크
성과 프레임워크는 사업 계획 수립 단계에 앞서 기관별, 국별 정책 및 전략 수립 과정을 체계적
으로 정립하는 데 활용되며, USAID의 전체 프로그램 주기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아래의 그림과 같이 국가개발협력전략목표(Country Development Cooperation Strategies;
CDCS), 개발목표(Development Objectives; DO), 중간 결과(Intermediate Results; IR) 세부 중간
결과(sub-IRs) 그리고 수행지표(performance indicator)로 구성되어 있다(USAID, 2010).

출처: USAID(2010)

[그림 Ⅲ-9] USAID 프로그램 주기

각 수준별 목표와 지표를 상세하게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USAID, 2010).
• CDCS 목표: CDCS는 5년마다 갱신되는 국별 개발협력목표로서, USAID의 기관 목표는 물론
수원국, 민간사업자, 지역 시민사회 그리고 주요 국제 공여기관들의 목표까지도 포괄하고
있다. 성과 프레임워크에서 CDCS는 최상위 목표 수준에 해당한다.
• DO: DO는 개별 과제의 최상위 목표에 해당하며, 하위의 구체적인 목표와 자원들을 효과적
으로 조직하고 연계시키는 역할을 한다.
• IRs & sub-IRs: IR은 사업 설계와 평가 항목조직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이며, 설계
자는 IR과 sub-IR을 조직화하여 DO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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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지표: 각 단계의 목표별로 기대되는 효과에 도달하였는지 측정하기 위해서 ‘무엇’을 측정
대상으로 삼아야하는지 설정하여 목표 달성 과정을 명확히 한다.
나) 로그프레임
로그프레임은 현재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사실 1960년대에 USAID에서 미국 국방부가
계발한 해당 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보급하면서 널리 보급되기 시작했다. 현재는 다양한 기관
에서 오랜 기간 사용하면서 그 맥락과 사용주체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되긴 했으나, 그 당시 개발된
핵심적인 틀은 유지되고 있다.
USAID의 로그프레임은 개별 사업 설계에 활용되며 사업 내용을 체계화･명료화하고, 개별 단위
사업의 목표를 상위 CDCS목표와 합치시키는 역할을 한다. 아래의 그림은 로그프레임이 상위 단계
시스템 조직 틀이라고 할 수 있는 성과 프레임워크와 어떻게 합치되고,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수행
하는지 보여주고 있다(USAID, 2010).

출처: USAID(2010:9)

[그림 Ⅲ-10] USAID 성과 프레임워크와 로그프레임

로그프레임의 세부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USAID,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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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표(project goal): 사업목표는 성과 프레임워크의 개발목표(DO)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
며, 단위 사업의 구체적인 결과를 상위 시스템 틀로 전해주거나 역으로 상위 시스템 목표가
단위사업에 적용되도록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사업 세부 목적(outcome or project purpose): 사업 세부 목표는 사업 수행에 따른 산출물
(output)의 집합적인 결과에 해당한다. 성과 프레임워크의 IR과 같은 수준에 해당하며 해당 목
표는 현장 사업팀의 책임 관계를 드러내는 단계이기 때문에 반드시 명료하고 간단하게 기술어
야만 한다.
• 산출(output): 여기서 산출이란 USAID의 통제 하에 발생한 즉시적･가시적･의도적 결과물을
뜻한다.
• 입력(input): 입력은 산출물을 내놓기 위해서 사업이 거치는 과업과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용하는 각종 자원을 의미한다. 반드시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모든 항목을 입력물로 제시
해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 수립과 예산 배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로그프레임의 세부 구성 틀은 USAID에서 발간하는 내부 규정집 “ADS Chapter 201:
Planning”(2011a)에서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표 Ⅲ-22> USAID 로그프레임 구성과 내용

개요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지표

검증 수단

주요 가정

∙ 목표: 프로젝트가 기여하는 높은 수
∙ 목표 달성의 수단
준의 목적
∙ 프로젝트 목적: 프로젝트에 의해 생 ∙ 목적이 달성되었음을 나타낼 수
산되며 기인할 수 있는 주요 결과와 있는 조건

∙ 목적이 목표와의 연결에
영향을 미침

∙ 산출: 프로젝트의 가시적 성과

∙ 목적을 달성하는데 충분하고 필
요한 산출을 위한 성과 표준

∙ 산출이 목적과의 연결에
영향을 미침

∙ 투입: 활동 및 자원 유형

∙ 각각의 활동/자원에 대한 노력/
비용의 수준

∙ 투입이 산출과의 연결에
영향을 미침

출처: USAID(2011a)

USAID 평가 구성요소는 첫째, 사업평가 부분의 프로젝트 디자인 과정에의 통합이다(integrated
into design). 평가는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프로젝트 디자인 과정에서 프로젝트 전 과정의 한 부분
으로써 인식되어야 한다. 프로젝트 디자인 팀을 구성할 때 평가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하며,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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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당시 기초 데이터를 정밀하게 수집하고 보관해야 한다. 평가 때 필요한 주요 질문들이 프로
젝트 전략 및 디자인 당시 만들어져야 한다.
둘째, 편견의 최소화(minimized bias)이다. 사업평가는 외부 전문가의 주도하에 진행되어야 하며,
해당 사업의 수행 기관 내 전문가들도 평가팀에 포함된다.
셋째, 미래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련 내용을 주로 평가해야 한다(relevant to
future decisions). 사업평가 때 사용되는 설문 및 질문들은 프로젝트에 관련한 미래의 의사 결정과
긴밀하게 연결되는 내용이어야 한다. 미래의 의사 결정이라 함은 자원이 어느 곳에 얼마만큼 분배
되어야 하는가, 비용 구조의 개선, 개입의 정도, 개발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앞으로의 프로젝트
디자인이 어떻게 수정되어야 하는가 등을 포함한다. 현지 파트너 기관 및 사업의 관련자들은 사업
평가의 디자인, 평가 수행, 평가 후 얻은 결과물들의 해석 과정에 참여한다.
넷째, 가장 적절한 평가 방법을 선택이다(based on best methods). 올바른 평가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반복하여 사용 가능하고, 질 높은 증거 자료를 도출해 내는데 있어서 효과적이다. 양적 조사
및 질적 조사 방법은 엄격하게 디자인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보통 두 가지의 혼합 방식을 추천한다.
모든 평가방법은 성별 분리 데이터를 생산해야 하며, 모든 분야에서 젠더적 관점을 반영해야 한다.
평가 방법은 평가 디자인의 경험적 강도 및 실현 가능성(empirical strength of study and
feasibility)을 고려하여 선정되어야 한다.
다섯째, 지역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평가를 해야 한다(reinforcement of local capacity). 사업
평가 분야에서 현지 파트너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파트너 국가의 국가 시스템 및 현지의 전문가
들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들을 평가팀의 일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여섯째, 투명성을 기반으로 한다(commitment to transparency). 평가를 통해 얻은 결과물들은
적절한 시기에, 가능한 한 넓게, 공개되어야 한다(사업 평가 요약, 평가 방법론, 평가 결과 및 제안
포함). 평가 결론이 내려진 후, 3개월 안에 온라인을 통해 대중에 공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저작권 자료 혹은 기밀문서는 별도의 원칙에 따른다(USAID, 2011a).

4) 성과평가 사업 실제
가) 남수단 양방향 라디오 교육 수행평가28)
USAID는 2011년 기존의 평가 정책 및 시스템을 개편했다. 이에 2011년 이전의 평가 사례로는
유의미한 시사점을 얻기 힘들다고 판단하여 2011년 이후에 찾을 수 있는 교육개발협력사업 평가
28) 본 사례는 “South sudan interactive radio instruction performance evaluation report(USAID, 2012a)”의 내용을 정리한 것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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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를 선정하여 정리하였다. 첫 번째 사례는 남수단 양방향 라디오 교육 수행평가로 이는 1) 남수
단의 기초 및 문해교육 접근성 영향 평가, 2) 교육개발센터(Education Development Center)의
교육 콘텐츠 전달력 측정, 3) 질적인 사업성과 자료 수집, 4) 보급형 프로그램 개발을 목표로 시행
되었다. 해당 평가 사업에서는 포괄적인 기준 없이 곧바로 아래와 같은 세부 평가 문항을 제시하고
있다.
<표 Ⅲ-23> USAID 사례 1: 세부 평가항목
구분

내용

1

남수단 교육 전략과 USAID의 남수단 전환기 전략에 얼마나 합치되는 사업 결과가 나왔는가?(상위 전략 합치도)

2

사업의 최종 수혜자들이 질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가?

3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은 어떠한가?

4

사업 참여 주체간의 관계는 어떠한가?(관계성)

5

모든 질적 양적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해당 사업의 영향은 어떠한 수준인가?(영향성)

6

남수단 내 성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어떠한 전략을 사용했는가?(양성평등)

7

학교 밖의 아이들의 수요를 어느 정도 다루고 있는가?

8

수원국 정부가 어느 정도로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가?(주인의식)

평가 방법 및 절차는 1) 서류 검토, 2) 현장 방문 조사, 3) 학습 관찰, 4) 관계자 심층 인터뷰,
5) 학교 관련 통계 조사, 6) 데이터 분석으로 구성되었다. 평가단은 미국에서 파견된 2명의 독립
컨설턴트(책임), USAID, 남수단 교육부 대표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평가단 구성은 공여국과 수원국의
전문가를 모두 포함하고 대상 사업을 추진한 USAID 직원이 평가 책임을 맡지 않음으로서 최소한의
평가 투명성을 확보했다고 보여진다.
사업의 결과 및 제언은 각 세부 질문별로 매우 상세히 기술되어 있으나 질문과 결과를 1:1로 대비
시켜서 제시해주지는 않고 있다.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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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4> USAID 사례 1: 사업 결과 및 제언
구분

내용

1

해당 사업은 현재 USAID의 남수단 국별 전략, 국제 교육 전략은 물론 수원국 당사자의 교육분야 전략계획과도
일치되는 방향으로 진행

2

수단 교육 당국과의 관계는 원만하게 설정되었으나 현지 NGO들과는 단기적이고 형식적인 관계에 머무르는 한계를
노출, 또한 사업 종료시 현지 주체들에게 사업 권한과 기능을 이양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부재하여 문제의 소지가
발생

3

사업 참여자들 사이에 해당 사업이 수단 정부의 사업이라는 인식이 강함, 그러나 업무분담체계에 다소 간 혼선을
겪고 있는 상황

4

학습 교보재 보급 측면에 있어서 해당 사업은 양적 목표를 충분히 달성, 그러나 운영상의 미비점은 보완해야할
사항으로 지적

5

장비 면에서는 현지에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인 라디오를 선택한 것으로 평가

6

방송국에 대한 모니터링 부재로 인해 방송국 운영이 부실화된 측면

7

해당 사업에 참여한 교사들의 교육 방법과 태도는 비 참여 교사들에 비해서 극적으로 향상

8

대체적인 학습 데이터는 해당 사업의 수혜를 입은 학생들의 성적이 향상되었음을 나타내지만, 정확한 효과성
측정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다수의 사업 참여자들은 라디오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학력이 신장되었다고 느낌

9

많은 현지 관계자들은 사업 종료 후 사업이 지속될 수 있을지 우려

후속조치 선택사항으로 1) 사업을 종료하고 추가적인 지원 사업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을 상기
시켰고, 2) 사업 기간을 2년 연장하고, 지원금은 줄이되 기술 및 노하우지원을 확대해야한다는 점,
3) 작은 협력 사업을 추가적으로 시작하여 해당 사업 모델을 현지 파트너에게 인수인계하는 해야 한
다는 내용을 남겼다. 더불어 최종 권고 사항으로는 1) 기존 시스템의 내실을 다짐, 2) 수단 교육당국
으로의 사업 통제권 이양을 준비, 3) 사업체계 향상과 지속성을 위한 별도의 자료 기반 연구 진행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제언은 평가의 궁극적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향후 추진할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교훈을 남기고 평가 정책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나) 인도네시아 기초교육 지방분권화 사업평가29)
해당 사례는 사업 종료 10개월 전에 수행된 프로그램 종료 수행평가이다. USAID는 평가의 신뢰
도를 높이고 내부 평가 역량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려는 목표를 가지고 외부 평가 전문가를 섭외해서
평가를 진행한다. 평가 주체는 외부 평가 팀인 ‘Management Systems International’로서 이들이
주도적으로 평가 사업을 수행했다. 평가 사업의 목적은 인도네시아의 초중등교육의 질적 향상과
29) 본 사례는 “Indonesia: decentralized basic education project final evaluation(USAID, 2012b)”의 내용을 정리한 것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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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성을 평가하여 세 개의 DBE(Decentralized Basic Education; 기초교육 지방분권화 사업)의
영향성을 평가하는데 있었다. 앞선 사례와 마찬가지로 포괄적인 기준 없이 아래와 같은 세부 평가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표 Ⅲ-25> USAID 사례 2: 세부 평가항목
구분

내용

1

수행 지표, 목표, 사업 전달성 측면에서 어떠한 진전이 있었는가?

2

DBE 사업은 빈부격차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효과를 발휘하였는가?

3

사업에서 성별로 차별화된 결과물이 나왔는가?

4

어떠한 점에서 사업이 지속가능성을 보여주었는가?

5

현지 파트너들은 사업의 효과성을 어디까지 인식했고, 이에 반응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가?

6

DBE사업은 학생들의 실질적인 학력 향상에 얼마나 기여했는가?

7

DBE 사업의 모범 사례가 정책 대화와 개혁에 얼마나 반영되었는가?

8

DBE사업을 필요로 했으나 지원받지 못한 지역이 있는가?

9

해당 사업에 참여한 지역과 학교들은 어느 정도의 내트워크를 형성하고 지역 현안에 참여했는가?

10

어떠한 DBE 모듈이 가장 보급되기에 적합한가?

11

DBE 접근 방법이 이슬람 문화에 적합했는가?

12

사업 관리부문에서 어떠한 교훈을 얻었는가?

13

DBE 사업은 어떻게 국가 교육 수준과 사업 최소 기준에 부합할 수 있었는가?

14

DBE 사업은 다른 국가의 협력 사업과 겹치거나,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는 않았는가? 했다면 어떻게 했는가?

평가 방법 및 절차는 1) 문헌조사, 2) 관찰 및 인터뷰, 3) 목표 질문과 참여자 인터뷰, 4) 포커스
그룹 목표 질문 및 토론, 5) 질문지 조사, 6) 학교 프로파일 점검 순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총 750명이
넘는 사람들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107개소 학교를 방문 조사했다. 평가단은 총 9명으로 교육 분석가
6명과 통역자 3명으로 구성하였다.
해당 보고서의 특이점은 결과에 앞서 이번 평가 사업의 한계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1) 인도네시아가 워낙에 거대하고 다양한 환경과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 안에 평가
단이 모든 지역을 골고루 둘러보고 깊이 있는 평가를 진행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었다. 또한 평가
팀의 방문이 잦아지자 지역 내에 방문단이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퍼져서 자연스러운 학습
환경을 취재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2) 방문 학교를 무작위 샘플링하지 못하였고, 평가 단위 규모가
상당히 작았다. 또한 평가에 가장 협조적인 학교를 찾아서 방문하고 인터뷰하였기 때문에 샘플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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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의 타당도가 떨어지게 되었다. 3) 평가 기간 중 일부가 라마단 기간과 겹치면서 학교가 단축
수업을 진행하는 바람에 정상적인 평가를 진행하지 못한 경우가 다소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기술은 평가 자체에 대한 교훈을 남김으로써 향후 인도네시아에서 추진할 평가 사업과 평가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결과는 평가 대상 지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매우 상세하고 포괄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표 Ⅲ-26> USAID 사례 2: 사업 결과
구분

내용

DBE1

∙ 본 사업을 통하여 DBE1 지역의 학교 행정가 16,106명, 15개 지역 148개구 그리고 40,000여명의 교사가 수혜를
입은 것으로 파악, 사업 실행 이후에 인도네시아 정부가 해당 사업의 기술, 툴 그리고 연수 프로그램을 상당수
채택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수준에서는 일찍 교육개혁의 열기가 식고 초기에 해당 사업을 채택하고 공감했던
직위자들이 상당수 교체되면서 지속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지만, 지역 학구에서는 지역 사정에 맞는 교육을
시행하고 지역 네트워크와 협력하면서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

DBE2

∙ 해당 지역에서는 총 16,000명의 교사와 1,203개소 학교가 사업의 수혜, DBE2에서는 주로 교사교육에 초점을
두어 사업을 진행, 상당수 교사들이 사업의 취지에 공감하여 교사교육에 성과

DBE3

∙ 해당 지역에서는 중등교육의 질적 향상에 주력, 그 중에서도 특히 창의적 교재와 교수 방법론 개발에 집중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

이는 USAID에서 제시하는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나 평가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을 담고 있지
않아 아쉬운 점이 남는다. 이러한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서 평가의 체계성과 평가 결과의 구체성을
높이기 위해서 세부 평가 항목에 따른 기술을 의무화한다는 등의 시사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 남수단 기술 지원 프로젝트 사업종료평가30)
사업을 시작하던 2005년 당시 남과 북으로 나뉘어 장기간 분쟁을 겪었던 남수단 지역의 교육사
정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다. 남수단과 같은 분쟁국가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국가 교육정책과
실무를 포괄할 교육부 조직과 역량의 부재라고 할 수 있다. 이에 USAID는 남수단 기술 지원 프로젝
트를 발주하여 1단계 사업 기간에는 중앙정부의 교육부 건립과 직원 역량 강화에 집중하였고, 2단계
사업 기간에는 지방정부의 교육청 역량 강화를 실시하였다.
USAID는 2011년 1월 새로운 평가 정책을 발표하면서 기존의 것을 상당부분 수정하였다. 그러므로
2011년 이전의 교육개발협력사업 평가 자료로는 현재 USAID가 추구하는 사업평가 정책을 제대로

30) 본 사례는 “End of project review: Southern Sudan Technical Assistance Project(USAID, 2011b)”의 내용을 정리한 것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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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늠할 수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남수단에서의 교육개발협력 사업을 평가한 해당 사례는 2011년
6~7월 사이에 최종 사업 평가를 실시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의미한 자료로 평가된다. 또한 사업
계획단계에서 제시했던 각종 성과 프레임워크와 로그프레임도 제시하고 있어 전체적인 사업과 사업
평가의 맥락을 함께 짚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해당 평가 사업은 외부 평가 팀인 ‘Management Systems International’이 실시했고, 평가 팀원
에는 외부 전문가 2명, 현지 교육부 관계자 1명, USAID 직원 1명, 현지 사업 수행 파트너 AED
직원 1명이 배정되었다. 또한, ‘사업 종료 평가(end-of-project review)’ 형식을 취하여 종료되어
가는 시점에 평가단이 지역을 돌아보면서 ‘중간 수행 평가(mid-performance evaluation)’에서
권고한 사항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양식으로 진행되었다.
평가 사업을 진행하기 이전에 평가를 위한 범위 설정이 이뤄졌다. 해당 평가 사업에서는 1) 전략
합치도, 2) 중간평가사업의 영향평가, 3) 협력, 4) 사업 성취도라는 4가지 범주를 설정하여 각 범주
별로 세부 질문을 제시하고 수행 여부를 확인하였다. 방법론으로는 주로 광범위한 질적 자료에
의존하는 질적 연구 조사 방법을 채택하였다. 세부적으로는 1) 사업 내･외부 문헌조사, 2) 핵심 정
보원 및 포커스 그룹 인터뷰, 3) 현장 방문, 4) 관련 학문 분야 문헌 조사로 구성되어 있다.
평가결과는 앞서 제시된 평가 범주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제시되었다. 첫째, 전략 합치도
부분은 1) 파트너 국가의 전략에 대한 합치도와 2) USAID의 기관 전략에 대한 합치도로 나누어
평가되었다. 남수단 기술 지원 프로젝트는 남수단 발전전략에서 강조한 ‘기관 및 제도 역량 강화’
부분과 국제공조를 통한 국가 기관 역량강화를 강조한 부분에 부합하여 남수단의 수요를 잘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남수단의 교육분야 전략에는 기관 및 제도 역량 강화에 대한 부분이 명시
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아 사업 중간에 현 사업과 남수단의 개별 교육분야 목표가 어떻게 연계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인 논의가 있었다. 해당 사업은 USAID의 교육분야 전략 목표 3에
해당하는 ‘2015년까지 분쟁지역 아동 1500만 명에 대한 교육 환경 개선’과 그 하위 목표로 설정된
중간결과 3.3의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관역량 강화’ 항목에 합치된다. 또한 USAID의 남수단
국가발전전략 중에서 ‘효과적이고, 포괄적인 정부 책무성 강화’와 ‘기반 서비스 분야 개발 및 유지
보수’에도 상당부분 합치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둘째, 중간평가 사업에서 제시한 최종 권고한 9개 항목이 추후 사업에 충실히 반영되었는지 확인
하였다. 1) 가장 진척된 분야, 2) 혼합된 결과를 보이는 분야, 3) 부진한 분야로 나뉘어 평가되었으며,
현지 행정가들의 성과 프레임워크 및 로그프레임 개발 능력이 향상되어 사업 운영 및 영향성 분야가
가장 진척된 분야로 선정되었다. 반면, 성 평등, 출구 전략과 지속성 전략, 그리고 인력 선발 및
유지 분야는 현지의 불안정안 안보 상황으로 진전을 이루기 힘들었던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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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사업과정에서 다양한 참여자간 협력 관계가 어느 정도 향상되었는지 확인하였다. 가장
눈에 띄는 강조점은 USAID가 해당 사업을 통해서 현지 국제 개발협력 파트너들 간의 공조와 중앙
정부-지방정부 간의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이 부분을 평가했다는 사실이다. 이를 위해서 남수단
교육분야에 관여하는 각종 국제개발협력 파트너들 간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남수단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대화 채널과 공조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성했고, 이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마지막으로, 사업성과를 평가하는 부분에서는 고무적인 성과들과 도전과제가 균형 있게 제시되었다.
특히 중간사업평가에서 목표로 했던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남수단 교육부 역량강화 부분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동시에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도전과제들도 제시했다.
첫째, 앞서 나타난 성과들이 지역적으로 균일하지 않아 격차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 둘째, 교육부를
대상으로 한 역량강화 사업이다 보니 교육부에 예산을 조달하는 재정부와의 협조체계가 부실하여
재정조달의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재정 조달은 교육분야 발전에 핵심적인 사안으로 재정 조달이
어려울 경우 지속적인 역량강화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채용된 직원들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할 만한 유인가가 부족하다. 이 또한 재정 문제와 마찬가지로 사업의 지속성 달성을 위해
반드시 향상시켜야할 부분이다.
해당 평가 사업의 최종 제언은 다음과 같다.
• 관리 및 운영 측면
- 교사 관리와 역량 강화에 보다 집중해야 한다.
- 주정부와 지방정부 수준으로 집중되었던 사업을 전 국가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
- 실천학습의 기회를 확대하여 직원들의 역량을 혁신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 남수단 교육전략 수립과정에 지방정부 관계자들을 참여시켜야 한다.
- 성 평등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 평가 및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 출구전략수립에 집중해야 한다.
• 참여자 협력 측면
- MOU 내용을 재검토해야 한다.
- 중앙과 지방정부간 대화 채널을 확대 운영해야 한다.
• 인적 자원과 조직 구조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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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 선발과 관리 분야에서 가용한 최고 사례를 찾아 적용해야 한다.
- 대안적인 구조 설계와 구성 방안을 찾아봐야 한다.
- 내부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상설화해야 한다.

5) 성과평가 과제 및 시사점
USAID에서는 교육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평가도 과정,
파급효과에 초점을 두고 실시하고 있다. 즉, 평가의 필요조건에 과정, 투명성, 평가결과의 활용,
자료 축적 등을 포함하고 있다.
평가의 목적은 책무성 강화와 평가를 통한 학습이며, USAID의 모든 프로그램 총 예산에서 3%를
평가에 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평가 방법 측면에서는 최근 임의추출, 가상효과, 실험방법, 도구
변수 등 다양한 경제학적 계량방법론을 활용하여 성과를 측정하는 방향으로 성과평가 기법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파급효과 평가 모델로 ‘Randomized Pre-test Post-test Evaluation,
Quasi-experimental Design with Before and After Comparisons of Project and Control
Populations’, ‘Ex-post Comparison of Project and Non-equivalent Control Group, Rapid
Assessment Ex-post Impact Evaluation’ 등을 사용하고 있다.
말라위, 아이티, 모잠비크, 이집트, 필리핀 등의 국가를 대상으로 수행된 의료･백신, 교육과정
개발, ICT 등의 사업은 임의추출 방식으로 평가를 진행한 바 있다. USAID에서는 평균 가치에 초점을
두고 국가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평가 시 프로그램의 구성요소 및 미국 정부의 요청사항, 결과에 초점을 둔 사업추진, 협력가능성,
타 사업과의 비교가능성 등도 포함된다. 평가는 외부기관과 계약을 통해 실시하며, 제안서 디자인,
자료 검토 및 진행과정 등 사업 수행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즉, USAID에서
사업발주 후 사업 실시기관(예: Save the Children 등)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RAND,
Mathematica 등 평가기관에 의뢰(계약)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물론 각 진행 과정에서 정보를 공유
하고, 상호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며, 사업 수행 후 기간 경과에 따른 효과를 평가한다.31)
교육분야의 경우, 국제기구 등과 관련 지표를 일치화 시키고, 필요 시 보충, 추가지표를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다. USAID의 교육전략은 읽기, 청년고용 및 직업능력개발, 분쟁 환경에서의 교육 접근성
강화 등 세 가지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위 세 가지 목표 달성을 위한 USAID 교육 전략
성과 프레임워크를 작성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9개 영역별 중간목표 및 세부추진 활동이 제시되어

31) USAID 방문 조사･인터뷰(2013.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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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USAID에서도 단위 사업별 평가결과를 축적하여 활용하고 있으므로 메타평가는 하지 않으나
국별 프로그램 등에 대한 교차비교분석 등은 실시하고 있다. 개별 프로젝트 성과평가에는 인과관계,
준실험, 매칭, 이중차감법, 가상효과, 도구변수 등 다양한 방법론을 활용하고 있다. 또한 파급효과
분석에는 비용편익분석 방법을 적용하고, 증거에 근거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케냐 프로젝트
사례).
USAID 교육분야 사업에 대한 협의(Narrow)의 전략은 국제기구와 매우 유사하고, 교사교육,
교육과정개발, 읽기, 대화 등 세부요소의 효과성 제고에 노력하고 있다. 경험과 증거 중심의 평가를
실시하고, 타 국제기구와 유사하게 지역별 전략을 수립하여 사업을 수행하며, 평가 시 관련 핵심
지표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32).
표준화된 지표(Standard Agency Indicators)는 개발통계 웹사이트에 탑재(30개 지표)되어 있는데
학교, 교사, 교실 수 등 통합된 정보 및 실행 가이드 제공 등이다. USAID 전체 사업 및 자체평가
결과보고서는 CBJ(Congressional Budget Justification; 예산 타당성 조사 보고서)에서 매년 공표
하고 있다.

나. 영국 국제개발부(DFID)
1) 성과평가 배경 및 목적
영국의 국제개발부처인 DFID는 영국이 전 세계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대외 원조
및 개발정책을 주도하는 정부 기구이다. 영국 외무부 내 ODA를 담당하는 부서가 1997년에 독립된
부처 수준으로 승격되어 새롭게 창설되었다. 전 세계에 활동본부로 25개를 두어 세계 빈곤퇴치를
위한 다양한 개발 및 원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2700여명의 직원들이 영국 정부의 국제
개발 원조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빈곤국가에 대한 종합적인 원조정책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DFID는 유럽대륙 내에서 가장 선도적인 개발협력 전담 정부 기구일 뿐만 아니라, 해외 선진
공여국가의 개발 네트워크와 공여국 협의체 내에서도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DFID는 OECD DAC에서 제시한 평가의 기준과 방향을 포괄적으로 준용하고 있다. DFID의 개발
협력 사업의 평가 의의는 프로그램의 효과성 및 영향력을 증대하고, 개발원조 수행 경험으로부터의
영국과 수원국 모두를 위한 신뢰성 증대 및 합리적인 근거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데 두고 있다.
사업의 유용성, 비용 효율성, 정확성, 신뢰성을 높이고 그리고 윤리적 측면에서도 사업의 공정성,
32) USAID 방문 조사･인터뷰(2013.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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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예의와 규범을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전 세계 공여국이 합의안을 담은 파리선언
및 아크라 행동계획에서 일관적으로 강조되어 온 주인의식과 일치, 조화, 결과 관리, 상호 책임의
원칙에 따라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DFID, 2009).
DFID 평가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원조의 책무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며, 하나는 사업의
수행을 통해 핵심적인 교훈을 도출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원조의 질을 개선하고
수원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절차이자 노력인 것이다.

2) 성과평가 체제
DFID의 평가 체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누가, 어떤 조직 체계를 가지고 평가를 수행하는가를 알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DFID는 모든 개발 원조 사업에서 평가를 관리 운용하는 전담자를 지정하는
체제를 가지고 있다. 전담자가 자체평가 수행을 담당하든,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는 독립 평가를
수행하든 평가를 모니터링하고 지원･관리하는 인력이 모든 사업 마다 배정되었다. 이로써 해외의
DFID 개발원조 사무소를 포함해서 100명 이상의 직원이 평가 영역에 포진되어 있다. 물론 이 규모
에는 외부 평가 사업을 위탁받은 전문가나 계약직 직원도 포함된다. 중요한 것은 해외사무소에서도
평가 담당자가 지정되고 이를 관리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해외에서 개발협력 사업을
목표에 맞추어 실행하는데 급급한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질 관리 시스템을 갖추는데 있어서 성과
평가는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DFID의 평가 수행 가버넌스에서 중요한 축을 형성하는 독립 기구를 살펴본 필요가 있다.
2010년에 노동당의 오랜 집권이 막을 내리면서 신정부 출범과 함께 설립된 기구인 ICAI이다. ICAI는
대외 원조의 성과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립되었고, 201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다양한 원조
평가, 감독,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독립적 권한을 가진 기구이다33).
DFID가 국제개발원조의 실제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추진하는 정부기구라면 ICAI는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개발도상국의 원조 실태와 영향력을 분석하고, 국가별 원조 사업의 타당도 평가, 개발
도상국의 원조 투명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독립 기관이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이러한 독립 평가 가버넌스를 구축했다는 것은 최근의 영국의 대외 원조 방향에서 함의를 가진다.
오늘날 영국 정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대외 원조와 개발협력에 대한 여론의 동향과 추이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 특히 언론에서 원조에 대한 부정적 논의와 쟁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차원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성 있는 원조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에서 ICAI는

33) DFID 및 ICAI 방문 조사･인터뷰(2013.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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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립 근거를 가진다. 그러한 측면에서 개발원조 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감독과 모니터링, 자문 서비
스를 제공하고 이것이 곧 대국민 여론 조사에 독립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볼 때 DFID와 ICAI는 자문 협력 관계이자, 평가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상호보완 관계를 형성
하고 있다. ICAI의 예산은 DFID에서 4년 단위로 기금 형태로 제공된다. 전반적으로 DFID가 프로
그램, 국가별 평가에 초점 둔다면 ICAI는 보다 국가 수준의, 즉 중앙차원의 평가(central
evaluation)에 초점을 두고 영국의 원조를 모니터링하고 성과를 평가한다. 개도국의 부패
(corruption)문제, 국가별 사업의 합치성, 예산집행의 적실성과 타당도를 거시적으로 분석하는 것
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자면 ICAI는 국가단위의 대외 원조를 메타평가하고 있는 전문 기구라고
할 수 있다34).
평가 기준과 지표에 있어서는 ICAI는 OECD 기준을 참고만 하되, ICAI의 자체 평가 프레임워크에
따라서 평가를 실시한다. 최근에서는 영향평가가 강조되고 이것이 주요 추세를 형성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ICAI는 개발원조 사업에서 성과(outcome)와 영향력(impact)을 엄밀하게 구별
하기 보다는 유사한 틀에서 접근한다는 것이다.
DFID 평가와 ICAI 평가는 서로 조정과 조율 과정을 거치고 서로의 역할관계가 비교적 명확하기에
겹치지 않도록 진행하고 있다. 사업과 프로그램에 따라 필요한 경우는 DFID가 ICAI에 평가를 요청
하고, ICAI는 성과 평가 결과를 제공하고, 자문과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모든 경우에서도
평가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업의 책무성 향상과 학습 영향력에 두고 있다35).
주로 사업에 대한 종료평가는 DFID가 수행하고, 성과 평가는 외부기관에서 수행하는 흐름을 보
인다. 사업 수행하는 부서 중심의 자체평가 뿐만 아니라, 독립적인 평가 전문가의 의견을 중시하고
이들의 평가 결과가 다시 사업 개발과 운용에 환류 될 수 있는 순환적 모형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DFID는 궁극적으로 평가 결과가 정책 단위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DFID의 평가 종류는 네 가지 틀에서 구분하고 있다. 1) 평가시기에 따른 분류(사전평가,
특정단계 후 평가, 연간 검토서, 중간평가, 사후 평가 및 영향평가), 2) 평가 절차에 따른 분류(자체
평가, 참여평가, 과정평가, 종합평가, 메타평가), 3) 평가 주제에 따른 분류(프로젝트 평가, 프로그램
평가, 분야별 평가), 4) 평가 주제에 따른 분류(국별 평가, 국가 개발 평가, 개발 원조 방법 평가,
파트너십 및 국제기구에 대한 평가, 주제별 평가)가 그것이다(DFID, 2005).
평가의 기준은 OECD DAC의 5대의 기준인 적절성, 효과성, 효율성, 영향력, 지속가능성에 3개의
기준, 즉 적용범위(coverage), 일관성(coherence), 조정성(co-ordination)을 포함하여 총 8개의
34) DFID 및 ICAI 방문 조사･인터뷰(2013. 5. 1)
35) DFID 및 ICAI 방문 조사･인터뷰(2013.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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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설정하고 있다(DFID, 2009).
2005년에 발간된 평가 가이드라인 총서에 따르면 DFID의 평가 절차는 프로젝트 평가와 공동
평가(joint evaluation)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 중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프로젝트
평가 절차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 Ⅲ-27> DFID 프로젝트 평가 절차
구분

단계

내용

행위자

1단계

∙ 평가 의뢰를 위한 재정 자원과 권한
∙ 평가에 초점을 둔 사고
평가 계획 ∙ 업무계획(Terms of Reference; TOR) 준비 및 자원 확인
∙ 적합한 평가팀 물색 및 이해관계자와의 적합성 확인
∙ 로지스틱스 조직
∙ 평가팀 브리핑

2단계

평가 수행 ∙ 평가팀에 업무 인계하고 연락 유지

∙ 보고서 초안 수령

3단계

평가 사후 ∙ 관리대책

∙ 보고서 출판

DFID 프로젝트
관리자

평가팀
위탁 기관팀원

(*) DFID(2005)의 내용을 재구성한 표임.

DFID는 위의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네 가지 사항을 평가의 주요 원칙으로 설정하고 있다. 첫째,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초반에 수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평가를 기획하고, 둘째, 평가 모형 및
항목을 명확히 제시하여 평가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한다. 셋째, 양적, 질적 방법을 모두 활용하는
평가를 지향한다. 넷째, DFID 외 타 기관 파트너와의 공동 평가를 통해 평가의 독립성과 질을 향상
시키는 것을 평가 원칙으로 제시한다(DFID, 2009).
최근 들어 DFID는 결과 중심 평가를 강조하고 사업 추진 시 제기되는 도전사항과 위험요인을
관리하고, 사업의 책무성을 높여서 전반적인 질 보장(quality assurance)을 강화하는 제도적 조치를
마련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2007년에 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이것이 사업 체질 개선을 도모할
수 있도록 “결과 중심 실행 계획(results action plan)”을 발간한 바 있다(DFID, 2007).
DFID 평가 정책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는 최근의 발간물은 2009년 6월 국제개발 평가를 위해
발행된 “빈곤 해소를 위한 근거 기반 강화 보고서(Building the Evidence to Reduce Poverty)”이다.
이 정책 문건에서는 결과(result) 평가에 적합한 DFID의 순환적 모형과 조정적 접근(co-ordinated
approach)을 제시하고 있다.
기본적인 흐름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문제를 정의하고 아젠다를 설정하고, 가능한
옵션들을 구축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가장 적합한 옵션을 의사 결정한다. 이어서 개발협력 사업의
목적에 따라 정책과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사업을 실행하고 모니터링 한다. 이러한 모든 단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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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친 사업을 평가하여 총괄적으로 평가 결과가 해당 사업의 질을 높이고, 다른 유관 사업에 교훈을
줄 수 있도록 의사소통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강조한다. 이 모든 과정들은 DFID의 사업 전달체계를
정교화하기 하고, 단위 사업 결과가 보다 향상된 행동과 영향력을 수반할 수 있도록 하는 환류 체계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보다 엄밀한 성과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정확한 통계자료와 수치를 활용
해서 정책적 의사결정을 내리고, 이것이 수원국의 발전 방향과 합치하도록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출처: DFID(2009: 13)

[그림 Ⅲ-11] DFID의 실행계획 결과 전달 향상 방법

DFID가 제시하는 정책 및 프로그램 주기는 로그프레임과 성과 프레임워크가 주로 사용된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궁극적인 평가 지점에 도달하게 된다.
DFID의 로그 프레임워크는 2009년 2월에 기존의 체계에서 상당 부분이 재설계되었다. 이후 2011
년에 수정된 로그프레임 템플릿이 제시되었고, 이것이 현재 사용되고 있다. 수정된 프레임워크는
계획된 성과(results)와 달성된 성과의 비교에 강조점을 두면서 프로젝트를 평가하는 새로운 접근을
구현하였다(DFID, 2011).
DFID의 성과 프레임워크를 살펴보면, 이전의 DFID 프레임워크는 국제사회가 제시하는 MDGs의
개발 성과를 단계별로 체크하고 그 진행상황을 모니터링 하는데 지나치게 의존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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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은 영국이라는 국가 단위에서 DFID의 구체적인 기여를 측정하는데 유용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따라서 DFID의 결과 전달체제를 향상시키기 위해 2012년에 새로운 “성과 프레임워크
(DFID’s Results Framework)”를 발간하였다. 이는 DFID가 향후 4년간 직접적인 영향력을 확대
하고자 하는 성과결과의 핵심 부분, 그리고 운영 및 조직 효율성에 대한 단계별 정보를 제공하는
주요 성과 지표의 범위를 파악하도록 총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 성과평가 요소 및 영역
본 절에서는 DFID의 로그프레임와 성과 프레임워크의 구성요소를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가) 로그프레임

(1) 정의
로그프레임 접근법은(Logical Framework Approach; LFA) 계획(planning), 관리(managing),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평가(evaluating programmes and projects)를 수행하는 일련의 방법론이다.
이것은 이해관계자 분석, 문제 분석, 목표 분석, 전략 분석, 로그프레임 매트릭스 활동(activity) 및
자원스케줄(resource schedules)을 관리하는 것까지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로그프레임은 DFID
에서 사용하는 논리 프레임워크 접근에서 활동 설계(activity design), 실행 모니터링 및 평가를
강화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이다. 로그프레임은 프로그램 이행의 논리적 단계를 세부적으로
표현한 매트릭스로서, 프로그램이 최종적으로 달성해야 하는 것을 파악하고 높은 수준의 전략과
전략의 적합성을 결정하는 상황에서 사용된다. DFID에서는 DFID와 수행하는 모든 연구 프로그램
에서 로그프레임이나 혹은 이에 상응하는 프레임을 작성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DFID, 2006).
이로써 개발 원조 및 대외 협력 사업의 품질을 일관적인 체계에서 관리하고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2) 구성요소
프로젝트가 달성하기를 기대하는 결과인 성과 고리의 표현이 로그프레임이라 할 수 있다. 아래의
그림은 성과 고리의 예시로 어떻게 로그프레임 형식과 일치하는지를 보여준다. 2011년 이전 로그
프레임 포맷에서 정의된 ‘목적(propose)’과 ‘목표(goal)’라는 용어는 아래의 도식과 같이 ‘성과
(outcome)’와 ‘영향력(impact)’이라는 용어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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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DFID(2011: 11).

[그림 Ⅲ-12] DFID 성과 고리

로그프레임의 구성요소는 아래와 같다(DFID, 2011).
• 프로젝트명/기술 : 프로젝트명은 의미 있고 쉽게 이해될 수 있어야 한다. 2011년 1월부터 시작된
새로운 로그프레임은 외부 DFID 웹사이트에 게시되었다. 따라서 프로젝트명이 명료해야하며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프로젝트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도록 간명하게 제시
되어야 한다.
• 영향(impact) : 영향은 프로젝트에 의해 단독으로 달성되는 것을 의도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
달성을 도모하는 프로젝트가 최종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가를 측정하는 한 차원 높은 것을 의미
한다.
• 성과(outcome) : 프로젝트는 하나의 주요 성과만 있을 수 있다. 성과란 무엇이 변할 것인지,
누가 혜택을 받고 이익을 얻을 것인지 밝혀야 한다. 또한 개발 프로젝트에서 성과는 프로젝트가
어떻게 빈곤 감소와 국제개발목표인 MDGs에 기여할 것인지 언급되어야 한다.
• 이정표(milestones) : 이정표는 프로젝트의 개별 특성에 따라 결정되는 적절한 간격에서 설정
되어야 한다. 이는 사업의 진행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하며 따라서 모든 관련 요소들에 대한
고려, 활동 순서(the sequencing of activities)의 포함, 모니터링 정보로부터의 데이터 발간
등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궤도를 고려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대상(targets) : 대상은 구체적(Specific)이고 측정가능(Measurable)하며 달성가능하고
(Achievable) 관련성(Relevant)이 있어야하며, 시간의 제한(Time bound)이 있어야 한다(i.e.
SMART). 그렇게 함으로써 프로젝트가 종료될 때 원하는 결과(result)를 나타낼 수 있다. 지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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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조사에 대한 가이드와 함께 대상은 기초 윤곽 데이터가 이용 가능한 곳이면 어디든지 포
함되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성별에 의해 분리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나) 성과 프레임워크

(1) 정의
DFID의 성과 프레임워크는 사업 수행의 전달체계에 있어서 공개적으로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도구라 할 수 있다. 이 프레임은 DFID가 전달하고 궁극적으로
달성할 실제적 결과, 기관 운용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매트릭스, 그리고 DFID가
기여할 수 있는 개발성과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한다.

(2) 구성요소(DFID, 2012a)
<표 Ⅲ-28> DFID 성과 프레임워크
수준

1수준: 주요 개발 성과결과 진척

2수준: DFID 결과

내용
∙ 절대빈곤 및 기아 퇴치
∙ 보편적 초등 교육 실현
∙ 양성평등 및 여성능력의 고양
∙ 유아사망률 감소
∙ 모성보건 증진
∙ AIDS 등 질병 퇴치
∙ 지속가능한 환경 확보
∙ 양자 프로그램 결과
∙ 다자 프로그램 결과

3수준: 운영 효과성

∙ 포트폴리오 질
∙ 파이프라인 전달
∙ M&E
∙ 구조 개혁 계획에 대한 성과

4수준: 기관 효과성

∙ 인적 자원
∙ 직원 참여
∙ 인력의 다양성
∙ 재정
∙ 조달
∙ 재산

출처: DFID(2012a: 3).

• 1수준: 주요 개발 성과의 진행상황 분석
1수준은 DFID 중점협력 우선 국가의 개발 성과를 모니터링 하는 것이다. 이러한 성과는 DF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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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이 아닌 개발도상국과 다양한 개발 파트너와의 활동으로 인한 결과이다. 따라서 1수준은 국제
적으로 합의된 MDGs 표준 지표와 관련한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아래의
표는 DFID가 연례 보고서에 포함해야하는 내용으로서 MDGs 목표에 맞는 교육 관련 지표이다.
<표 Ⅲ-29> DFID 세부지표 중 MDGs 지표(교육 관련)
MDGs 교육 목표

MDGs 지표
초등교육 순 등록률
1학년부터 마지막 학년까지 도달하는 초등학교 학생 비율

MDG2: 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

15-24세의 여성과 남성의 문해율
저학년의 이해 위한 능숙한 독해력을 가진 어린이의 비율 (*)

MDG3: 양성 평등과 여성의 능력 강화

초등, 중등, 고등교육에서의 남녀 학생 비율

(*) 공식 MDGs 지표가 아닌 DFID의 세부 지표임
출처: DFID(2012a). p.4 의 표을 재구성함

이와 더불어 DFID는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가버넌스 지표(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
성장률, 그리고 다른 주요 경제 지표 모니터링을 총체적으로 비교하면서 진행상황을 주시하고 분석
한다.
• 2수준: DFID 성과 측정
2수준은 양자 혹은 다자 기구를 통해 전달되는 DFID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와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산출물(output)을 측정하는 것이다. 양자 지표(bilateral indicators)는 주로 DFID 국가
운영 계획에 명시된 예상 결과를 분석한 것에서 선정된다. 측정가능하고, 결과 집계가 가능한 국가
들의 산출물만을 반영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자면, DFID가 전달하는 모든 결과를 아우르지는
않는다. 교육 관련 DFID의 양자 지표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 Ⅲ-30> DFID 양자 지표 (교육 관련)
영역

지표
초등학교급에서 DFID가 지원하는 학생의 수(연간 단위)

교육

중학교 급에서 DFID의 수혜를 받는 학생의 수(연간 단위)
DFID 지원을 통해 초등교육을 이수한 학생의 수 (연간 단위)

※ 8개의 Pillar36) 중 교육 관련 부분만 발췌함.
출처: DFID(2012a). p.5-6의 표를 재구성함

120

결과 약속
(results commitment)
9백만명
2백만명 (700,000명의 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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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다자 지표(multilateral indicators)는 다자기구(multilateral organization)의 성과 프레임
워크에서 선택적으로 구성하였다. 교육 관련 DFID의 다자 지표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 Ⅲ-31> DFID 다자 지표 (교육 관련)
영역

지표

다자기구

연수 및 교육을 받은 교사의 수

AsDB

연수 및 교육을 받은 교사의 수

IADB

교원으로 선발되거나 연수받은 교사의 수

IDA

교육 전략 기획과 관리 운영을 위해 연수를 받은 개발도상국 교육부 관료의 수

UNESCO

교육

※ 8개의 Pillar 중 교육 관련부분만 발췌함.
출처: DFID(2012a). p.7-8의 표를 재구성함

• 3수준: 운영 효과성
3수준은 개발에서 요구되는 결과를 전달하는 것과 자원에 대한 가치를 보장하는 자체 관리를 모
니터링 하는 것이다. DFID는 2011/12 연례보고서에서 처음으로 운영 효과성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DFID는 사업운영의 전반적인 효과성을 모니터하기 위한 주요 지표를 개선하면서 수행
(performance) 과정을 관리하기 위해서 최소한 1년에 한 번씩 성과를 관리하고 보고하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① 포트폴리오 품질(portfolio quality), ② 파이프라인 전달(pipeline delivery)체제,
③ 모니터링 및 평가(monitoring and evaluation), ④ 구조 개혁(structural reform)을 점검하도록
설정하였다.
• 4수준: 조직적 효율성
DFID는 개발 원조 사업에서 행정 비용을 최대한 절감하면서, 점차 수요가 높아지는 원조 프로그
램을 체계적으로 조직화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수원국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도전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가능한 효율적으로 내부의 협력 과정을 보장하는 것이 필수적이기에 4수준
에서는 조직 효율성을 개선하고 이를 모니터링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DFID는 현재 평가의 질 보장과 영향평가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평가 정책 페이퍼인
“Learning What Works to Improve Lives37)”를 준비 중에 있다.
36) 8개의 Pillar는 ① Wealth Creation, ② Poverty, Vulnerability, Nutrition & Hunger, ③ Education, ④ Malaria, ⑤ Reproductive, Maternal
and Neo-Natal Health, ⑥ Water and Sanitation, ⑦ Humanitarian and Emergency Response Governance and security, ⑧ Climate
Change로 구성됨
37) Draft for Discussion(24 Aug 2012) 이후 최종본이 발간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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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살펴본 바를 정리하면, DFID에서는 개발협력사업의 성과 평가에서 모니터링과 피드백
체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든 평가는 기본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수행하고, 평가의
목적과 종류에 따라서 유기적인 평가를 실시한다.
결과 중심의 성과 평가 모형을 강조하는 추세에서 DFID는 DAC 기준을 준용하지만 이를 모든
사업에서 엄격하게 활용하지 않는다. 오히려 평가는 순환적이고 성찰적인 모델(reflective model)을
중요시한다. 이것은 결국은 평가의 원칙과 준거는 각 사업의 가이드라인 수준에서 활용하고, 실제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대외 개발 원조를 통해 수원국에서는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를
를 밝혀내는 것이다. 이것이 곧 사업의 영향력을 증대하는 방법론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DFID에서
는 점차 평가의 질적 보증과 질 관리를 강조하는 추세이다.

4) 성과평가 사업 실제
본 절에서는 DFID에서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평가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평가의 최신 동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2011년 5월에 본격적으로 출범하여 국가 수준의 개발원조 평가를 추진하는 ICAI
출범 이후에 진행된 교육 개발 원조사업을 평가 사례로 선정하였다.
가) 파키스탄 양자 원조 평가(ICAI, 2012a)
첫 번째 사례는 파키스탄 양자 원조 평가 사업이다. 이 사업에서는 보건, 인도적 지원, 교육 프로
그램이 분야별로 추진되었다. 본 평가 사업의 추진주체는 개발원조 평가 독립기관인 ICAI이다.
평가의 목적은 DFID가 대(對) 파키스탄 원조사업으로 수행한 보건, 인도적 지원, 교육 프로그램 지
원액에 대한 효과성과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며, 2012년도에 평가가 실시되었다38). 파키스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기간이 2009-2015년 사이에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평가는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 중에 실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교육분야는 지방 수준(provincial level)에서 분야별 예산 지원 운영이 2011년에 시작되었기에
2011년 이후에 실시된 개발 원조 프로그램이 평가에 반영되었다. 대상 교육 프로그램은 구체적으로
네 가지 영역에 초점을 두고 있다. 1) Punjab 교육 지원 프로그램, 2) 교육분야 개혁 로드맵, 3) 파키
스탄 교육 개혁 프로그램(Transforming Education in Pakistan Programme), 4) 교육영역의 목소
리와 책무성 펀드(Education Sector Voice and Accountability Fund)이다.
여기서 제시된 평가 기준은 사업의 목적(objectives), 전달(delivery), 영향(impact), 교훈
38) 본 연구에서는 교육분야의 평가만 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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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ing)으로 구분하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평가의 신뢰도나 세부 평가 항목을 비롯한 평가단
구성에 관한 자료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평가의 방법은 자세하게 나타나있다. 평가 방법
으로 개발협력을 담당하는 전담 인력 면담 조사와 학교 현장 방문, 그리고 조직적 진행과정 및 행위
분석 방법 등이 다면적으로 활용되었다. 구체적으로는 1) 파키스탄 DFID 직원 브리핑, 2) 국가
공무원, 지방 및 지역 공무원, 다른 개발 파트너와의 인터뷰, 3) 프로젝트 및 DFID 실행 파트너의
재정 운영 프로세스 검토, 4) Punjab과 Sindh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된 학교 현장 및 현금 송금 결제
센터(cash transfer payment centres) 방문, 5) 분야별 NGOs와의 라운드테이블 협의를 진행한
것을 알 수 있다.
본 평가에서 교육분야에 대한 결과에 따르면 많은 지역에서 교육 프로그램의 디자인은 비교적 잘
설계된 것으로 평가하였다. DFID는 파키스탄 현지에서 보완적인 개입(complementary interventions)
을 적절히 수행하였고, 원조 모형에 적합한 방식(aid modalities)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또한 교육에 있어 대규모의 재정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교육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술적 지원, 지식 생성, 커뮤니티 이동성 지원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가 가능했기 때문에 교육 개발
협력 사업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었다.
본 사업을 평가한 ICAI는 파키스탄의 교육분야 프로그램의 성과와 영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다음의 네 가지의 제언사항을 남겼다.
첫째, DFID는 지속가능성 보장 및 결과 향상을 위하여 로드맵 프로세스 상 현재 맥킨지
(McKinsey)에 의해 현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개발협력사업이 최종적으로 지방 관료가 맡아서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방법과 수단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Punjab 교육국의
수석 장관급 고위 공무원 팀과 실무 로드맵 작업 팀이 단계별로 함께 일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즉 수원국의 교육발전에 주인의식을 고취하는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로드맵 프로세스가 보다 체계화되고, 교육분야의 성과에 대한 그림과 윤곽이 서서히 나타
나기 시작함에 따라 DFID는 교육성과의 질적 분석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질 관리 체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파키스탄의 현지 수석 장관급 고위관료들과 로드맵 작업팀은 모든 이슈에서 함께 작업을
하고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 이는 지역과 학교에서 성과를 도출하는 주요 요인들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셋째, DFID는 Punjab 교육 재단과 Punjab 교육부 사이에 정보 공유를 강화하기 위한 방법을
명확하게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학교의 전반적인 장학을 발전시키기 위한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아울러 사립학교에 대한 긍정적 인센티브가 제공되어서, 민간 부분에서 추가적인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상이한 자원을 연계하고 기획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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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교육 혁신을 위한 참여자의 목소리, 그리고 책무성 기금을 운용함으로써 DFID는 학교위원
회가 행정 및 재정 능력의 범위를 넓히도록 독려해야 한다. 또한 본 사업을 통해 학부모와 지역
커뮤니티의 참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나) 동아프리카 3국 교육 프로그램 사업(ICAI, 2012b)
여기서 살펴보는 사업 평가의 대상은 DFID가 2005-2015년에 걸쳐 진행한 동아프리카 3개 국가
(에티오피아, 르완다, 탄자니아)의 교육 프로그램이다. ICAI는 이 평가를 2012년도에 실시하였다.
평가의 목적은 DFID가 지원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액이 적실한지를 분석하고 동 사업의 효과성과
가치를 평가하는데 두었다.
ICAI는 해당 사업을 프로그램의 목적(objectives), 전달체제(delivery), 영향(impact), 교훈
(learning)로 구분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평가 방법으로는 문헌 분석과 면담
조사가 주로 활용되었다. 1) 교육 프로그램 효과성에 대한 근거자료 검토, 2) DFID 정책 문서, 가이
드 자료 검토, 지출 패턴 분석 및 사업을 수행한 런던 DFID 직원 인터뷰, 3) DFID 프로그램 설계
문서, 성과 프레임워크, 국가 교육 전략 계획 및 관련 검토, 평가문서 검토, 4) 동아프리카 3개국에
대한 현장조사 및 DFID 직원, 다른 개발 파트너, 공식 교육부, 지역 교육 공무원, 교사, 교직원, 학
부모 및 시민사회 전문가 등 폭넓은 이해관계자를 면담하였다.
본 평가보고서에서 제시된 결과에 따르면, 동아프리카 3개국 교육 프로그램은 기초 교육에 대한
접근성 확대에 초점을 두었고, 실질적인 학교교육 등록률 향상이라는 프로그램 목적은 달성된 것으
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학생들의 학습 성과(outcomes)와 접근성 증가, 질 보장 측면에서는 여전히
부족한 성취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결과적으로 대다수의 어린이에게 제공된 교육의 질은 낮은 수
준이기에 본 사업의 수혜자들은 기초적인 문해력과 수리력을 갖추는데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
와 같은 평가 결과는 개발협력 및 대외 원조 사업은 교육분야의 중장기적, 다면적 특성을 고려하여
양적인 학교등록률 증대만을 목표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즉, 등록률 향상은 교육 프로그램의 궁극적 성과로 볼 수 없고, 향후에는 학습 성과와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교육분야 프로그램 평가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다.
이로써 동아프리카 3개국 교육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은 제언을 제공하고 있다. 1) 학습
성과 향상을 모든 교육 프로그램의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따라서 ‘2010 DFID 교육 전략(2010
Strategy for Education)’은 수정될 필요가 있다. 2) 성과 관리를 기반으로 하는 개발 원조 포토
폴리오를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한다. 3) 현지에서 교육을 모니터링하고, 증진시킬 수 있도록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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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커뮤니티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학교 중심형 커뮤니티 확장 증대 사업이 추가되어야 한다.
4) 교육 시스템의 재정적 가치 향상을 위해서는 수원국 교육부의 역량 구축 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것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교육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질적 향상이 보장될 수 없다. ICAI가 동
사업 평가를 통해 제시한 비판적 제언은 개발협력 공여기관이 교육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추진할 때에
참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교육 프로그램 개선 사업을 정책적으로 기획할 때도 교훈을 남기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실제 평가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DFID가 상정하는 좋은 평가 사례(good
practice)는 해당 사업이 그 목표에 맞추어 제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책무성을 강화하는 것이며,
사업을 통한 교훈이 도출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반면 나쁜 원조(bad aid)의 사례로는 평가의 목적과
의도에 반하는 모종의 예기치 않은 영향력을 가지고 올 때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DFID가 아프리
카의 시에라리온 학교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사업에서 학교 건축물 건립과 학습 환경
개선은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학교의 도서관에 영국의 유명 소설인 ‘해리포터
시리즈’가 한 면을 전체 차지하였고, 교육기자재 및 자원 제공 항목으로 책정된 것이다. 아울러
이를 영어 수업 시간에 비교과 교재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교육 원조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시에라리온의 모국어가 영어가 아닌 상황에서 실제 도서관에서 그러한 영국 도서를 읽을
수 있는 학생들이 매우 제한적이라 단순한 전시 행정에 그칠 수 있다. 더욱이 교사들도 영어로 된
소설을 가르치고 설명할 수 있는 역량이 미진한 상황이다. 교육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 영국의 관점
에서 일방향으로 전달되는 모형은 지양해야 한다. 이러한 현대적 교육 상품의 ‘진열’이 실제 시에라
리온 교육의 질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보다는 대영제국의 이미지를 강화하는 부정적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5) 성과평가 과제 및 시사점
영국은 전 세계의 대외 원조 규모에서 세계 3위를 기록하는 나라로서 국민총소득 대비 0.56%를
기록하는 개발 원조 선진 공여국이다(OECD, 2012b). 지금까지 DFID를 중심으로 살펴본 영국의
성과 평가 동향은 우리에게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영국은 전 세계 개발도상국에 대한 대외 원조의 효율성을 높이고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
하기 위해서 독립기구인 ICAI 설립에서 알 수 있듯이 개발협력 성과 평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다. DFID의 평가 전담 인력들은 자체 평가이든, 외부 전문 평가이든 모든 평가는 독립
적인 차원에서 외부의 영향력을 차단한 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중요시한다.
둘째, DFID의 사례는 교육분야 개발협력 성과 평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성찰하게 한다. 개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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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국 성과 평가의 본질적 방점은 수원국의 사회발전을 찍는데 있다. 특히 교육개발협력사업은 개발
도상국의 인재 양성과 인간개발(human development)이 중요하다. 전 세계의 교육적 격차를 해소
하고, 수원국 내에서의 다양한 격차와 차별을 해소하여 궁극적으로 EFA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적절
한 개입과 지원을 모색하는 것이 중추적이다. 따라서 평가는 사업의 목적과 가치를 본질적으로 이
끌어낼 수 있는 방법론이자 절차가 되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DFID 원조 평가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 측면, 즉, 하나는 원조의 책무성이고, 하나는 교훈에 초점을 두고 있다39). 이는 결국 최종적
으로 원조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할 것은 교육개발협력 분야의 평가는 복합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점이다. 따라서
성찰적이고 비판적인 분석력을 가진 평가자 혹은 평가주체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 궁극적으로는
교육 원조 사업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교육적 개입을 수행하였는가를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DFID의 ‘Gender Equality Development’ 프로젝트는 3단계의 복합적 접근을 필요로
한다. 1단계는 학교 건립 등 인프라 평가이고, 2단계는 여학생의 교육 참여를 가치 있게 여기는
사회제도적 문화를 교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3단계는 학생들이 학업 성취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적
포부를 심어주는 작업이 필요하다. 단순히 하드웨어 공급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차원의
교육의 질 제고 방식이 유효한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DFID의 교육 사업 평가에서는 학습자의 학습
성과를 강조하고 있다. 실제 주목할 사례로 탄자니아 경우는 학생의 등록률이 현격히 올라갔기
때문에 MDGs 측면에서는 분명한 성과를 분명히 보인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탄자니아
학생들의 실질적인 학습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다. 어린이들은 학교에 등록은 했고 재학은 하지만
그 다음 어떠한 학습이 이루어졌는지는 아무도 측정하고 평가하지 못했다. 특히, 중도탈락률이
높은 여학생의 경우는 학교를 간 이후에 학교에서 시험 성적이 얼마나 올랐고 학습 진보가 있었는
지는 현지 맥락에서 평가의 가장 큰 난관이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 평가의 다면성과 한계를 고려한
질적 측정 평가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향후 교육분야 성과 평가의 과제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DFID를 중심으로 한 영국의 교육개발협력사업의 특징은 학교 건물을 짓고 교육 물자를
공급하는데 초점을 두지 않는다. 오히려 원조 전달체계에서 교육적 인센티브를 고려하고, 그 과정
에서 학습 성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전 사회적 학습(social learning)이 강조되고 있다40).
셋째, 교육분야 성과 평가는 순환적, 성찰적, 참여적 모형이 필요하다. 교육분야는 성과 관리에서
중장기적 접근과 다층적 접근을 요구하는 영역이다. 현재 DFID가 활용하는 로그프레임이 일부
학계에서는 지나치게 상향식이며, 폐쇄적 구조 모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39) DFID 및 ICAI 방문 조사･인터뷰(2013. 5. 1)
40) DFID 및 ICAI 방문 조사･인터뷰(2013. 5. 1)

126

한국의 교육개발협력사업 성과평가 모형 개발 연구

있다. 로그프레임의 체계적 템플릿은 실상 수원국의 마을 단위에서 일어나는 미시적인 개발 원조
사업 진행 방향을 단계별로 점검하고, 유연한 개입 방안을 제공하는데 모종의 한계를 가지기 때문
이다. 따라서 로그프레임의 중앙 집중적 평가 방식은 모든 개발협력사업이 일련의 연속적인 체계로
이루어질 경우는 유용하지만, 현실에서는 불연속적으로 개발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는 보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어 왔다. 그 대안으로서 시민단체들은 탈분
권형 평가 방식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주로 변화이론(theory of change)을 사업 수행 단계에서 상정
한다41). 즉, 개발 합력 사업은 한 단계 이후 한 단계로 나아가고, 연속적인 단계별 접근으로 전개되기
보다는 현실에서는 매우 불연속적이고, 맥락적인 개입이 시의적절하게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평가 방식의 탈분권성(de-centralised approach)을 강조하는 모형이다.
로그프레임이 지나치게 완결된 구조로 엄격하게 수행된다면 문제는 개발협력 사업의 평가가 그
지표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교육개발협력사업은 모든 프로세
스에서 상위 수준과 하위 수준을 아우르는 중간 연결 다리(Middle Bridge)가 필요하다.42) 이것은
탁상공론식 개발협력 사업이 추진되는 것을 지양하고, 사업의 목적에 따라서 유연하고 성찰적 평가
프레임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역설하는 것이다.

❏ 변화 이론(Theory of Change)에 근거한 성과 평가 단계
ⅰ) 중장기 목표를 선정하라
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전 필수 조건을 명확하게 분석하고, 단계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업 진행의 진보와 퇴보를 역추적하는 후방 맵핑(backwards mapping) 작업을 수행하라.
ⅲ)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적재적소에 필요한 개입(interventions)과 지원책을 제시하라.
ⅳ) 각각의 선결 조건들을 향상시키고 개입 상황에 따른 성과 평가를 맥락적으로 수행하라.
ⅴ) 사업 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론과 서술식 양식보고를 작성하고 이것을 사업 추진 시 적극
적으로 활용하라.

DFID에서도 OECD DAC 기준을 준용하지만 엄격하게 활용하지 않는다. 오히려 평가에서는 이를
가이드라인 수준에서 활용하면서 개발협력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성과와 그 교훈을 성찰하여
추후 대외 원조 사업의 전달 체계를 고도화하는 것(systemic way of delivery)이 중요하다.
유사한 맥락에서 영국의 사례는 향후 개발협력 사업의 평가는 참여적 모델(participatory model)
41) DFID 및 ICAI 방문 조사･인터뷰(2013. 5. 1)
42) IOE 방문 조사･인터뷰(2013.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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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참여적 모델의 중요성은 근자에 논의된 새로운 이슈가 아니다.
개발협력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수원국의 시민단체와 공여국의 책임 기구가 공동으로 사업
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누차 강조되어 왔다. 문제는 ‘참여’를 누가 주도하고 명명하여
선도하는가이다. 수원국의 시민단체는 영국이라는 선진 공여국가가 참여적 모델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이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평가 프레임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지 오랫동안 갈등과 긴장
관계를 유지해 왔다. 참여적 모델이라는 개념 역시 공여국이 강요하고 압력을 행사하는 틀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수원국의 정부 기구 및 시민단체들은 점점 대외 원조를 제공하는 공여
국의 요구사항들이 늘어가면서 참여주체 간에 쌍방향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에 많은 난관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교육영역은 더욱 복잡하고 다층적인, 신중한 접근을 필요로 한다. 그야말로
지역 공동체와 학교 커뮤니티 단위의 의사결정(community level decision making)과 참여가 전
과정에서 필요하다. 여기서 교육 문제를 어떻게 공유하고 공감하여 협력하는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상위 정책 결정이 곧 학부모와 학생의 참여, 그들의 교육적 성장이라는 부분과 바로 연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적실한 방법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실제 교육 개발협력 사업의 집행 및
수행 단계에서는 수평적 참여를 얼마나 실질적으로 보장하는가가 관건이다.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순환적, 성찰적, 참여적 평가 모형 개발이 전 세계 공여국의 공통 과제라 할 수 있다.
넷째, 평가의 질 보장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이를 향상시키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영국의
평가 체제에서는 대외 원조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질적 수월성을 높이기 위해서 모니터링과
피드백 체계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인다. 아무리 훌륭한 사업 목적과 정책 방향이 중앙 차원에서
제시되었다 하더라도, 현실 차원에서 개발협력 사업은 이론과 개발도상국의 실제가 매우 다르기
때문에 끊임없는 모니터링과 개입이 필요하다. 또한 여전히 개발협력 분야에서 성과를 평가하는데
정확한 정보의 접근성 문제가 가장 큰 난관이자 이슈이다. 이는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모든 공여
기구들이 고민하는 사안이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서 실제로 양적 평가 기반의 경험적 실증 조사는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지점이다. 따라서 정보 자체가 부정확하고 신빙성이 낮은 경우에 이들에
대한 자체적인 모니터링이 계속 개입되어야 한다. 개도국 정부와 일할 때는 특히 이러한 난관을
인식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예컨대 남태평양 피지의 학교 사업을 평가함에 있어서, 피지는
중앙집중형 국가가 아니라 분권형 도서 국가이기 때문에 중앙 차원의 일관적인 로그프레임으로
평가를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평가에 있어서는 대부분 현장 중심의 질적
데이터를 획득하고 수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이것은 현장 중심 접근, 풀뿌리 마을
중심 접근을 취해야 가능한 구조이다. 따라서 최근에는 양적평가와 질적 평가를 함께 결합하면서
신뢰도가 높고 엄격한 데이터를 전방위로 구축(credible, rigorous data in a wide of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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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특히 평가에서 중요한 것은 질적인 현지 맥락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개입과 지원책을 마련해야 교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43). DFID는 평가를 통한 사업의
질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그 결과의 피드백이 또 다른 유관 사업 개발과 개선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로써 최종적으로 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다섯째, 성과 평가 선도국가인 영국의 동향에서 주목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국제기구 혹은 기타
공여국들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 그들과 소통하면서 성과 평가의 추이를 공유하는 것을 매우 중요
하다는 점이다. 즉 국제동향에 발맞춘 한국의 개발협력사업, 결국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2010년 OECD DAC에 정식으로 가입한 한국은 선진적인 대외 원조 체계를 갖추기 위해,
다른 공여국과 긴밀한 협조를 하고 글로벌 의사소통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성과 평가의 흐름을 선도하고 있는 영국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종합적으로 영국의 사례는
다음과 같은 교훈과 조언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다. 1) 모든 교육 개발협력 사업의 이익과 수혜는
결국 최종적으로 수혜국가 학습자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돌아가야 한다. 즉 마을 단위(village
level)까지 교육 사업의 과실이 나누어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의미의 교육적 발전이 도모
될 수 있도록 사업이 평가, 관리되어야 한다. 2) 교육 사업의 중장기적, 다면적 특성을 반영하여
수혜국 참여자들이 수평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인의식(ownership)을 강화할 수 있는 부가적
개입이 필요하다. 3) 교육 개발협력 사업의 최근 동향은 영향력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도출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는데 강조점을 둔다. OECD DAC의 평가 준거를 준용하되, 각 개발협력 사업이
긍정적인 성과와 영향력을 고도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4) 현재까지 교육 원조 사업에는
학교등록률을 높이기 위한 양적 투입(input)에 관심을 두어왔다면 이제는 여전히 개발도상국의
교육발전을 위해 학교 건립과 교과서 보급이 필수적이지만 학습자의 학습 성과를 높이는데 보다
높은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다. 일본 국제협력기구(JICA)
1) 성과평가 배경 및 목적
일본에서 ODA 사업에 대한 평가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최근 20년 이래로 전 세계
적인 흐름인 원조효과성에 대한 논의를 그 배경으로 한다. 이는 국가별로 세금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실제 의도한 세계적인 빈곤퇴치나 저개발국의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지를 확인하고자
43) ODI 방문 조사･인터뷰(2013.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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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점차 확대됨으로써 평가의 중요성이 강화되었다. 이와 더불어 수원국의 입장
에서도 공여국의 지원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현장에게 실현되고 있으며 지원의 결과가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파트너 국가로서의 주인의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가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었다(OECD, 2010a).
ODA의 측면에서 성과평가가 도입된 것은 World Bank가 70년대에서 80년대 중반 성과관리를
도입하면서부터다. 이는 1960년대 미국의 McNamara에 의해 국방예산에 도입된 후 존슨 대통령
재임 시 정부예산제도로 도입된 계획예산제를 ODA 정책에 도입한 것이다. 최초 예산이나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는데 차츰 사업을 시행하는 국가 및 본부의 정책결정자들에 의해
정책을 형성하는 과정에도 도입되었다. 이와 더불어 성과관리라는 측면에서 모니터링과 평가가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다44).
JICA에서는 OECD(1991)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 목적인 교훈을 통한 사업 개선 및 책무성 확보
를 JICA 평가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JICA(2010a)는 평가결과를 환류를 통해 의사결정 과정
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평가결과를 개선하고 사업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개선하기 위해 정보를 공개
하는 것을 평가의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와 더불어 실제적인 필요성에 의해 사업을 점검하고 효과
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즉, 평가라는 제도를 통해 사업 참여국으로 하여금 절
차에 따라 관련 자료를 보고 하도록 하며 사업 종료 시 평가가 시행된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둠으로
써 보다 나은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는 것 역시 평가의 중요한 목적이다.
일본의 경우 최근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ODA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평가를 통해 책무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 평가결과뿐만 아니라 평가과정을 투명
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평가가 활성화되고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45).

2) 성과평가 기관
일본에는 평가 내용에 따라서 MOFA(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일본 외무성)와
JICA가 세부 평가 목적과 차별적인 평가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MOFA는 ODA 정책의 계획 및 발
전 단계의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정책 및 프로그램 단계의 평가를 맡고 있고, JICA에서는 프로젝트
수행기관으로서 프로젝트 수준의 평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MOFA, 2012). 일본의 경우 공식적으로
평가를 담당하는 부서 이외에 여러 자문위원회를 두고 있다. JICA와 MOFA 양 기관 모두의 경우
44) JICA 방문 조사･인터뷰(2013. 9. 3).
45) JICA 방문 조사･인터뷰(2013.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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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자문위원회가 평가부서에 대한 전문적 조언을 담당하고 있다(OECD, 2010a). 두 기관 모두에서
평가부서의 기능적 독립성은 최대한 보장되어 있으며 MOFA의 경우 대략 ODA 전체 예산의
0.035%인 2.4백만 달러를 JICA의 경우 매년 ODA 예산의 0.96%인 10.8백만 달러를 평가에 투입
하고 있다(OECD, 2010a).

출처: OECD(2010:92)

[그림 Ⅲ-13] 일본의 성과평가 시행기관

하지만, 평가자문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 역할이 실질적으로 평가개선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JICA의 평가자문위원회에 소속된 인사와의 인터뷰에서는 평가
자문위원회가 형식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지적했다. 즉, 일본의 관(官) 우선주의적 행정문화에서
외부전문가들은 그 기관이 보다 전문적인 것 같이 보일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
했다46).
이와 더불어 JICA의 경우 해외사업부서들이 실질적으로 평가를 수행하는 주체일 경우가 많다.
프로젝트형 ODA의 경우 사전평가단계나 과정 평가단계에서 많은 역할을 한다(JICA, 2010a).

46) 일본 방문 조사 인터뷰(2013.9.3.)에서 나온 내용으로 명당 참여자의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로 자문위원회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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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과평가 원칙 및 핵심 준거
JICA가 성과평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지켜져야 하는 원칙으로 평가의 공정성과 독립성,
신뢰성, 원조대상국의 참여 및 평가 정보의 유용성으로 두고 있다. ODA 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제 3자에 의한 평가시행을 통한 평가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중요시되었다.
2002년의 MOFA 개혁을 위한 자문위원회 및 ODA 개혁을 위한 두 번째 회의에서 제안된 것으로 수원
국가의 참여와 다른 공여국 및 국제기구와의 조인트 평가의 중요성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사항이다(JICA, 2010a).
평가결과의 활용은 JICA의 평가의 중점사항으로 각 단계별로 이루어진 평가가 개별 프로젝트,
프로그램 및 JICA의 ODA 정책에 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주요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평가결과는 사업의 이해관계자들에게 환류되고 일반적 책무성을 위해
환류될 수 있다(JICA, 2010a). 평가결과는 의사결정 과정에 환류될 수 있는데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
을 집행할 것인지 여부와 사업을 어떻게 수정할 것인지가 결정될 수 있다. 또한 평가 과정에서 학습
된 내용들은 이해당사자들에게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각자가 맡은 바 역할을 진행하는 과정
에서 ODA를 개선할 수 있다. 일반적 책무성 차원에서는 평가는 사업의 목적, 의사결정과정, 사업에
대한 투자 및 결과의 공개를 가능케 한다.
JICA의 경우에도 평가 기준으로 OECD DAC에서 제시하는 5개 평가 기준인 적절성, 효과성, 효
율성, 영향력, 지속가능성을 차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5대 평가 기준은 평가의 각 단계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각 단계별로는 사전 평가의 경우 적절성이 중요하게 다루어지면, 과정평가시에는
적절성과 효과성 및 효율성이 중요하게 검토된다. 종료평가에서는 효과성과 영향력과 지속가능성이
중시되며, 사후평가에서는 OECD DAC의 모든 요소가 전반적으로 검토된다(JICA, 2010).

4) 성과평가 시스템
JICA는 평가를 개발협력 프로젝트의 질적 향상의 핵심 요소로 두고 평가를 매우 강조하고 있다.
평가 시스템에는 5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JICA, 2013a). 첫째, 프로그램을 PDCA
주기를 통해 지속적인 평가를 한다. 둘째, 일관성 있는 방법과 기준을 JICA가 진행하는 모든 카테
고리의 원조(기술개발협력, 유상원조, 무상원조)에 적용한다. 셋째, 주제별 평가를 통해 상호 교차
및 포괄적인 평가를 함으로써 기존 프로젝트로부터 교훈 및 제언을 차기 유사 프로젝트에 적용한다.
넷째, 평가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보장한다. 그리고 다섯째, 평가 결과를 적용한다. 이에 따른 JICA의
PDCA 절차는 아래의 그림에서와 같이 4단계로 나누어 1) 기획단계, 2) 실행단계, 3) 점검단계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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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반영단계로 설명할 수 있다.

출처: JICA(2013a).

[그림 Ⅲ-14] JICA PDCA 주기

PDCA 절차는 지속적인 사업의 개선을 위해 활용되는 핵심적인 과정 틀로서 유형(technical
assistance, ODA loans, grant aid)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에 활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원조 유형과
그 기간 및 규모에 따라 각 단계별로 규정된 모든 평가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일부만 진행될 수도
있다.

5) 성과평가 요소 및 영역
JICA에서는 평가의 도구로서 로그프레임을 가장 광범위하게 평가에 적용하고 있으며, 이 밖에
성과지표, 손익분석, 사회적 분석을 통하여 프로젝트의 효율성, 효과성 및 영향력을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하고 있다. 다음은 JICA에서 적용하고 있는 평가 도구에 대한 내용이다.
가) 로그프레임
로그프레임은 프로젝트의 전체를 보여주는 요약 표로서, JICA의 프로젝트 수준의 평가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도구 중 하나이다. 계획단계, 실행단계 및 프로젝트의 평가에 사용되는 방법
들은 로그프레임 접근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한다. 로그프레임은 논리 모형 이론을 기반으로, 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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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임의 4단계(전체 목표, 프로젝트 목적, 산출물, 산출물을 도출을 위한 활동들)는 원인과 결과로
각 단계별 관계를 설명하고, 지표의 형태로 예상되는 성과 및 목적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로그프
레임의 4단계 구성요소 및 예상물들을 통해 프로젝트의 목적, 목표 및 전체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알 수 있다(JICA, 2010a). 로그프레임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 서술식 양식보고(narrative summary): 전체목표(영향력) 및 장기적 개발 효과, 프로젝트의
목적(성과) 및 프로젝트의 직접적인 영향, 프로젝트에 따른 재화 및 용역(산출물), 산출물 생산을
위한 프로젝트의 활동들을 포함한다.
• 객관적 검증지표(objectively verifiable indicators): 객관적인 검증 가능 지표로서 전체적인
목적 달성을 측정하기 위한 기준, 프로젝트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준, 산출물 달성 측정을 위한
기준, 산출물을 창출하기 위해 사용되는 자원들 즉, 투입물을 포함한다.
• 검증수단(means of verification): 프로젝트 성과의 검증 수단으로서 지표의 데이터 출처 및
산출물을 창출하기 위해 사용되는 자원들이 해당한다.
• 중요가정(important assumption): 프로젝트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건, 프로젝트
목적 달성, 투입물 창출 및 프로젝트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외부적 요인들이 이에 해당된다.
나) 성과지표(performance indicators)
지표란 특정 현상을 명확히 나타내는 개념으로서, OECD DAC에서는 지표를 양적, 질적 요인 혹
은 성과물을 측정하는 변수라고 정의하고 있다(JICA, 2010a). 따라서 지표의 설정을 통해 목적 및
목표의 달성 정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지표의 설정은 프로젝트 평가의 두 목적인 프로
젝트의 발전과 책무성 향상과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다(JICA, 2010a). JICA에서는 사전평가에서
사후평가까지 지속적으로 성과지표를 사용하고. 지표설정의 기준으로는 1) 타당성, 2) 신뢰성, 3)
접근성이 있다. 유효성은 설정된 지표 데이터가 프로젝트 목적 달성을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 신뢰
성은 설정된 지표가 임의적인 수단 및 평가자에 의해서도 같은 결과를 낼 수 있는지 여부, 접근성에
서는 설정된 지표가 프로젝트로부터의 접근성이 쉬운지 여부 기준으로 두고 있다. 구성요소는 다음
과 같다.
• 운용지표(operation indicators): 프로젝트의 운영적 측면의 양적인 측정을 위한 지표
• 효과지표(effect indicators): 프로젝트 효과의 양적인 측정을 위한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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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손익 분석
손익분석은 프로젝트의 비용 효과성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측정된 금액과 프로젝트 수행의 이점들
과의 금전적 가치를 비교한다. 손익분석은 주로 유상원조 프로젝트에 적용된다. 손익분석 지표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 순현재가치법(net present value): 프로젝트 및 프로젝트에 쓰인 현금유출로부터 발생된 총
현금유입을 말하는 것으로 프로젝트에 투입된 것에 비하여 확보한 현재의 가치 정도를 말한다.
현재 가치가 0보다 높다면, 프로젝트는 투자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 내부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 두 가지 종류의 내부수익률이 있는데 첫째는 financial
internal rate of return으로 프로젝트의 재정적 이익인 프로젝트의 수입으로서의 현금유입,
둘째는 economic internal rate of return으로 프로젝트로 인한 내부 경제에 미치는 이익의
기여가 있다.
라) 사회적 분석
사회적 분석은 개발 정책, 프로그램, 프로젝트의 사회적 측면들의 연구와 분석 등 전반을 다룬다.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의 주기의 어느 단계에서든지 사회적 면들은 사회적 분석의 대상이
되며, 개발원조의 평가에서 사용되는 사회적 분석의 경우에는 대체로 사회적 분석, 외부적인 개발
프로그램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내용이다. World Bank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빈곤과 사회 영향력
분석이라 일컫는다(JICA, 2010a). 실제 유상원조 프로젝트에 적용된 사회적 분석의 경우에는 주로
효과 및 영향력에 관한 것이며, 유상원조 프로젝트의 수혜국 설문지에 의해 이뤄진다. 사회적 분석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 단순 양적분석: 공식적인 틀을 갖춘 설문지로서 질문 및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되며 표본 수혜
국에 해당된다. 결과는 간단한 통계(평균 가치 및 변화량)으로 나타낸다.
• 단순 질적분석: 설문지 및 인터뷰를 하지만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진행되며, 포커스 그룹의
논의되는데 수혜국 중 몇 그룹에만 진행된다.
앞서 원조 기관의 통합에 따라 탄생한 NEW JICA의 개요 및 평가 도구의 주 특징을 보았다면,
지금부터 JICA의 개별 프로젝트 평가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JICA는 프로젝트의 규모에 따라
외부 전문가 및 JICA의 해외부서의 내부 평가가 진행되며, JICA는 기술협력 및 유･무상 원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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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된 평가 방법을 적용해왔다(JICA, 2012). 선정된 세 가지 사례의 특징으로는 비교적 최근에
진행된 교육분야 프로젝트의 사후 평가라는 점이고, JICA의 평가 기준에 따라 모두 외부 평가자에
의해 진행되었다.

6) 성과평가 사업 실제
가) Shaanxi 고등교육 프로젝트(유상원조 사업) 사후평가47)
JICA의 사례 중, 유상원조 프로젝트 사업 중 중국의 Shaanxi 지역의 양적, 질적 교육 수준 향상을
위한 건물 건축, 교육 자재 정비, 교사 교육을 실시한 프로젝트성 사업에 대한 사후 평가 내용을 정리한
내용이다. JICA에서는 유상원조 프로젝트에만 지표설정 및 손익분석이라는 평가 도구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사례를 분석함으로서 JICA의 평가 도구의 실제 적용여부에 대해 알 수 있었다.
본 사후 평가의 목적은 구체적으로 명시한 바는 없지만, OECD DAC의 5대 평가 기준인 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영향력,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하였고, 세부 평가항목은 다음의 표와 같다.
본 평가에는 JICA에서 유상원조 프로젝트에만 적용되는 세부 기준들이 모두 적용되었는데, 이는
양적효과의 운영 및 효과 지표로부터의 결과 및 내부 수익률이 이에 해당한다. 본 평가는 일본의
평가 결과에 따른 등급 결정 시스템에 따라 A48)를 받았다.
<표 Ⅲ-32> JICA 사례 1: 세부 평가항목
기준

세부 기준

rating49)

적절성

∙ 중국 정부의 발전 계획과의 적절성
∙ 중국 정부의 발전 요구에 따른 적절성
∙ 일본 ODA 정책에 따른 적절성

③

효율성

∙ 프로젝트의 산출물
∙ 프로젝트의 투입물
∙ 프로젝트의 기간

②

효과성

양적
효과

∙ 운영 및 효과 지표로부터의 결과
- 16개의 대상 대학교에서의 학생 수 증가
- 학생 한 명당 차지하는 건물 바닥 공간의 차이
- 한 학생당 교육적 장비 구축 정도
- 지방의 교사 훈련 센터로 보내진 학생 수
∙ 내부 수익률

질적
효과

∙ 교육
∙ 대학
∙ 대상
∙ 대상

③

및 연구활동에 부합한 교육 환경
직원의 능력 개발 정도
대학교들의 타 학교와의 합병 또는 발전 정도
대학 입학 시험을 통과한 학생들의 질적 수준

47) 본 사례는 “Ex-post evaluation of Japanese ODA loan project: Shaanxi Higher Education Projec (JICA, 2011a)”의 내용을 정리･분석함.
48) A: 매우 만족, B: 만족, C: 약간 만족, D: 불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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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영향력

세부 기준
의도된
영향력

∙ Shaanxi 지역의 인간 자원 개발 및 산업 자원 개발에 기여
∙ 일본과 중국 사이의 이해 제고 정도
∙ Shaanxi 지역의 고등교육 프로젝트의 다른 산출물 정도

다른
영향력

∙ 자연 환경적 영향
∙ 토지 취득 및 합의

∙ 구조적 측면의 운영 및 유지
∙ 기술척 측면의 운영 및 유지
지속 가능성
∙ 재정적 측면의 운영 및 유지
∙ 운영 및 유지의 현재 상황

rating50)

-

③

본 평가는 공여국의 제3의 기관으로 국제 개발협력 전문가 1명이 진행하였다. 평가 기간은 2010년
12월에서 2011년 10월로 약 11개월 정도로 진행되었고 현장 조사는 2011년 2월 27일에서 3월 19일,
2011년 6월 11일에서 17일까지 진행되었다. 공여기관과 관계없는 외부 평가자가 평가를 함으로서
프로젝트 평가의 공정성은 확보할 수 있었으나, 한 명이 진행한 평가이기에 공동 평가가 아니었다는
점은 이 평가의 신뢰도에 대한 의심을 하게 한다. 또한 평가 절차나 평가 방법을 자세히 기술하지
않아 체계적인 평가 과정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
대상이 된 대학교의 건물, 기자재 건축 및 정비와 교사 훈련을 통해 Shanxi 지역의 양적,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했던 사업으로 중국의 개발 계획과 일본의 정책이 적절히 일치했다는 평가를 받
았고, 효과성 측면에서도 계획대로 성과를 얻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프로젝트의 비용 및 기간이
기존 계획보다 길어졌지만, 이 또한 계획보다 초과된 비용은 초과된 만큼의 성과를 냈기 때문에 결과
적으로 프로젝트의 효율성에서 적정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상 학교에서 학생 수가 증가하고, 학교
건물의 확장으로 학생들의 교육적, 연구 환경이 개선되었으며 지속성 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본 평가 보고서에서에 나타난 제언 사항은 프로젝트 수행기관에 대한 제언 사항, JICA에 대한 제언
사항으로 나누어 작성되었다. 수행기관에는 Shaanxi 지방의 경험 및 노하우를 공유하는 기회를 제공
하고 고등 교육분야의 타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서 프로젝트의 운영 능력을 향상 시켜야 한다고 하였
다. JICA에는 대상 대학 간의 공유 부족을 문제점으로 보고, 프로젝트의 실행 후 나타나는 프로젝
트의 긍/부정적인 여파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자료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

49) ①: Low, ②: Fair, ③: High
50) ①: Low, ②: Fair, ③: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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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Gadjah Mada 대학교 발전 프로젝트 유상 원조 프로젝트 사후 평가51)
JICA의 두 번째 사례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위치한 Gadjah Mada 대학의 교육 및 양질의
연구 활동 향상 및 확대를 목적으로 학교 내 건축 및 장비 보완, 의학 및 농업 학부의 교수진의 강화
하여 궁극적으로는 지역 및 국내 경제에 기여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일본의 유상
원조 프로젝트의 사후 평가이다. 본 프로젝트는 효율성 및 지속가능성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관계로
일본 등급 시스템에 따라 총점 B점을 받았다. 그러나 JICA에서 제시한 평가 기준 및 평가 도구가
적절히 적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프로젝트의 평가 또한 앞서 다룬 두 가지의 예와 마찬가지로
DAC의 다섯 가지 기준을 차용하되, 세부 항목을 제시하여 프로그램 평가를 하고 있다. 세부항목은
다음과 같다.
<표 Ⅲ-33> JICA 사례 2: 세부 평가항목
기준

세부 기준

Rating

적절성

∙ 인도네시아 정부의 발전 계획과의 적절성
∙ 인도네시아 정부의 발전 요구에 따른 적절성
∙ 일본 ODA 정책에 따른 적절성

③

효율성

∙ 프로젝트의 산출물
∙ 프로젝트의 투입물
- 프로젝트의 비용
- 프로젝트의 기간

②

효과성

∙ 양적 효과
- 운영 및 효과 지표로부터의 결과
- 내부수익률 결과
∙ 질적 효과
- 시설의 만족도(수혜국 설문지)
- 협력 프로그램(Fellowship programe) 달성물

③

영향력

∙ 의도된 영향
- 지역 사회 및 경제에 미친 기여도
- 일본 대학과 수혜 대학의 국제화의 협력 강화를 위한 기여도
∙ 다른 영향력
- 자연 환경적 영향
- 토지 취득 및 합의

-

∙ 구조적 측면의 운영 및 유지
∙ 기술적 측면의 운영 및 유지
∙ 재정적 측면의 운영 및 유지
∙ 운영 및 유지의 현재 상황

②

지속가능성

본 평가는 제 3의 기관 평가로 ‘OPMAC Cooperation’에서 진행하였고, 평가 연구 기간은 2010년
51) 본 사례는 “Ex-post Evaluation of Japanese ODA loan project: Gadjah Mada university development project(2011b)”의 내용을 정리･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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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에서 2011년 10월까지 진행되었으며, 현장 조사연구는 2011년 3월 19일에서 4월 3일까지, 2011년
5월 22일에서 5월 28일까지 진행되었다. JICA 2011 연차보고서에 의하면, JICA에서 사후평가 보고
서의 경우, 프로젝트 종료 후 3년이 지나기 전에 진행하는 것으로 제시된 바, 이 프로젝트의 사후
평가 시기는 프로젝트 종료 후 2년차에 진행되었다. 보고서에 명시된 평가 연구에 개요에 의하면
평가단은 제 3의 기관으로 구성되었으나 자세한 정보가 없는 것이 아쉬움이 남는다.
앞서 제시한 세부 항목별로 이번 프로젝트의 평가를 다시 보자면, 이 프로젝트는 적절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는 사후 평가가 진행되던 시기에 인도네시아의 국제개발정책에서 교육을
주요 11개 이슈 중 2번째로 중요한 이슈로 강조한 것을 명시함으로서 인도네시아의 발전 정책과의
적절성을 보여주고 있다. 계획된 산출물과 실제 산출물을 비교하여 알아본 효율성 측면에서도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나, 프로젝트의 기간이 미뤄진 이유로 조금 낮은 평가를 받았다. 기간이 미뤄진
사유로는 2006년에 있었던 지진으로 인한 손해 및 일본 정부로부터 몇 장비를 인도네시아로 보내는
것에 있어 긴 심사과정을 거친 것을 사유로 뽑았다. 양적, 질적 효과성 측면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은 바 있는데, 입학에서 졸업까지의 시간 단축 및 학생 및 졸업생 수의 증가를 기준으로 양적인
측면을 평가하였고, 현장 조사 기간을 통해 137명의 학생과 74명의 강사들로부터 설문지를 통해
질적 성과를 조사하였다. 이 밖에 협력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학위를 수여한 25명의 강사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프로젝트의 좋은 평을 받았다. 그러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장비의 결함 및 수리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었고, 실험실과 연구실간의 의사소통 문제 등이 생긴 것으로 지속가능성에 대해
서는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를 통해 JICA는 이번 평가를 통해 인터뷰 및 설문지 조사를 통해 양적
성과 외에 질적 성과를 얻기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
본 평가 보고서에서 제시한 수행기관에 대한 제언으로는 재정이 허락하는 한, 물품의 사용 여부
및 사유에 대해 파악한 조사가 이뤄져서 프로젝트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언했으며,
더불어 앞서 제시된 의사소통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JICA에 대한 제언 또한 장비의 결함 및 수리와
관련하여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본 보고서에서는 최종적으로 기존의 프로젝트 범위와 실제 프로젝트 범위를 비교함으로서 프로
젝트의 목표 달성 정도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하였다.
다) 초등학교 및 중학교 건축 프로젝트(무상 사업) 사후 평가52)
JICA의 세 번째 사례는 1999년 동티모르 사태 이후 훼손된 초등학교의 재건 프로젝트에 대한
52) 본 사례는 “Simplified Ex-Post Evaluation for Grant Aid Project: The Project for Construction of Primary Schools and Junior High
Schools(JICA, 2010b)”의 내용을 정리･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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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평가이다. 평가 대상이 된 프로젝트는 초, 중등 수준의 시설 건립 및 보수를 통해 통합된 초중
등 학교를 마련하고, 더불어 교육 환경을 향상시키는데 프로젝트의 목적이 있다. 본 평가 보고서에
서는 일본의 평가 등급 시스템에 따른 등급이 명시되지 않아, 시스템의 적용 여부를 알 수 없었다.
앞의 사례와 같이 평가의 목적에 대한 명시는 없었지만, OECD DAC의 5개 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가 진행되었다. 평가에 적용된 세부 평가 항목은 다음과 같다.
<표 Ⅲ-34> JICA 사례 3: 세부 평가항목
기준

세부 기준

적절성

∙ 동티모르 정부의 개발 계획과의 적절성
∙ 동티모르 정부의 발전 니즈에 따른 적절성
∙ 일본 ODA 정책에 따른 적절성

효율성

∙ 프로젝트의 산출물
∙ 프로젝트의 비용
∙ 프로젝트의 기간

효과성

∙ 양적 효과
∙ 질적 효과

영향력

∙ 자연 환경적 영향
∙ 토지 취득 및 합의
∙ 의도되지 않은 긍, 부정적 영향

지속가능성

∙ 구조적 측면의 운영 및 유지
∙ 기술적 측면의 운영 및 유지
∙ 재정적 측면의 운영 및 유지
∙ 운영 및 유지의 현재 상황

평가단은 한 개의 외부 기관에서 두 명의 평가자가 평가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체적인
평가단에 대한 기술은 명확히 제시된 바 없다. 앞의 사례와 같이 평가의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언급된 바 없고, 평가 연구의 기간(2010년 2월–12월)만이 제시되어 있다. JICA 2011 연차보고서에
수록된 JICA의 사후 평가 시기 기준에 따르면 무상 원조의 프로젝트의 사후 평가의 경우, 프로젝트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3년 안에 사후평가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본 프로젝트의 종료 기간이 2006년
2월로 명시되어 있고 평가 연구는 2010년으로 기록된 바, JICA에서 제시한 기준보다 1년이 늦은
것으로 보인다.
평가단은 종합적으로 초, 중등학교의 건축 및 시설 구축 면에서는 계획된 대로 프로젝트가 진행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동티모르의 발전 계획 및 요구에 따른 프로젝트의 적절성은 높게 평가하였고,
효율성 측면에서는 계획보다 적은 비용으로 적정한 기간 안에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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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의 측면에서는 학교 스스로 학교 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맡았으나 운영 및 관리만 전담하는
직원이 없는 것과 더불어 현 상황에서 학교 시설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불가능하여 평가하기
어렵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 결과는 사후 평가의 어려움과 동시에 개발협력 사업의 영향력이나 지속가능성 확보의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다. 영향력과 지속가능성은 종료 평가보다는 사후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부각할 때에 최소 교육분야 개발협력 사업을 기획할 시점부터 영향력과 지속
가능성의 증대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과 관리, 모니터링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함을 보여준다. 또한
사후 평가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사후 평가 시점까지의 체계적인 자료 수집과 공유가 필요
함을 보여준다. 또한 평가 자료를 기반으로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평가 항목에 향후
사업과 정책에 대한 제언을 포함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7) 성과평가 과제 및 시사점
일본은 2008년 유상과 무상원조를 통합함으로써 New JICA라는 조직으로 출범하였다. 기본의
JICA의 기술협력, JBIC의 유상원조 및 외무성에서 진행해오던 무상원조를 흡수하여 ODA 사업의
집행과 평가를 시행하는 기관으로 서립되었다(홍재환, 김태균, 2012). ODA 사업 참여의 긴 역사성과
평가 조직 및 규모를 고려할 때 분명 JICA의 평가시스템은 잘 구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일본의 성과평가 동향과 일본 방문 조사를 통해 진행된 인터뷰를 바탕으로 한국의 성과평가
체제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평가는 사업과정 전반에 걸쳐 이루어져야 한다. JICA의 성과평가는 기본적으로 PDCA
(Plan, Do, Check, and Action; 계획, 실행, 점검, 행동) 주기에 일치하여 실시된다. 계획단계
(Plan)에서는 사전평가가 이루어지며, 실행단계(Do)에서는 중간리뷰, 종료평가가 이루어지며 점검
단계(Check)에서는 사후평가와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며, 행동단계(Action)에서는 환류가 이루어진다.
모니터링은 통상적으로 사업부서나 해외 사무소 등이 사업과정 전반에 걸쳐 진행하는 데 평가의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평가와 상호보완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실제로 프로젝트의 PDCA라는 것은
프로젝트의 계획에서 시작하여 시행단계 전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평가가 사후적으로만 실시되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의 전 과정에서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특히, 교육분야의 경우 사후적인 평가를 위해 설정되어야 하는 목표가 때론 모호할 수 있고 사업의
목표가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업이 완료된 이후 종결평가나 사후
평가를 통해 사업의 개선이 이루어지기 힘든 경우가 많다. 어떤 측면에서는 사전평가가 내실화되어
교육ODA 사업들이 수원국의 맥락과 상황에 맞게 계획단계에서 수정될 때 사업의 효과성을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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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일 수 있다53).
두 번째, 평가의 핵심으로 인식되고 있는 평가환류가 내실화되어야 한다. 최근 평가결과의 환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JICA의 경우 평가결과가 JICA의 평가 가이드라인에 영향을 주었으며,
JICA 직원들의 역량 개발을 통해 새로운 사업을 기획할 때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이뿐만 아니라
사업 진행 대상 국가인 수원국과의 평가결과 공유를 통해 수원국과의 협력관계 역시 증진시키고 있다.
세 번째로는 평가기관의 역량에 맞는 평가방법과 평가의 진정한 목적을 달성하는 평가방법을 시행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영향평가 등을 위해 엄밀한 연구방법론을 사용(이중차분법, 실
험설계, 등)하여 프로젝트의 성과를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선진국 또는 경제분
야 국제기구에서 강조하고 있는 영향평가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비록 2011년에
“Impact Evaluation of Third Elementary Education Project in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2011c)”와 같은 영향평가가 일부 진행되긴 했지만 투자되는 비용과 시간에 비해 교육
ODA 개선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54).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가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분명히 정해지고 그것을 평가가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다. 또한 평가결과의 실제적 의미를 분석
하고 이를 다음 프로젝트나 프로그램 등에 활용함으로써 ODA의 효과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하
지만, 일본에서 이루어진 영향평가는 보다 나은 평가방법으로 도입되기 보다는 다른 선진국들이 사
용하는 것을 벤치마킹하여 도입한 경향이 높다. 이에 따라 준비나 역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향
평가를 시행함으로써 ‘숫자’에 사로잡혀 통계적 유의미성이 있다 여부를 밝히는 데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즉, 평가의 실제 목적과는 달리 활용됨에 따라 영향평가는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하다.
최근 평가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평가가 그 진정한 의미로 활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과거
ODA 사업들이 여러 분야에서 원조 피로감(ODA fatigue)라고 불릴 정도로 산발적으로 진행되었고
투자되는 돈에 비해 효과적이지 않다는 비난을 극복하고자 평가시스템이 강화되었지만 실제로는 평
가를 시행했다는 점 그 자체를 위해 평가가 진행되는 경향이 있었다. 말하자면 평가를 위한 평가인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높은 수준의 평가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평가결과의 질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평가의 목적에 맞는 평가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번째로 평가를 통한 학습이 강조되어야 한다. 좋은 평가는 평가관련자들의 역량에 의해 결정
된다. 일본의 경우 교육분야의 프로젝트 시행 시 타 기관과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필리핀에서
진행된 ‘Tertiary Elementary Education Project’의 경우에 JICA, Word Bank, 필리핀 정부가
53) JICA 및 JICA RI 방문 조사･인터뷰(2013. 9. 3).
54) JICA RI 방문 조사･인터뷰(2013.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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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출자하여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밖에 많은 프로젝트 들이 국제기구 혹은 타국가와 함께 진행하
였다. 이러한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를 시행할 때 JICA는 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평가과정에 대한
노하우를 학습하면서 평가시스템을 개선시켜왔다. 즉, 평가를 통해 실제 사업의 개선에 미치는
측면도 중요하지만 평가는 관련자들의 역량을 강화해주기도 한다.
다섯 번째로, 일본 방문 조사 인터뷰를 통해 얻어진 교훈으로 평가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탕
으로 평가가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평가의 진정한 의미는 ODA 사업이 궁극적인 목표인 저개발
국가의 빈곤퇴치나 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느냐로 판단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연역적 접근
(국가발전-sector 목표-project 목표-evaluation)이 필요하다. 연역적 접근은 평가에 대한 이론적
모형이나 로그프레임이 분명하게 존재할 때 가능한 데 많은 경우 목표설정과정이 생략되는 경우가
많다. 항상 평가를 통해 무엇을 진정으로 알고 싶은지를 확인해야 한다.
교육분야의 경우 이러한 연역적 접근을 위한 목표설정이 매우 복잡한 경우가 많다. 예컨대, 교육
인력 양성을 통해 근대적 경제를 건설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지 교사교육을 강화하고
학교를 많이 건설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교사훈련, 교육과정, 학교운영 전반에 걸친 지원이 필요
하다. 이렇듯 교육분야의 진정한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젝트가 연결되어 실시되는 경우
가 많다. 이런 경우 프로젝트 단위의 평가는 평가의 진정한 의미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가 많다. 적
어도 교육분야에서는 프로그램이나 섹터 단위의 평가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도 항상 평가의 근본
목적인 사업의 개선에 비추어 평가의 설계, 진행 및 환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일본 방문시 인터뷰를 진행한 일부 전문가들은 교육분야의 특화된 평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어떤 ODA 영역이든 간에 평가는 ODA 프로젝트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얼마나
성취하였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으로 미진한 부분을 개선함으로써 ODA 프로젝트를 더욱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육분야를 위해 독립적인 평가기준이나 체제가
필요한 것 같지는 않다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그러한 입장을 가진 전문가들 역시 교육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평가기준의 적용을
유연하게 조정하고 평가의 초점을 다른 영역과는 다소 다르게 할 필요성은 인정하였다. 특히, 교육
분야의 경우 ODA 프로젝트 효과가 단기적으로 나타나기 힘들고 프로젝트의 효과가 다소 복잡한
로직 모델을 따를 수 있다고 대답하였다(교사 교육 → 교사역량 ↑→ 학생의 학습성과↑). 또한 교
육ODA가 ODA 목표인 빈곤퇴치와 사회발전을 달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과를 정확하게 측
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생각했다. 이런 점에서 평가이전에 교육분야 ODA의 원칙과 목표가 사전
에 명시적으로 설정되어야 성과측정을 올바르게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의 교육ODA에 대한 국가 수준의 거시 목적이 분명하게 설정될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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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본의 경우 교육 영역의 ODA 사업의 목표로 “기본적인 인권으로서의 교육(기초 교육)”, “사
회, 경제적 발전에 기여하는 교육(TVET과 고등교육)” 및 “공생의 다문화 사회를 위한 상호이해의
촉진”을 삼고 있다. JICA의 경우 교육분야 ODA 사업을 진행할 때 어떤 세부영역(유아, 기초, 중
등, 고등, TVET 또는 비정규 교육)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
다. 비록 개별국가의 특성에 따라 다소간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일본의 교육분야 ODA는
기초교육의 중추적 토대로서 초･중등교육 위주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방향성을 기저에 깔고 있다.
특히, 교육의 기회가 열악한 여아, 소수민족 및 장애아동들에 대한 교육을 중요시한다. 지원 내용
으로는 훈련을 통한 교사 역량강화, 지역참여를 통한 학교관리 시스템 구축, 지역 계약자들에 의한
학교시설 건축과 중앙 및 지역의 교육행정가들의 역량 제고를 강조한다. 단, 수원국 중 일정 정도
의 교육기회 확대가 이루어진 국가들에 대해서는 초중등 교육 이후 단계의 인재 육성을 위한 발전
적 도약을 도모하고자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을 실시한다. 이러한 큰 틀 안에서 일본에서의 교육
ODA는 추진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의 경우에도 앞으로 교육ODA의 주요 원칙과 큰 목
적들이 확립되어야 한다.

3 종합비교 및 시사점
본 장에서는 교육개발협력 성과평가 사례를 국제기구와 국가별 원조기관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분석기준으로는 성과평가 배경 및 목적, 체제, 성과평가 요소 및 영역, 성과평가 실제, 과제 및 시사
점을 각 공여 주체마다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이를 하나의 표로 간결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표 Ⅲ-35> 국제기구 및 국가별 원조기관 비교분석
구분

배경 및 목적
∙ 원조 정책과 사업을 개선
∙ 평가 결과를 공함으로써 관련
기관의 책무성 강화

국제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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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체제

평가요소 및 영역

∙ OECD DAC가 평가 원칙 제정
및 평가 담당
∙ 개발 기관 자체 평가 시스템
관리 원칙 발표(1998)

∙ 동료 검토 및 측정을 위한 작업
도구틀 개발(2006)
∙ 평화구축 및 인도적 지원 활동에
대한 평가 가이드라인
제시(1998~2012)
∙ 적절성, 효과성, 효율성, 영향력,
지속가능성의 5가지 기준 제시
∙ 평가 품질 개선을 위한 평가 품질
기준 제시(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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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배경 및 목적

체제

평가요소 및 영역

∙ 정책, 프로그램, 사업 등의
∙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IEG가
∙ 사업의 목표, 개발 효과성,
객관적 측정을 평가라 정의함
World Bank 사업에 대한 업무 효율성, 영향성, 지속가능성을
∙ 기관의 책무성과 교훈을
점검 및 평가 수행
평가 기준으로 함
World 목적으로 함
∙ IEG의 평가 결과는 World Bank ∙ 성과 평가 모형: 성과
프레임워크와 로그프레임
Bank ∙ 성과 기반 평가(Result-based)를 이사회로 직접 보고
∙ ICR review, 글로벌 프로그램
원칙으로 진행함
평가, 사업 수행 평가, 영향 평가
등의 보고서 발간

ADB

국별
원조
기관

∙ 독립적, 체계적으로 기관의 성과 ∙ 독립 평가 부서인 IED
∙ 평가 결과의 층위는 기업
평가 관리, 평가 교훈 및 피드백 신설(1978)
법인형, 국가형, 프로젝트/
체제 구축: 개발효과성 향상의 ∙ IED는 행동의 자율성, 조직의
프로그램형 등으로 나눔
독립성, 외부 영향력 차단,
목적
∙ 성과 프레임워크, 로드맵 구성,
이해관계 충돌 경계의 독립평가 DMF로 나뉨
∙ IED가 평가의 일관성과 질
기조를 택함
∙ 성과 프레임워크는 연관성, 책임,
향상을 위해 평가의 원칙 및
결과 지향성을, DMF는 영향력,
가이드라인 발간
∙ 이해관계자와의 조정을 위하여
성과, 산출, 활동 등의 평가 기준을
순환적 평가 모형 채택
택함

∙ 평가는 사업의 특징과 성과물에
대한 정보를 수집,
분석함으로써, 차기 사업을 위한
정보와 사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근거 제시하기 위함임
∙ 사업 책무성을 다하고 평가
USAID
작업을 통해 교훈을 얻는데 그
목적이 있음

∙ Evaluation Policy 출간(2011)
∙ 모든 프로그램에서 3%의
예산을 평가에 할당하도록 함
∙ 평가에 외부 전문가가 반드시
배정되도록 함
∙ USAID 내 지역 사무실과
PPL/LER55)에서 평가담당
∙ 편견의 최소화, 프로그램설계
과정에서 평가의 통합, 적절한
평가 방법 선택, 지역의 역량
강화, 투명성을 평가 단계에서
고려

∙ 프로그램 효과성 및 영향력
증대, 개발 프로그램의 신뢰성
증대에 의의를 둠
∙ 평가 목적은 책무성 강화 및
교훈 도출에 둠
DFID

∙ 모든 사업에 평가 담당자가
∙ ICAI의 자체 평가 프레임워크
배정됨
개발
∙ 100명 이상의 직원이 평가 전담 ∙ 성과 프레임워크 와 로그프레임
∙ 독립된 평가 기구인 ICAI 설립
사용
(2011)
∙ DFID와 ICAI는 평가 영역에서
서로 조율과 조정과정 거침
∙ 평가 종류는 시기, 절차, 주제에
따라 분류함

JICA

∙ 변화이론에 근거하여 성과
프레임워크와 로그프레임 사용

∙ ‘교훈’과 ‘책무성’이라는 OECD ∙ MOFA: 정책의 계획, 프로그램 ∙ 로그프레임, 지표, 손익 분석,
DAC의 목적을 기반으로 함
단계 평가 전담/JICA: 프로젝트 사회적 분석 등을 성과 평가 틀로
∙ JICA의 자체 목적:평가를 통한
수준의 평가 전담
사용
프로젝트 운영 및
∙ JICA 평가 절자는 진행 중
관리/프로젝트 평가를 통한
프로젝트의 현황 파악/DAC
추후 프로젝트의 효과성, 효율성 평가 기준에 따른 점검/교훈,
증대/ 프로젝트의 투명성 및
제언을 다음 단계에 적용하는
책무성 확보
세 가지 단계로 구성

55) Bureau for Policy, Planning and Learning, Office of Learning, Evaluation and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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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교육개발협력 성과평가 동향 및 특성 분석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교육분야 개발협력 성과
평가와 관련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교육분야 개발협력 사업 성과평가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은 국제기구와 국가별 원조기관
구분 없이 OECD DAC의 일반화된 성과평가 기준을 유사 혹은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분야에 관계없이 이미 대부분의 개발협력 사업에 적용되고 있는 성과평가 기준이 제시된 상황에서는
체계적으로 그 기준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활용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교육분야 개발협력 사업의 경우, 성과평가를 실시하기에는 타 사업 분야에 비해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회임기간이 길고, 사람에 대한 투자인 만큼 계량적, 정량적인 평가가 용이하지 않은 측면이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보다 적합한 기준 적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평가 프레임워크, 가이드라인의 세분화와 핵심(세부) 성과평가 지표의 지속적인 개발과
보완이다. 국제기구와 국별 원조기관 모두 오랜 시간에 걸쳐 평가 성과평가 프레임워크와 가이드라
인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다. 변화 및 개선과정에 대한 보다 상세한 대처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의
교육분야 개발협력 사업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 특히, 평가를 위한 준비, 실행, 활용 등 전 과정에
대한 세밀한 관찰을 통해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유사하거나 동일하지만 국제기구별, 공여국 원조기관별로 차별화 된 상세한 평가지표를 별도로
발굴하여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 평가지표와 더불어 우리나라 교육분야 개발협력 사업 평가에
필요한 지표를 별도로 개발, 도출하여 활용한다면 원조효과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국별협력전략 등 협력대상 국가의 개발수요에 기반을 둔 지원 및 사업발굴에 성과평가가 큰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구도)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평가방법, 기법 등 방법론의 개선과 발전이다. 국제기구와 선진공여국 원조기관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정성적･양적 성과평가 방법론과 더불어 보다 정치한 계량적･질적인 평가방법론을 도입
하여 적용하고 있다. 원조 및 개발효과성을 정밀하게 측정, 추정하여 신규사업 개발이나 기존 사업의
효과성 제고에 반영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기존의 평면적이며 양적 측면이
강조된 평가방법을 개선하여 심층분석과 질적인 측정이 가능한 다양한 계량방법론을 적용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다만, World Bank의 경우,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의 특성이 반영된 평가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개발협력 사업의 특성이 반영된 적절한 수준의 방법론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대부분의 개발협력 사업 평가 시 성과기반평가, 파급효과평가 등 원조효과성 증대를 위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에서 활용되는 방법론과 더불어 이를 실제 사업에 효과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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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할 수 있도록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넷째, 성과평가를 위한 별도의 기구, 조직을 설치, 분리하여 독립된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국제
기구와 국별 원조기관은 성과평가를 전담하는 별도의 기관 혹은 조직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는 공정하고, 효과적인 성과평가와 평가 결과 활용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발협력 전담기관인 KOICA, EDCF에서도 자체 조직 내 부서의 하나로 운영
하고 있어 독립된 조직으로 보기 어렵다. 별도의 평가 전문기관 설립이나 이와 대등한 수준으로
기존 평가부서의 분리 ･독립성을 고도화 할 필요가 있다. 점차 증가하는 평가수요를 고려할 때,
분야별 전문성을 가진 기관을 중심으로 평가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다섯째, 평가결과의 활용이다. 프로젝트 주기 혹은 프로그램 사업 추진 시 단계별로 평가결과가
환류되고 축적되어 사업수행 개선과 사업발굴에 활용되도록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교육분야 개발
협력 성과평가 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체계적으로 축적한다면 개발협력의 경험과 노하우가 효
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으며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평가가 효율적인 사업수행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수행에 따른 책무성 강화와 평가과정을 통해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을 위한 학습기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성과평가 과정 및
결과를 보다 확장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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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교육개발협력사업 성과평가에 대한
델파이 조사 결과 분석

이 장에서는 교육개발협력 성과평가에 대한 1, 2, 3차 델파이 조사 결과를 제시하였다. 1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교육개발협력사업 성과평가 모형의 전반적 개요라 할 수 있는 목적, 주체 및 수행자,
시기, 결과 활용 등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OECD DAC에서 제시한
5대 평가기준인 적절성, 효과성, 효율성, 지속가능성, 영향력을 평가하기 위해 각각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 및 항목이 들어가야 하는지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또한 OECD DAC 5대 평가기준을
“설계-집행-성과”의 단계별로 적용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각 단계별로 5대 기준의 우선
순위를 조사하였다.
1차 델파이 조사 결과는 구조적 코딩 방법(structural coding)을 활용하여 범주화하였고, 범주화된
응답내용에 대한 빈도수를 계산하였다. 그리고 2차 조사에서는 범주화한 응답내용을 빈도수 순으로
정리하였고, 빈도수가 2 이상인 항목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동의 정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3차 조사에서는 2차 조사와 동일한 항목에 대하여 전문가들이 자신의 의견을 수정할 수
있도록 2차와 마찬가지로 동의 정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서 조사 분석의 신뢰성과
타당도를 높일 수 있었다.

1 교육개발협력사업 성과평가 모형의 개요
가. 성과 평가의 목적
다음의 <표 Ⅳ-1>는 성과평가의 목적에 관한 델파이 조사 결과이다. 1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선 전문가들이 생각할 때 교육분야 성가평가의 목적은 ‘사업의 효과성 측정 및 개선 기여’라고 응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수원국의 수요와의 부합성 및 기여도 측정’이 주된 목적이라고
응답하고, 이어서 ‘사업의 책무성 측정’이 목적이라고 응답한 빈도 순으로 나타났다. 소수 응답 의견
으로 ‘양국간 파트너십 구축 유도’를 하기 위함이 성과 평가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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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 델파이 조사 결과(성과평가의 목적)
연번

내 용56)

1

2차 결과

3차 결과

t

df

5

-.440

25

0.801

4

-1.877

24

3.81

0.681

4

-.625

25

3

3.59

0.844

4

-.238

25

0.764

4

3.58

0.809

4

-.569

24

3.23

0.992

3

3.30

1.031

4

.296

25

2.88

0.927

3

2.89

0.847

3

.000

24

M

SD

Md

M

SD

Md

사업의 효과성 측정 및 개선에 기여함

4.65

0.689

5

4.63

0.565

2

수원국 수요와의 부합성 및 기여도 측정

4.04

1.076

4

4.11

3

사업의 책무성 측정

3.88

0.766

4

4

공여국 정책과의 부합성 및 기여도 측정

3.62

0.752

5

국제사회의 공동 목표 달성 정도 측정

3.60

6

양국간의 파트너십 구축 유도

7

공여국의 긍정적 여론 형성

2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업의 효과성 측정 및 개선에 기여함’에 대한 동의 정도가 4.6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수원국 수요와의 부합성 및 기여도 측정’에 대한 동의 정도가 4.04로
전문가들의 동의 정도가 높았다. 다음으로 ‘사업의 책무성 측정’, ‘공여국 정책과의 부합성 및 기여도
측정’, ‘국제사회의 공동 목표 달성 정도 측정’, ‘양국간의 파트너십 구축 유도’의 순으로 동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공여국의 긍정적 여론 형성’은 3점 이하로 동의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차 조사에서도 해당 항목의 우선순위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전문가들은 ‘사업의 효과성 측정’이나 ‘수원국 수요와의 부합성’
을 가장 중요한 교육개발협력사업 성과평가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보았다. 이에 비해서 공여국의
이익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동의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나. 성과평가의 주체 및 수행자
다음의 <표 Ⅳ-2>는 성과평가의 주체 및 수행자에 대한 델파이 조사 결과이다. 1차 델파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교육분야 전문가 역할 강조’를 응답한 빈도와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기타 전문가 참여 강조’ 응답한 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원국의 사업 참여자 및
전문가’나 ‘현지 전문가 및 지역전문가’, 그리고 ‘평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평가 방식과 관련해서는 점차 개발협력사업 성과 평가는 외부 평가가 강조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다.

56) 1차 델파이 조사 결과를 연구진이 범주화작업을 하여 통합하였으며 빈도수가 1인 의견은 제외한 결과임

152

한국의 교육개발협력사업 성과평가 모형 개발 연구

2차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육개발협력사업 성과평가의 주체에 대해서 ‘교육개발협력 전문가
(4.35)’, ‘교육분야 전문가(4.32)’, ‘현지 전문가 및 지역 전문가(4.08)’, ‘수원국 사업 참여자 및 전문가
(4.04)’의 역할과 참여에 관한 동의 정도가 평균 4.0 이상으로 높았다. 이러한 특성은 3차 조사
결과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동의 정도가 일부 수정되어 ‘교육분야 전문가’의 역할에
대한 동의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평가방식과 관련해서는 ‘자체평가 및 외부평가 동시 활용’에
대한 동의 정도가 4.54로 유일하게 평균 4.0 이상의 동의 정도를 나타냈다.
이상의 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전문가들은 교육개발협력사업에 관계하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성과평가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평가방식도 자체평가와 외부평가를 동시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높은 동의 정도를 나타냈다.
<표 Ⅳ-2> 델파이 조사 결과(성과평가의 주체 및 수행자)
분류

평가
주체

평가
방식

연번

내용

1

2차 결과

3차 결과

t

df

4.0

.371

24

0.712

4.0

-.700

25

4.11

0.801

4.0

.700

25

4.0

3.96

0.528

4.0

-1.281

24

0.977

3.5

3.93

0.917

4.0

-.328

25

3.85

0.732

4.0

3.78

0.751

4.0

-.700

25

평가 전문가 참여 강조

3.81

0.895

4.0

3.70

0.823

4.0

-1.364

25

8

교육분야 전문가와 개발협력
전문가 동등한 역할 부여

3.73

0.962

4.0

3.63

0.884

4.0

-1.000

25

9

공여국의 사업 참여자 참여 강조

3.62

0.898

4.0

3.63

0.792

4.0

.000

25

10

수원국 직접수혜자 참여 강조

3.54

1.029

4.0

3.59

0.931

4.0

.328

25

11

사업 성격에 따라 구성

3.50

1.208

4.0

3.52

0.935

4.0

.000

25

12

자체평가 및 외부평가 동시 활용

4.54

0.582

4.0

4.44

0.577

4.0

-1.364

25

13

외부평가 강조

3.88

0.952

5.0

3.89

0.847

4.0

-.372

25

14

자체평가 역량 강화 강조

3.50

0.860

3.0

3.56

0.847

3.0

.372

25

15

독립기관 설립 강조

3.15

1.255

4.0

3.04

1.224

4.0

-.768

25

M

SD

Md

M

SD

Md

교육분야 전문가 역할 강조

4.32

0.748

4.0

4.33

0.679

2

교육개발협력 전문가 역할 강조

4.35

0.689

4.0

4.26

3

수원국 사업 참여자 및 전문가
참여 강조

4.04

0.824

4.0

4

현지 전문가 및 지역 전문가 참여
강조

4.08

0.796

5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기타
전문가 참여 강조

3.92

6

개발협력 전문가 역할 강조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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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성과평가의 시기
다음의 <표 Ⅳ-3>는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교육분야의 개발협력 성과 평가는 어느 시기에
이루어져야 유의미하고 효과적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델파이 조사 결과이다. 1차 델파이 조사에서
전문가들은 사전평가, 중간평가, 종료평가, 사후 평가 가운데 사후 평가가 교육의 중장기적 개입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그 다음으로 ‘전 단계의 평가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네 단계의 평가 중 가장 높은 중요도를 나타낸 것은 사후평가, 사전평가, 종료평가, 중간평가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Ⅳ-3> 델파이 조사 결과(성과평가의 시기)
연번

내용

1

2차 결과

3차 결과

t

df

5.0

1.732

24

0.747

3.0

-1.281

23

3.41

1.118

3.0

-.569

24

3.5

3.33

0.832

3.0

-.327

23

4.0

3.22

0.934

3.0

-1.543

24

M

SD

Md

M

SD

Md

사후평가를 강조해야 함

4.52

0.653

5.0

4.70

0.609

2

중간평가 강조해야 함

3.56

0.870

4.0

3.41

3

전 단계가 동등하게 강조되어야 함

3.50

1.103

3.0

4

사전평가 강조해야 함

3.32

1.069

5

종료평가 강조해야 함

3.46

1.021

2차 델파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후평가를 강조해야 함’에 대한 전문가들의 동의 정도가 4.52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중간평가를 강조해야 함’, ‘전 단계가 동등하게 강조되어야 함’, ‘종료평가를
강조해야 함’, ‘사전평가를 강조해야 함’의 순으로 동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차 델파이
조사에서도 ‘사후평가를 강조해야 함’이 가장 높은 동의 정도를 나타냈고, 특히 동의 정도가 4.70으로
상승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전문가들은 교육개발협력 사업의 평가시기에 있어서 ‘사후평가’를
가장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른 조사 항목과는 다르게 평가시기와 관련된 항목은
사후평가를 제외하고는 전문가들의 1, 2, 3차 델파이 조사 결과가 상이하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평가의 목적이나 활용에 대해서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보인다.

라. 성과평가 결과의 활용
다음의 <표 Ⅳ-4>는 성과평가 결과의 활용에 대한 델파이 조사 결과이다. 1차 조사결과를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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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성과 평가 결과를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성과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방안을 분석하는 질문
에서는 ‘사업의 사후관리와 후속사업의 개선 및 발굴’ 이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 그 다음으로
‘사업에 대한 피드백 제공’과 ‘평가 결과 공개 및 공유‘가 결과 활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았다. 그리고 성과평가 결과를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와 관련해서 전문가들은 모니터
링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소수 의견으로 메타평가를 실시하고 성가평가 자원을 데이
터베이스화 하는 작업이 성가평가의 활용도를 높인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표 Ⅳ-4> 델파이 조사 결과(성과평가 결과의 활용)
분류

활용
방안

제도

연번

내용

1

2차 결과

3차 결과

t

df

5.0

2.138

24

0.643

4.5

-.700

24

3.88

0.816

4.0

-.296

24

4.0

3.69

0.549

4.0

.000

24

0.852

4.0

3.50

0.707

4.0

2.138

24

3.46

0.948

4.0

3.46

0.761

3.0

.000

24

모니터링

4.27

0.778

4.0

4.42

0.758

5.0

1.445

24

8

성과평가 데이터베이스화

4.19

0.749

3.0

4.23

0.815

3.5

.000

24

9

메타평가 실시

3.35

0.977

4.0

3.35

0.936

4.0

.000

24

M

SD

Md

M

SD

Md

사업의 사후관리와 후속사업의 개선
및 발굴

4.73

0.533

5.0

4.88

0.326

2

사업에 대한 피드백

4.50

0.648

5.0

4.42

3

평가결과 공개 및 공유

3.92

0.977

4.0

4

국가 수준의 성과관리 전략 수립 및
예산 확보

3.77

0.815

5

사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및 제재

3.38

6

양국간 파트너십 구축

7

2차 델파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업의 사후관리와 후속사업의 개선 및 발굴’에 대한 전문가
들의 동의 정도가 4.73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사업에 대한 피드백’이 4.50으로 4.0 이상의
높은 동의 정도를 나타냈다. 그리고 ‘평가결과 공개 및 공유’도 3.92로 전문가들로부터 비교적 높은
동의를 얻었다. 또한 제도적인 지원과 관련해서 ‘모니터링’과 ‘성과평가 데이터베이스화’에 대한
전문가들의 동의 정도가 각각 4.27과 4.19로 나타났다. 3차 델파이 조사 결과도 2차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전문가들이 가장 강조했던 ‘사업의 사후관리와 후속사업의 개선 및 발굴’과 ‘모니터링’에
대한 동의 정도가 각각 4.88과 4.42로 2차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전문가들은 교육개발협력 사업의 성과 평가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국가 수준의 관리와 감독보다는 사업 자체의 개선이나 환류를 강조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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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 제도적으로도 모니터링 체제나 성과평가 데이터베이스화를 강조한다고 하겠다.

마. 교육분야 특수성을 반영한 성과평가의 특성
다음의 <표 Ⅳ-5>는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교육분야 개발협력 분야의 특수성이 무엇이며, 그러한
특수성을 반영한 평가 영역에 관한 델파이 조사 결과이다. 1차 델파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장기
성’이 가장 높은 빈도는 나타내었고, 그 다음으로 ‘정성적 지표가 중요함’이라는 의견과 ‘지속가능성
및 영향력이 중요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동일하게 높았다. 소수 의견으로는 ‘교육분야의 특수성이
없음’도 제시되었다. 한편 특수성을 반영한 평가 영역에서는 교육개발협력사업도 사업의 가시적
효과를 보여주는 직접적 지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왔다. 또한 사업의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 수혜자 개인의 변화를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표 Ⅳ-5> 델파이 조사 결과(교육분야 특수성을 반영한 성과평가의 특성)
분류

교육분야
특수성

특수성을
반영한
평가영역

2차 결과

3차 결과

연번

내용

t

df

1

교육 효과의 중장기성

4.54 0.859

5.0

4.62 0.852

5.0

1.445

24

2

지속가능성 및 영향력이 중요함

4.23 0.863

4.0

4.23 0.765

4.0

.000

24

3

정성적 지표가 중요함

3.62 0.898

4.0

3.54

0.811

4.0

-1.445

24

4

학습성과 강조

3.35 0.892

3.0

3.46

0.811

3.0

.440

24

5

다면성

3.35

1.056

2.0

3.31 0.838

2.0

-.371

24

6

교육분야 특수성 없음

2.23

1.070

4.0

2.19

0.939

4.0

-.327

24

7

사업의 가시적인 효과에 대한 직접적
지표(예, 취학률, 학업성취도 등)

4.35 0.562

4.0

4.19 0.849

4.0

-1.072

24

8

세부 사업 및 교육단계별로 상이함

3.77

0.815

4.0

3.65 0.846

4.0

-1.141

24

9

교육성과와 노동시장의 연계성

3.50

0.86
0

3.5

3.58 0.857

3.0

.440

24

10

수원국의 변화

3.38 0.898

3.0

3.27

0.919

3.0

-1.163

24

11

공동체 형성 및 사회변혁

3.35 0.977

3.5

3.15

0.925

4.0

-1.281

24

12

수혜자 개인의 변화

3.27 0.962

3.0

3.15

0.925

3.0

-.625

24

M

SD

Md

M

SD

Md

2차 델파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육 효과의 중장기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동의 정도가 4.54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지속가능성 및 영향력이 중요함’이 4.23으로 4.0 이상의 높은 동의 정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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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냈다. 반면에 1차 델파이 조사에서 지속가능성과 동일한 빈도수를 보였던 ‘정성적 지표가 중요
함’에 대한 전문가들의 동의정도는 3.62로 나타났다. 그리고 교육분야 특수성을 반영한 평가영역에
대해서는 취학률과 학업성취도 등을 비롯한 ‘사업의 가시적인 효과에 대한 직접적 지표’가 4.35로
전문가들로부터 가장 높은 동의를 얻었다. 3차 델파이 조사 결과에서도 이러한 경향성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전문가들은 교육 효과가 중장기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가장 중요한
교육개발협력 사업의 특수성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여 ‘지속가능성 및 영향력’
을 강조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교육의 효과를 계량적으로 측정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성적 지표가 중요하다는 항목에 대한 동의 정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분야 사업과의 일관성이나 가시적인 효과성 측정이라는 최근 동향과 무관하지 않다. 또한
델파이 조사 대상 전문가의 구성에 따라서 이러한 특수성에 대한 응답이 상이하다는 점도 특징이라고
하겠다.

2 교육개발협력사업 성과평가의 기준
OECD DAC에서는 개발협력 사업을 평가하기 위해서 적절성, 효과성, 효율성, 지속가능성, 영향
력의 5대 평가 기준의 활용을 권장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유무상 원조집행기관인 KOICA와
EDCF도 모든 ODA 사업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5대 평가기준을 활용하여 세부 지표를 구성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5대 평가기준이 특정한 ODA 사업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지표가 아니라 일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평가자나 개별 프로젝트의 특성에
따라서 지표 구성이나 적용 정도가 상이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델파이 조사를 통해서 교육개발협력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OECD DAC의 5대 평가기준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전문가
들의 의견을 물어보았다. 이를 위해서 우선 OECD DAC가 제시한 5대 평가기준인 적절성, 효과성,
효율성, 지속가능성, 영향력을 평가하기 위해 각각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 및 항목이 들어가야 하는지
대한 의견을 분석하였다.

가. 적절성
다음의 <표 Ⅳ-6>는 적절성에 관한 델파이 조사결과이다. 1차 델파이 조사결과에서 전문가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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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발협력사업 성과 평가에서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수원국의 수요 반영’이라는 항목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수원국의 교육정책 연계성’이 적절성을 평가하는 기준
이라는 응답이 높은 빈도를 차지했다. 한편 ‘공여국 원조 정책과의 부합성’도 적절성을 평가하는
기준이라는 응답도 있었다.
<표 Ⅳ-6> 델파이 조사 결과(OECD DAC “적절성” 평가기준)
연번

내용

1

2차 결과

3차 결과

t

df

5.0

.569

23

0.761

5.0

1.366

23

4.15

0.732

4.0

.810

23

4.0

4.04

0.774

4.0

-.811

23

0.790

4.0

3.96

0.662

4.0

.000

22

3.84

1.028

4.0

3.85

0.881

3.0

.000

23

공여국의 역량

3.56

1.003

4.0

3.69

0.838

4.0

.700

23

8

공여국의 원조 정책과 부합성

3.76

0.723

4.0

3.62

0.804

4.0

-.901

23

9

수원국의 역량

3.28

0.891

4.0

3.27

0.724

4.0

-.371

23

10

국제사회의 교육관련 정책 및 규범과의 연관성

3.16

0.943

3.0

3.15

0.732

3.0

.000

23

M

SD

Md

M

SD

Md

수원국의 교육정책과의 연계성

4.48

0.714

5.0

4.54

0.706

2

수원국 수요반영

4.24

1.052

5.0

4.46

3

사업 설계 및 수행방식의 적절성

4.00

0.834

4.0

4

수원국의 국가발전계획과의 부합성

4.08

0.759

5

수원국 교육 환경과의 적합성

3.96

6

수원국의 주인의식

7

그리고 2차 델파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원국의 교육정책과의 연계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동의
정도가 4.4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수원국 수요반영’, ‘사업 설계 및 수행방식의 적절성’,
‘수원국 국가발전계획과의 부합성’이 평균 4.0 이상으로 높은 동의 정도를 나타냈다. 반면에 EFA나
MDGs와 같은 국제사회의 교육관련 정책 및 규범과의 연관성은 동의 정도가 3.16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차 조사 결과에서도 이러한 특성은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사업 설계 및 수행
방식의 적절성’에 대한 동의 정도가 4.15로 소폭 증가했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KOICA의 성과평가 기준 및 표준 질문에서 다루는 적절성의 개념과 크게 다르
지 않다. 그러나 KOICA가 ‘사업 설계 및 수행방식’을 효율성 항목으로 다루는 반면에, 전문가들은
적절성에서 높은 동의 정도를 보였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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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효과성
다음의 <표 Ⅳ-7>는 효과성에 관한 델파이 조사결과이다. 1차 델파이 조사결과에서 전문가들은
교육개발협력사업 성과 평가에서 효과성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는 ‘사업 목표 달성 여부’
라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수혜자 개인에 대한 평가’도 효과성을 판가름 짓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응답했다.
2차 델파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업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한 전문가들의 동의 정도가 4.56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교육성과의 수원국 활용가능성 및 교육정책 기여도’가 4.08로 평균 4.0
이상의 동의 정도를 나타냈다. 그리고 ‘교육기회 확대’도 3.88로 비교적 높은 동의 수준을 보였으며,
특히 3차 조사 결과에서는 3.96으로 소폭 상승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서 살펴보면, 효과성 항목에서 전문가들이 가장 높은 동의 정도를 나타낸
사업 목표 달성 여부는 KOICA의 성과평가 기준 및 표준 질문에서 다루는 효과성의 개념과 동일
하다. 그러나 다른 항목들은 특정한 사업을 염두에 두고 있거나, 영향력을 측정하는 지표와 유사한
특성을 보이기도 한다.
<표 Ⅳ-7> 델파이 조사 결과(OECD DAC “효과성” 평가기준)
연번

내용

1

2차 결과

3차 결과

t

df

5.0

1.447

22

0.749

4.0

.811

23

3.96

0.824

4.0

.569

23

4.0

3.85

0.834

4.0

-.440

23

0.907

4.0

3.73

0.724

4.0

.827

23

3.52

0.770

4.0

3.65

0.797

4.0

1.163

23

교육환경 개선

3.52

0.918

4.0

3.65

0.745

4.0

.647

23

8

교사의 역량

3.32

0.988

4.0

3.62

0.852

4.0

1.238

23

9

학업성취도

3.64

0.757

4.0

3.62

0.804

4.0

-.700

23

10

만족도

3.64

0.952

4.0

3.50

0.860

4.0

-1.696

23

11

사업수행추진 체계 및 협력체제의 효과성

3.32

0.900

3.0

3.23

0.765

3.0

-1.163

23

M

SD

Md

M

SD

Md

사업 목표 달성 여부

4.56

0.712

5.0

4.68

0.690

2

교육성과의 수원국 활용가능성 및 교육정책
기여도

4.08

0.759

4.0

4.19

3

교육기회 확대

3.88

0.781

4.0

4

교육역량 시스템 구축 및 교육시스템과의
연계

3.80

0.816

5

수혜자 개인에 대한 평가

3.64

6

수원국에의 영향력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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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효율성
다음의 <표 Ⅳ-8>는 효율성에 관한 델파이 조사결과이다. 1차 델파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교육
분야 개발협력 사업에서 효율성을 평가하는 세부기준이나 항목을 살펴본 질문에 대해서 ‘비용 대비
효과성’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또한 ‘예산 및 자원 배분의 적절성’과 ‘사업 수행의 효율성‘이
주요 기준이라고 응답한 한 비율도 높았다. 한편 ‘교육에서 효율성은 측정하기 어려운 기준’이라는
소수 응답도 제시되었다.
2차 델파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용 대비 효과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동의 정도가 4.2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사업 수행의 효율성’과 ‘예산 및 자원 배분의 적절성’이 4.12로 평균 4.0 이상의
높은 동의 수준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3차 조사 결과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지만, 평균 4.0 이상
으로 높은 동의 정도를 보인 항목의 경우에는 3차 조사에서 평균 점수가 소폭 상승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서 살펴보면, 전문가들은 효율성 항목에서 주로 공여국의 입장에서 비용
대비 효율성을 가장 강조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개발협력사업의 평가 목적이 현장에서 사업의
효과성을 높여 교훈을 제공하는 일 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재원으로 추진되는 대외 원조 사업이
최적의 자원과 최고의 효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책무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Ⅳ-8> 델파이 조사 결과(OECD DAC “효율성” 평가기준)
연번

내용

1

2차 결과

3차 결과

t

df

4.5

.569

23

0.689

4.0

1.000

23

4.19

0.694

4.0

.569

23

4.0

3.77

0.765

4.0

-1.735

23

1.012

4.0

3.69

0.928

4.0

-1.000

23

3.84

0.624

4.0

3.65

0.797

3.5

-1.735

23

사업 참여자의 효율적 의사소통

3.72

0.792

4.0

3.65

0.797

4.0

-1.000

23

8

수원국의 현지 자원 고려

3.52

0.872

3.0

3.50

0.762

3.5

-.440

23

9

수원국 인적자원 고려 및 인적 역량강화

3.40

1.190

4.0

3.50

0.990

4.0

.272

23

10

수원국의 가버넌스 및 예산 투입 정도

3.32

0.802

4.0

3.31

0.884

4.0

-.569

23

11

교육에 있어서 측정하기 어려운 기준

2.76

1.234

3.0

2.65

1.018

3.0

-.723

23

M

SD

Md

M

SD

Md

비용 대비 효과성

4.28

0.678

4.0

4.38

0.697

2

사업 수행의 효율성

4.24

0.723

4.0

4.35

3

예산 및 자원 배분의 적절성

4.12

0.781

4.0

4

예산지출의 적절성

3.92

0.812

5

사후관리 예산 확보

3.76

6

비용의 합리적 책정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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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속가능성
다음의 <표 Ⅳ-9>는 지속가능성에 관한 델파이 조사결과이다. 1차 델파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세부 기준이나 항목에서는 ‘재정자립도’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응답한 빈도가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사후관리계획’, ‘수원국의 유지관리 역량’이 지속가능성의
주요 기준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2차 델파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후관리계획’에 대한 전문가들의 동의 정도가 4.3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재정자립도’, ‘수원국의 유지관리 역량’, ‘수원국의 후속 조치’가 평균 4.0 이상의
높은 동의 수준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3차 조사 결과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고, 평균 4.0 이상
으로 높은 동의 정도를 보인 항목의 경우에는 3차 조사에서 평균 점수가 소폭 상승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서 살펴보면, 전문가들은 지속가능성 항목에서 우선 사후관리계획 여부를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로 인식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 수원국의 유지관리 역량과 후속 조치 등
주로 수원국이 제도적으로 해당 사업을 어떻게 지속시켜 나갈지를 중요한 평가 요소로 인식했다.
이는 수원국의 주인의식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Ⅳ-9> 델파이 조사 결과(OECD DAC “지속가능성” 평가기준)
연
번

내용

1

2차 결과

3차 결과

t

df

4.0

1.000

24

0.863

4.0

1.365

24

4.12

0.909

4.0

.440

24

4.0

4.12

0.653

4.0

.000

24

0.765

4.0

3.85

0.675

4.0

.371

24

3.81

0.981

3.0

3.81

0.849

3.0

-1.000

24

사업성과의 지속적인 측정

3.58

0.945

4.0

3.54

0.905

3.5

-1.141

24

8

공여국 정책과의 부합성 및 성과의 정책 반영성

3.54

0.647

3.0

3.42

0.578

3.0

-1.365

24

9

학습성과 및 학업성취도의 지속성

3.46

0.811

4.0

3.31

0.788

4.0

-1.809

24

M

SD

Md

M

SD

Md

사후관리계획

4.35

0.562

4.0

4.42

0.504

2

재정자립도

4.12

0.816

4.0

4.23

3

수원국의 유지관리 역량

4.08

0.935

4.0

4

수원국의 후속 조치

4.08

0.628

5

공여국의 후속 조치

3.77

6

지속적인 파트너십

7

마. 영향력
다음의 <표 Ⅳ-10>는 영향력에 관한 델파이 조사결과이다. 1차 델파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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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평가하기 위한 세부 내용 및 항목으로는 교육사업이 미치는 ‘개인 수준의 영향력’이 가장 높은
응답 분포를 나타내었고, ‘지역사회에서 영향력’이 그 다음으로 높은 빈도를 차지하였다. 또한 ‘영향
력’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산발적으로 제시되었다. 예를 들어 ‘학업성취도’가 주요한
영향력의 지표라고 응답하는가 하면, ‘비(非)교육분야에 미친 영향력’과 ‘산업발전의 효과’도 영향력을
평가하는데 주목할 항목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표 Ⅳ-10> 델파이 조사 결과(OECD DAC “영향력”평가기준)
연
번

내용

1

2차 결과

3차 결과

t

df

4.0

2.460

24

0.834

4.0

.625

24

3.81

0.939

4.0

.000

23

3.5

3.72

0.792

4.0

1.446

23

0.857

3.0

3.65

0.629

3.0

.569

24

3.50

0.860

4.0

3.65

0.629

4.0

1.445

24

양국간의 파트너십

3.27

1.079

3.0

3.35

0.797

3.5

.492

24

8

하드웨어,소프트웨어,휴먼웨어의통합지원

3.23

1.177

3.5

3.35

0.936

4.0

.901

24

9

사업성과의 확산 및 사업 모델로서의 가치

3.27

1.218

3.0

3.46

0.859

3.0

.961

24

10

사업참여자의 역량 개발

3.23

1.210

3.0

3.42

0.857

3.0

.894

24

11

국가에 미치는 영향력

3.35

0.745

3.0

3.38

0.852

3.0

.000

24

12

예상된 긍정적 부정적 영향

3.12

1.071

3.0

3.27

0.874

3.0

2.000

24

13

산업발전 효과

2.81

0.981

3.5

2.96

0.999

4.0

.440

24

14

예상치 못한 긍정적 영향

2.92

1.093

3.5

2.88

0.909

3.5

.000

24

15

비교육분야에 미치는 영향력

2.81

0.801

3.0

2.77

0.863

3.0

.000

24

M

SD

Md

M

SD

Md

수원국 정책에 기여도

4.00

0.764

4.0

4.23

0.587

2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4.08

0.935

4.0

4.15

3

수혜자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력

3.81

1.096

4.0

4

학업성취도

3.58

0.945

5

교육, 경제 및 관련 분야의 영향력

3.58

6

크로스커팅 이슈를 통한 교육과의 연계전략

7

2차 델파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전문가들의 동의 정도가
4.0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수원국 정책에 기여도’가 4.00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영향력
항목은 다른 항목에 비해서 소수 의견이 많았고, 각 항목별로 동의 정도도 높지 않았다. 3차 델파이
조사 결과에서는 ‘수원국 정책에 기여도’의 동의 정도가 4.23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4.15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서 살펴보면, 영향력과 관련한 항목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수원국 정책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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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등 교육분야 내에서 비교적 거시적인 측면에 미치는 영향력을 중요한 평가 요소로 인식
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수혜자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국가 발전이나 산업발전 등에 관한 영향력에 대한 동의 정도는 높지 않았다.

3 교육개발협력사업의 단계별 평가기준
1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위에서 살펴본 OECD DAC 5대 평가기준을 “설계-집행-성과”의 단계별로
1-5까지 우선순위를 적시하도록 요청하였다. 그리고 응답자들이 기입한 우선순위를 그대로 수치화
하여 평균 점수를 계산하였다. 따라서 각 항목별 수치가 1에 가까울수록 응답자들이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델파이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설계 단계’에서는
‘적절성’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응답했다. 적절성의 우선순위 평균값은 1.42로 다른 기준에
비해서 크게 높았다. 그리고 설계단계에서 기준별 순위를 제시하면, 적절성-효율성-지속가능성효과성-영향력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집행단계’에서는 ‘효율성’의 우선순위가 2.0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효과성’도 2.19로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였다. 집행단계에서 기준별 순위는 효율성효과성-적절성-지속가능성-영향력 순으로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성과 단계’에서도 집행단계와
마찬가지로 ‘효율성’의 우선순위 평균값이 2.08로 가장 높았다. 성과 단계의 기준별 순위를 제시
하면 효율성-지속가능성-영향력-적절성-효과성 순서로 나타났다.
<표 Ⅳ-11> 델파이 1차 조사 결과(평가기준의 순위평균: 우선순위)
구분

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지속가능성

영향력

설계

1.42 (1)

2.88 (2)

3.62 (4)

3.12 (3)

3.92 (5)

집행

2.85 (3)

2.08 (1)

2.19 (2)

3.65 (4)

4.15 (5)

성과

3.54 (4)

2.08 (1)

4.04 (5)

2.46 (2)

2.85 (3)

(*) 응답을 하지 않은 1명을 제외한 26명의 평균치

<표 Ⅳ-12> 델파이 1차 조사 결과(평가기준의 우선순위 빈도분석)
구분

적절성
1

효율성

효과성

지속가능성

영향력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설계 22 0

2

1

1

2

10

5

7

2

0

5

8

5

8

1

10

2

11

2

1

2

8

2

13

집행

7

6

3

4

6

9

8

7

2

0

11

7

4

0

4

0

4

6

11

5

0

0

7

8

11

성과

5

2

4

4

11 13

4

3

6

0

1

2

3

9

11

4

12

5

4

1

4

5

11

3

3

(*) 응답을 하지 않은 1명을 제외한 26명의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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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와 3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OECD DAC의 5대 평가기준을 교육개발협력사업의 “설계-집행성과”라는 각 단계별로 적용했을 때, 전문가들이 응답한 각 단계별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각각의 기준을 어느 정도 비중으로 평가해야 하는지 비율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표 Ⅳ-13> 델파이 조사 결과(OECD DAC 5대 평가기준의 각 단계별 비중)
구분
설계

집행

성과

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지속가능성

영향력

총계

2차

35%

18%

16%

18%

13%

100%

3차

36%

16%

17%

18%

13%

100%

2차

20%

32%

23%

13%

11%

99%

3차

20%

33%

23%

14%

10%

99%

2차

13%

17%

22%

24%

24%

100%

3차

13%

14%

24%

25%

22%

99%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설계단계에서 ‘적절성’ 항목의 비중을 평균 35%로 가장 높게
두었고, 효율성과 효과성 및 지속가능성은 거의 유사한 비중으로 강조하였다. 그리고 집행단계에서는
‘효율성’ 항목의 비중을 32%로 가장 높게 두었고, 다음으로 효과성, 적절성, 지속가능성, 영향력의
순으로 비중을 달리했다. 그러나 성과 단계에서는 ‘효과성’, ‘지속가능성’, ‘영향력’의 비중이
22-25% 수준으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2차 조사와 3차 조사의 결과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4 소결
본 절에서는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서, 교육개발협력사업 성과평가 모형이 어떠한 특징을
지녀야 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OECD DAC에서 제시한 5대 평가기준인 적절성, 효과성,
효율성, 지속가능성, 영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표를 개발해야 하는지 시사
점을 얻고자 했다.
그러나 델파이 조사 결과는 오히려 ‘과연 교육개발협력 사업이 다른 분야의 개발협력과 비교했을
때, 성과평가라는 측면에서 뚜렷한 차이점을 갖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였다. 델파이
조사에서 드러난 근본적인 문제제기는 현행 한국의 교육개발협력 사업의 특징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즉 교육개발협력의 목적이나 필요성에 대한 일관적인 논리나 합의 없이, 교육개발협력 사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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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양각색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윤종혁 외(2012)에 따르면, 교육개발협력의 필요성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설명한다. 우선 교육개발협력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인간생활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관점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교육개발
협력은 인간성을 회복하고 평등한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인도주의적인 협력관점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 다른 관점은 교육개발협력이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교육의 도구적
역할을 강조하는 관점이다. 그러나 국내에서 이러한 교육개발협력에 대한 합의된 철학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필요성에 관한 충분한 논의도 부족하다. 따라서 현재 많은 개발협력 사업들이 교육분야
사업으로 분류되어 실시되고 있지만, 교육분야 지원의 목표와 목적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그런 맥락에서 일견, 델파이 조사에서 제기된 ‘교육개발협력의 특수성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에는
‘특수성이 있다 또는 없다’라는 방식으로 답할 수 있는 토양이 국내에 성숙하게 마련되었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아직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고, 그래서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는 답이 더욱 타당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개발협력사업 평가의 목적은 사업의 효과성 개선과 사업에 대한 책무성 제고로 이해
된다(OECD, 1991). 그러나 평가의 목적과 관련하여 더 중요한 것은 교육개발협력의 목적이 무엇인
가에 관해 합의하는 일이다. 델파이 조사 결과에서 드러났듯이,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교육개발협력과
관련된 전문가 집단에서조차 합의된 목표나 가치가 없다. 따라서 평가의 목적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교육개발협력사업의 목표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합의하는 일이 향후 과제라 하겠다.
델파이 조사를 통해 기대했던 또 다른 부분은 OECD DAC에서 제시한 5대 평가기준을 어떻게
구체화시키고 적용할 것인가에 관한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OECD DAC에서 제시한 평가기준은
특정한 사업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지표가 아니라 일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평가자나 개별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지표 구성이나 적용 정도가 상이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종료
평가 단계에서 교육개발협력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때, 전문가적인 식견에 기초한 일종의 가이드
라인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설계단계에서는 적절성 항목의 비중을 가장 높게 두었다. 그리고
집행단계에서는 효율성 항목의 비중을 가장 높게 두었다. 이처럼 전문가들은 설계와 집행단계에서는
특정한 항목을 비교적 명확하게 강조하였다. 즉 필요한 사업을 적절하게 운영했는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반면에 성과단계에서는 효과성, 지속가능성, 영향력의 비중을 거의 비슷하게 두었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교육개발협력 사업이 완료된 시점에서 모든 측면의 성과를 평가하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효과성은 사업이 완료된 시점에서 측정 가능한 성과인 반면에, 지속가능성과 영향
력은 동일한 시점에서 측정이 어렵거나 혹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과단계에 대해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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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중장기적으로 드러나는 교육개발협력사업의 성과를 포괄적으로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교육개발협력 사업의 성과가 중장기적으로 나타난다는 전문가들의 응답과 무관하지 않다.
이처럼 전문가들은 교육개발협력 사업의 설계와 집행 단계에서는 필요한 사업을 적절하게 운영했
는가를 중요시하고, 성과단계에서는 사업이 완료된 시점부터 중장기적으로 드러나는 영향력과 지속
가능성까지 포괄적으로 강조한다고 하겠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 장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이자 결론이라 할 수 있는 교육개발
협력 사업의 성과 평가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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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교육개발협력사업
성과평가 모형

본 연구는 교육개발협력사업의 성과평가 모형을 개발하기 위하여, 앞 장에서 국내 및 국외의
교육분야 개발협력사업의 평가 현황을 살펴보았다. 국내기관들은 비록 수준의 차이는 존재하였지만
대부분의 기관들이 성과평가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판단되었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평가지침과 OECD DAC의 기준들을 활용하여 대외 원조 협력 전담
기관인 KOICA나 EDCF는 개별적인 평가 모형을 개발･적용하고 있었다. 반면, 정부 부처 차원에서
교육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교육부의 경우 독자적인 평가모형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종합
하여 보건대, 국내기관들의 평가 현황을 통하여 교육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독립적인 성과평가 모형이
개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특히, 여러 분야의 사업을 담당하는 KOICA나 EDCF는
교육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획일적인 평가모형을 사용하고 있기에, 국제개발협력 평가의
궁극적인 목표라 할 수 있는 사업 성격에 맞는 교훈과 책무성을 확보하는데 다소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에 교육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모형개발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국외기관들의 성과평가 모형을 분석함으로써 성과평가를 담당할 독립된 평가기관의 필요성과
평가기관의 전문성 개선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 그리고 평가대상국가와의 협력을 통한 국제협력개발
사업 개선을 위한 실질적 평가의 시행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 장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성과평가 모형에 관한 이론적 고찰과 국･내외의
성과평가 체제 분석, 델파이 분석, 연구진 협의회 그리고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집중토론회 및
전문가협의회에서 도출된 논의 내용과 제안을 종합하여 개발된 성과평가 모형을 제시한다. 본 연구
에서 제시한 성과평가 모형은 단순히 교육사업에 특화된 평가 지표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가 이루어지는 생태계를 평가의 목적, 평가의 시스템, 평가의 실제, 평가 결과 활용 측면에서
제시함으로써 모형을 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도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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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가의 목적
가. 사업평가의 목적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에 따르면 평가는 “현재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국제개발협력사업에 대한
계획, 실행 및 결과에 대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성과평가는 교육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것을 평가의
핵심으로 두고 있다. 성과평가는 2005년 파리선언에서 원조효과성 제고의 중요한 방안으로 제시된
결과중심의 관리를 실현하기 위한 평가로서, ODA 사업이 의도했던 목표를 얼마나 성취했는지의
결과측면을 측정하는 데 중심을 둔다(홍재환･김태균, 2012).
일반적으로 사업 평가의 목적은 두 가지로 제시되는데 첫째는 사업 전반에 걸친 점검을 통해
사업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함으로서 추진 중 혹은 향후 추진할 사업에 교훈과 피드백을 주어 사업의
결과를 높이기 위한 목적(사업의 효과성 개선)이고 두 번째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에
대한 책무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책무성 확보)으로 한다(OECD, 1991). 이러한 평가의 목적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도 나타나 있는데 국제개발협력위원회로 하여금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성과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국제개발협력 사업 시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 및 사업의 추진실적을 평가”(제 13조 1항)하며 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교육ODA 사업에 대한 평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궁극적으로는 사업평가를 통해서 교육ODA
사업의 성과가 지속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뿐만 아니라 한국의 교육ODA에 대한 책무성 보장
차원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책무성 보장 차원의 평가의 경우 결과에 따라 사업의 향후 진행방향과
사업규모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는 한정된 ODA 자원의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한 원칙인 선택과
집중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나. 사업평가를 위한 사업목표 명확화의 필요성
OECD(2013)에 따르면 효과적인 개발평가를 위해서는 평가의 명확한 역할 설정이 필요하다. 즉,
평가의 목적이 무엇이며 평가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함으로써 평가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평가의 목적과 관련하여 ODA 사업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관한 것이다. 우리나라가 ODA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달성하고자 하는 기본 정신
혹은 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해야 하며 더 나아가서는 교육ODA 사업 시행에 있어서의 목표가 명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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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평가의 방향성이 분명해질 수 있다57).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3조(기본정신 및 목표)는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을 “개발도상국의 빈곤
감소, 여성과 아동의 인권향상 및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협력대상
국과의 경제협력관계를 증진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국제개발협력의 목표는 다섯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1) 개발도상국의 빈곤
감소 및 삶의 질 향상, 2) 개발도상국의 발전 및 이를 위한 제반 제도ㆍ조건의 개선, 3) 개발도상국
과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 증진, 4)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범지구적 문제 해결에 대한 기여,
5) 그 밖에 제1항의 기본정신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그것이다.

다. 교육ODA 사업 목표
보편적인 국제개발협력의 목표들은 사업영역의 특성과 사업시행기관에 의해 보다 구체화된다.
우리나라에서 교육ODA를 시행하는 대표적인 기관인 KOICA, EDCF 및 교육부는 교육ODA의 기본
방향으로 개도국의 인적자원개발 혹은 역량개발을 통한 빈곤퇴치, 경제성장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윤종혁 외, 2012).
교육ODA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규정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기여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교육분야에 대한 국제적인 규범 및 목표 역시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 윤종혁 외(2012)에
따르면 교육ODA를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로서 접근하는 관점과 빈곤퇴치 및 사회발전을 위한 도구
로서 교육을 접근하는 두 가지 측면이 존재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기본적인 권리로서 교육을 강조하는 전자의 관점에 따르면 세계인권선언 제26가 규정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1항)”와 “교육은 인격의 완전한 발전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심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2항)”을 추구하기 위한 방안으로 ODA가 강조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교육ODA는 대표적인 국제사회의 교육개발 협력사업인 EFA의
목표들과 전반적인 국제사회 개발목표 MDGs 중 교육관련 목표들을 달성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EFA의 여섯 가지 목표인 1) 영유아 보육 및 교육 확대 2) 모든 어린이에게 양질의 무상교육 제공
3) 청년과 성인을 위한 학습과 기술교육 기회의 확대 4) 성인 비문해자 50% 감소 5) 교육에서의
양성평등 실현 6)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에 기여해야 하며 MDGs의 교육관련 목표인 보편적 초등

57) 본 연구진행 중 개최되었던 집중토론회(3차)에서 논의되었던 주제 중 참가자들이 다수 공감한 사항이 성과평가모형 및 지표를 개발함에
있어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교육ODA가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이다. 사례로 분석한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수준의 교육ODA 목표가 구축되지 않았다. 평가기준의 주요한 요소인 효과성을 판단할 때 필요한 것이 목표의 달성여부인데
개별 사업의 목표가 보다 포괄적인 교육영역 목표가 분명히 일치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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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달성과 양성평등과 여성 권인의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
반면 국가발전이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교육을 강조하는 후자의 관점은 경제발전 및
빈곤해소의 방법으로 개인 및 국가의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의 역할을 강조하는 OECD 및 여러 선진
공여국의 입장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 교육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개인 및 국가적 역량을 발달시키는 방법으로 논의되고 있다(UNESCO, n.d.). 즉, 현재 시민들에게는
지속가능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지구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 사회 및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식기반이 부족한데 교육을 통해 세계를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는 사회･환경
발전에 기여하는 개인 및 사회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교육의 역할을 강조한다.
이는 2000년 설정된 MDGs의 교육 이외의 다른 목표들을 달성하는 데 교육이 기여해야 한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교육을 통한 인적자본개발 및 사회역량강화는 MDGs 목표들인 절대빈곤 및
기아 퇴치, 아동사망률 감소, 모성보건 향상, HIV/AIDSㆍ말라리아 및 각종 질병 퇴치, 지속가능한
환경보전에 기여할 수 있다(채재은, 우명숙, 2012).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교육ODA의 목표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기본적인 인권 보장 및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국가역량을 향상시켜 개도국의 빈곤극복과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달성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비록 두 가지의 목표들이 다소 모순적인 내용으로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곤
하지만 교육 그 자체로서의 성격과 더불어 국제개발협력에서의 교육의 성격을 고려할 때, 교육ODA
사업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두 개의 목표는 상충되지 않고 동시에 충족될 수 있도록 설정
되어야 한다.
즉, 교육ODA 사업을 평가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에서 논의한 다소 상반될 수 있는
두 가지 목표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항상 두 가지 목표가 동일한 비중으로
모든 교육ODA 사업을 평가하는 데 활용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예컨대, 교육ODA 사업이
타겟으로 하는 학교급과 학습자에 따라 ‘권리로서 교육’이 ‘수단으로서의 교육’보다 더 강조될 수
있다. 예컨대, 기초교육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그 효과가 지역사회 혹은 국가의 경제발전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기준으로 평가되기 보다는 인간의 기본 권리로서 학습여부, 말하자면 교육과 학습
기회가 제대로 인권을 가진 학습자에게 온전히 보장되는지가 중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인간 권리로서의 기초교육 사업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학습자는 사회환경에 대한 가치를
배울 수 있고, 시민의식, 신뢰, 협동심 같은 자질을 습득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교육의 도구적 특성도 동시에 고려될 수 있다.

172

한국의 교육개발협력사업 성과평가 모형 개발 연구

2 평가시스템
가. 순환적 성과관리 체제로서의 성과평가의 필요성
성과평가는 원조효과성을 높이는 주요한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2005년 파리선언에서는 성과를
위한 관리(Managing for Results; MfR)를 달성하기 위해 자원과 성과의 연계 및 평가체제 구축에
대한 실천이 강조되었다. 2008년 아크라 회의 및 2011년 부산 HLF-4를 통해 성과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가 논의되는 등 점차 성과평가의 필요성이 확산되고 있다(홍재환, 김태균, 2012). 특히,
세계경제가 저성장의 흐름을 보임에 따라 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MfR은 공여국가 국제기구에게 원조사업의 성과와 책무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철학, 방향 및 방법들을
제시해주고 있다(OECD, 2009).
MfR은 ODA 사업의 성과와 지속적인 사업의 개선을 강조하는 관리 기법으로 의사결정과정에
성과에 대한 평가결과가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는 체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전략적 계획, 위기관리,
진행사항 모니터링과 성과평가를 모두 포괄하고 있다(OECD, 2009). 특히, 명확한 목표, 증거에
기반한 의사결정, 투명성 및 지속적인 개선을 강조함하고 있다. 아래 <그림 Ⅴ-1>에서 나타나듯이
일련의 절차에 의해 MfR이 이루어지는 데 성과평가를 통한 환류는 목표설정이나 계획에 따른 예산
배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성과 계획이나 사업의 시행 전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출처: OECD(2009:4).

[그림 Ⅴ-9] MfR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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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관점에서 국제개발협력 사업 평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업 전 단계에 걸친
성과관리 측면에서 평가가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선진공여국이나 국제기구들이 모두가 적용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사후적으로 사업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활용할 뿐만 아니라
사업의 계획단계에서 시행, 종료, 사후 과정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 걸쳐(holistic process)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결과중심의 성과관리 기제로서 성과평가가 활용되어야 하는데 합의를 모으고
있다.
특히,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선진공여국이나 국제기구의 경우 현장 중심의 모니터링과 사업
관리를 통하여 사업 전 주기에 걸친 성과관리의 일관성을 제고하고, 본부 및 현지사무소 간 역할을
분담하는 추세이다. 영국의 DFID, 미국 USAID 그리고 일본 JICA는 현지사무소 차원에서 현지
직원이 사업관리와 평가 및 모니터링을 전담하고 있다.
이러한 방향은 이미 한국의 국제개발협력분야 평가에 도입되어 있다(기획재정부･외교통상부,
2010). 사업 기획 단계에서 시작하여 사업과정의 모니터링 그리고 종료･사후 평가 시 성과지표에
따른 지속적인 사업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 정립되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나라의 기관에서는 이러한 프로젝트 주기 관리 차원에서 사업수요조사, 사전
조사를 통한 기획, 모니터링을 통한 사업진행, 사업결과에 대한 평가 등의 성과관리가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나. 사전적 성과관리의 중요성
교육ODA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순환적 성과관리 체제의 관점에서 사업이
관리되어야 한다. 특히, 성과평가의 실시와 환류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진행된 델파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교육분야의 개발협력 성과평가를 위해서는 ‘사후
평가’가 교육의 중장기적 개입(long term intervention)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그 다음으로 ‘전 단계의 평가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교육ODA 사업의 경우 사업 시행 후 단기간에 의도한 결과를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예컨대,
저개발국가의 학교건립사업의 경우 사업의 1차적 목표로서 학교설립으로 인해 주변 지역 학생들의
교육기회가 확대되었는지 여부는 등록률이나 졸업률 등의 지표로 확인 가능하나, 학교건립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혹은 경제발전을 위한 인적자원개발이 얼마나 실현되었는지를 확인하기 힘들다.
이런 경우 평가의 편이성을 위해 쉽게 측정할 수 있고 적은 비용으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평가하게 되는 경우 목적과 수단이 전도될 가능성이 발생한다.58)

174

한국의 교육개발협력사업 성과평가 모형 개발 연구

하지만, 궁극적으로 교육ODA 사업이 교육분야 ODA 목적을 달성해야한다면 개별 사업의 의의가
사업의 1차적 성과를 성취했는지 여부로만 끝나서도 안 된다. 즉, 해당 사업의 목표가 궁극적 교육
ODA 사업의 목표에 어느 정도 기여해야 하는지를 측정할 필요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성과평가에서
프로젝트 수준을 평가하는 도구로서 널리 활용되는 로그프레임에 따라 인과관계를 구성하도록 전체
목표, 프로젝트 목적, 산출물, 산출물 도출을 위한 활동들을 연계시킨 후 이를 통해 성과평가를
하고 있다. 하지만, 위에서 설명했듯이 교육ODA 사업의 경우 이러한 로그프레임의 상위 수준인
전체목표와 프로젝트 목적의 인과관계가 사후적인 평가를 통해 측정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렇듯 궁극적인 목표 달성 여부를 사업의 결과를 통해 확인하기 어렵다면 사업이 적절히 기획되고
그 과정이 사업의 의도와 맞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통해 간접적으로 해당 사업이 교육ODA의 목표에
기여하는지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교육ODA 사업의 경우 사후적인 평가
관리 시스템보다는 순환적 평가관리 관점에서 사전적인 성과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따라서 교육ODA 성과평가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OECD DAC의 5대 지표가 다른 영역의
ODA 평가 시 적용되는 것과는 다소 다르게 활용될 수 있다. 즉, 사후적 성과평가가 중시되는 다른
영역에서는 주로 효과성, 지속가능성 및 영향력이 활용되는 반면, 사전적 성과관리가 필요한 교육
ODA에서는 적절성과 영향력 등의 지표가 보다 비중있게 활용될 필요성이 있다.
앞에서 논의된 델파이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교육ODA의 단계별 평가기준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응답에서도 사업 단계별로 강조하는 지표는 서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즉 교육ODA 사업의 평가에서는
성과관리 과정으로서 설계, 집행, 성과 틀에서 설계 단계에서는 적절성과 효율성 및 지속가능성이
비중 있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이를 뒷받침해준다.
<표 Ⅴ-1> 교육ODA의 단계별 평가기준
구분

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지속가능성

영향력

총계

설계

35%

18%

16%

18%

13%

100%

집행

20%

32%

23%

13%

11%

100%

성과

13%

17%

22%

24%

24%

100%

58) 일본 현지 조사 인터뷰에서 만난 평가 전문가의 지적처럼 숫자나 통계적 방법을 중시한 ‘보여주기’ 식 평가가 진행되는 경우 평가를 위한
평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엄밀한 평가방식으로 간주되는 영향평가의 경우 통계적 중요성에 집착해 실제적 중요성을 무시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평가가 ODA 사업의 개선이 아니라 사업의 우선순위를 매겨 사업진행여부를 결정하는 자료로 사용되는 것이 강조되면
평가결과의 왜곡현상을 발생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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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교육ODA 사업에서는 사전적 성과 관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계획 및 설계 단계에서 사업의 적절성을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성과평가 프레임을 기초 기획 단계
에서부터 녹여 넣는 작업이 주요한 것이다.

다. 사업위주의 성과평가 개선
통상적으로 교육ODA 사업의 경우 목표로 통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프로젝트 위주의 ODA 프로젝트로는 한계가 있다. 적어도 프로젝트의 여러 다발(bundle of
projects)이 통합적으로 엮여 있는 프로그램 위주의 접근 혹은 시스템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이러한
방향은 선진 공여국들의 교육ODA 정책에서 나타나고 있다(유성상 외, 2011). 예컨대, 일본의 경우
여러 지원 주체들이 특정 주제 혹은 분야에 대해 종합적으로 지원을 실시하는 분야별 접근(sector
wide approach) 방안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구자억 외, 2008).
그로인해 교육영역에서는 사업위주의 평가의 한계에 대해 많이 논의되고 있다59). 프로그램 평가나
주제별 평가의 필요성이 많이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는 교육이라는 관점
에서 보면 교육을 통해 여러 영역의 개선이 달성되기 때문에 타 영역과의 종합적인 관점에서 국가별
평가가 더욱 요구되어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 공여국이나 국제기구와는 달리,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한국의
경우 ODA 규모의 측면 혹은 사업추진 방향의 문제로 인해 교육ODA 사업은 학교건립, 교사양성,
교수방법 및 교육내용 지원 등이 종합적으로 제공되기 보다는 학교건립, 직업교육원 설립과 같은
하드웨어 중심의 사업이 주로 진행되고 있다는 현 상태를 고려할 때(윤종혁 외, 2012) 사업 중심의
성과평가가 지금 단계에서는 개선될 필요가 있다. 또한 전술하였듯이, 교육분야 ODA 평가에서도
순환적 성과관리 체제의 일환으로서 성과평가가 활용되어야 하며 개별 사업의 성과평가가 시행될
지라도 궁극적인 교육ODA 목표와 연계되어 통합적 관점에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59) 제 3차 집중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으로 교육ODA의 경우 국가별 전략에 따라 포괄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교육ODA의 경우
종합적이고 시스템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로 인해 국가 평가 혹은 주제 평가방법으로 교육영역 평가가 진행될 때 더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176

한국의 교육개발협력사업 성과평가 모형 개발 연구

3 평가의 실제
가. 평가주체 및 체제
1) 한국의 ODA 평가 시스템
현재 한국의 ODA 평가의 계획과 실제는 대부분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산하 평가소위원회(이하
평가소위), KOICA 및 EDCF의 평가실에서 이루어진다. 평가소위는 평가정책 전반을 조절하고 ODA
정책이나 주제 평가를 주로 실시하고 있으며, 무상사업을 담당하는 KOICA와 유상사업을 시행하는
EDCF의 평가부서는 프로젝트 혹은 프로그램 단위 사업을 평가하고 있다. 또한 개별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 사업시행기관들의 자체개별평가가 시행되고 있다.
2009년 구축된 이러한 시스템은 평가의 계획, 시행 및 환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개선에 기여
했으며, 국제사회의 동료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의 대외 원조 평가역량이 최근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OECD, 2012). 특히, 2012년 ODA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관계기관들간의 ODA 정보의 공유를 촉진하고 사업선정 및 진행과정에서의 모니터링을 내실화하고
결과에 근거해 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KOICA의 경우 2011년 평가의 독립성을 위해 사업평가팀을 기관장 직속으로 조절하고 평가담당
전문인력을 7명으로 늘리는 등 평가기능의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평가를 위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60)하고 있으며 평가의 신뢰성 강화, 평가결과의 활용도 제고 및 평가 파트
너십 강화라는 중기전략 기본방향에 따라 평가체제를 개선하고 있다(KOICA, 2013).
EDCF의 경우에도 평가팀을 사업기획 및 시행부서와 독립적으로 구성하고 전문인력 5명으로
사업 및 제도개선을 목표로 지속적인 평가업무를 시행하고 있다. 철저한 사후평가를 위해 평가계획
수립, 평가진행, 평가결과의 환류 과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확립함으로써 공정한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한국수출입은행, 2013). 이러한 체제에서 교육ODA 사업 평가에 있어서도 평가의
운용 구조와 주체는 갖추어 있다고 볼 수 있다.

2) 효과적이고 공정한 사업평가를 위한 제도 개혁의 필요성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메타평가를 통해 개선이 필요한 점들이 드러났다(국무총리실, 2013).

60) 2013년 기준으로 평가 예산은 12억 8천만원으로 KOICA 사업 예산 대비 0.24%로 OECD DAC 회원국의 평가예산 비중이 0.02~0.61%라는
점에 비추어볼 때 낮은 편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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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정책이나 평가자원 및 평가활용에 있어서 KOICA나 EDCF를 제외한 기관들의 경우 평가의
자체적 역량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는 2012년 OECD의 동료평가 결과에서 지적되고 있듯이
평가체제가 확립되어 있는 세 개의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부처나 기관에서 시행된 자체평가들의
수준이 제고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KOICA나 EDCF의 성과관리 역시 사업 성과 및 평가 결과가
인사나 예산에 반영되는 연계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다. KOICA의 경우 1인당 프로젝트 담당 업무
량이 많으며 예산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성과 평가는 미흡하며 내년도에 어떤 사업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EDCF와 교육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이 지적되었다(재정전문가 성과관리 네트워크 전문가회의, 2013. 3. 8).

3) 교육ODA 평가 시스템의 문제점
교육ODA 사업은 공공영역 측면에서 한정하자면, KOICA, EDCF 이외에 교육부, 지방교육행정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을 평가할 독립부서나
평가인력 및 전문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는 대부분의 기관에서 교육ODA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평가경험이 제한되어 있고, 이로 인해서 역량을 키우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분야의 상당부분은 KOICA나 EDCF가 시행하고 있으며 일부 사업들을 교육부나 지방교육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다. KOICA나 EDCF를 제외하면 평가실적이 매우 저조
하며, 평가 경험자체가 희소하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교육부는 모두 4건의 평가만을 실시하였다.
반면 KOICA의 경우 교육분야에 한정된 것은 아니지만 모두 37건의 평가실적을 보이고 있다. 또한
EDCF 역시 21건의 ODA 사업 평가를 실시하였다.
<표 Ⅴ-2> 한국의 ODA 평가 현황(2010-2012)
구분

자체평가

평가소위

2010년

∙ 18회(KOICA 7건, EDCF 4건, 교과부 2건, 행안부 3건, ∙ 3건(캄보디아, 유･무상 연계사업, 새마을운동 ODA
농식품부 1건, 복지부 1건)
사업)

2011년

∙ 21회(KOICA 11건, EDCF 8건, KOICA-농식품부 공동 ∙ 3건(개발컨설팅 사업, 주요기관 ODA 추진체계, ICT
평가 1건, 교과부 1건)
분야 ODA 사업)

2012년

∙ 31회(KOICA 19건, EDCF 9건, 교과부 1건, 농식품부 1 ∙ 3건(자체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농림수산 분야 ODA
건, 산림청 1건)
평가, 해외봉사단 평가)

출처: 전승훈 외(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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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교육ODA 사업을 실시하는 주체들이 다자화된 만큼, 그 사업 주체들의 자체적 평가 역량
역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단순히 대외원조 사업을 기획하고 시행하는 것을 넘어서, 사업 전반적
과정에서 성과 관리 모형을 도입하고 평가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구조를 착근시켜야 할 것이다.

4) 협업을 통한 교육ODA 평가 내실화
교육분야 평가를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KOICA나 EDCF가 가지고 있는 평가의 경험과 노하우,
역량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ODA 사업의 분절성을 극복하기 위해 협업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시되기
때문에 평가기능의 개선을 위해서도 각 기관간의 협업이 필요하다(국무조정실, 2013). 일정기간
동안 KOICA나 EDCF는 타기관이 교육분야 평가를 시행할 때 컨설팅 지원과 같은 협력 체계를 구축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협업 모형은 OECD DAC 동료평가결과에서 제시된 것처럼 타 기관들의
평가활동들이 KOICA나 EDCF와 함께 실시될 때 개별 기관들의 평가역량의 개선과 더불어 사업
개선을 위한 평가결과의 질을 보장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OECD, 2012).

나. 평가팀 선정
교육ODA 사업의 평가 대부분은 KOICA와 EDCF에 의해 이루어지며 원칙적으로 두 기관은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평가를 시행하게 된다. KOICA 및 EDCF 모두 경쟁입찰 방법을
활용하여 정해진 평가기준에 따라 독립적인 위원회를 통해 평가팀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DCF, 2013; KOICA, 2013). 주요 평가항목으로 평가팀의 전문성, 평가계획의 타당성, 평가추진
경험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고 있다.
한국의 ODA 사업의 확대에 따라 점차적으로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ODA
사업의 투명성과 효과성에 대한 요구 또한 증가할 예정인데 이러한 요구는 필연적으로 ODA 사업에
대한 평가의 역할이 커짐을 의미한다. 사업의 개선을 이끌 수 있는 질 높은 평가결과를 도출하기 위
해서는 평가수행기관이나 평가자들의 역량이 매우 중요한 요소다. 하지만, KOICA나 EDCF의 교육
분야 성과평가의 실제를 분석해본 결과에서도 나타났지만 일부 평가에서는 참여자의 다양성이나
전문성이 낮은 경우도 있었다. 즉, 교육분야 평가의 시행 시 평가전문가, 교육전문가, 국제개발협력
전문가(지역전문가 등)가 협력하여 실제 사업평가를 진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교육분야 전문가가
배제됨으로써 콘텐츠에 대한 평가는 경시되고 기계적인 평가가 진행된 경우가 있었다. 최근 강조
되고 있는 ODA 사업과정에서의 협업의 중요성은 평가에서도 적용될 수 있고, 교육분야의 전문성이
확보된 기관 및 부서와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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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성과평가를 위해서는 교육분야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은 본 연구의 델파이
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미 본 연구의 4장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성과평가의 주체로서 교육
분야 전문가 역할을 강조해야 한다는 의견이 리커트 5점 척도에서 4.33점을 보여주고 있으며, 교육
개발협력 전문가의 역할 역시 4.26점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교육분야 ODA 성과평가에 있어서 이러한 다양한 전문가 집단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적절한 평가자들로 평가팀을 구성하는 것은 수월하지 않다.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의
역사가 짧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
분야 ODA 전문가, ODA 평가 전문가, 해당 영역 교육전문가 그룹이 충분하게 구성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최근 2~3년 동안 교육분야 ODA 사업의 활성화됨에 따라 대학들의 적극적 관심과 대응
으로 인해 관련 학과들에서 프로그램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은 미래의 인재풀을 확보하는 데 고무적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다. 평가 방법
교육분야 ODA의 큰 특징 중의 하나는 교육의 특성상 여러 이해집단이 관계되어 있다는 점이다.
Psacharopoulos(1995)가 지적한 것처럼 교육의 보급과 실천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존재
하며 이들의 역할에 따라 교육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교육의 결과는 다양한 요소들이 복잡한
과정을 거쳐 달성되기 때문에 특정 요소만의 투입 혹은 노력으로 교육의 기대했던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가장 많이 시행되고 있는 교육ODA 사업 중 학교건립 프로젝트의 경우 어떤 지역에 학교를
건립하고 기자재를 투입하고 교원재교육을 통해 교원의 역량을 높인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높아지고 학생들의 학교 졸업률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다. 교육 친화적 환경이 구성
되었지만, 결국 ‘교수-학습과정’이라는 핵심적인 교육활동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느냐는 학생과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의 역할이 고려되지 않고서는 결정될 수 없다. 즉, 교사와 학생간의 수업시간의
복잡한 교류작용, 교수활동 상호작용, 그리고 학생이 꾸준히 학교에 등교하고 교육의 내적 동력을
키울 수 있게 하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의 역할이다. 이런 관점에서 교육ODA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교육 대상자 혹은 사업관련 이해관계자 및 주변 당사자들의 역할을 중요하며
교육ODA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이들의 참여는 필수적이다. 실제로, ODA 사업 평가에 있어서 사업
참여자에 대한 강조는 1989년 OECD DAC이 “Policy Statement on Development Cooperation in
the 1990s”에서 참여 개발은 1990년대 개발원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강조함으로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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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회에 알려졌다. 또한 1996년 채택된 “Shaping the 21st century: the Contribution of
Development Cooperation”에서 수원국의 주인의식과 참여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 과정을 강조
하면서 많은 공여국과 국제기구의 주목을 끌었다. 특히, 원조 피로 현상이 많은 공여국에서 발생했던
1990년대 원조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참여 평가가 본격적으로 선진공여기관들에 도입되기
시작하였다(JICA, 2001).
특히 2000년대 사업 효과성 측면에서 공여국과 수원국과의 파트너십이 강조됨에 따라 원조의
관점이 공여국 중심에서 수원국 중심으로 이동하고 수원국의 필요와 역량에 기반한 원조의 필요성이
강화됨에 따라 사업 대상자들을 평가의 동반자로 인식하는 경향성이 커졌다. 이러한 지점에서 교육
ODA 사업의 수혜자는 곧 사업의 평가자로서 활동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ODA 평가는 주로 사업시행기관 위주로 수행되고 있다. KOICA나 EDCF의
경우 사업시행기관이 진행하는 자체평가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KOICA나
EDCF가 진행하는 사업평가의 경우에도 대부분 외부의 전문기관에 의뢰한 이후 관리감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전적으로 평가진행은 평가팀에 의해 자율적으로 이루
어지는 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평가는 평가팀 주도로 일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평을 받고 있다
(홍재환 외, 2012). 본 연구에서 선진 공여기관 사례로 분석한 USAID, DFID, JICA는 점차적으로
수원국 현지의 정책가, 수혜 집단 가운데 평가 행위에 참여할 수 있는 인력을 선발하고 참여적 평가
방식의 문호를 확장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ODA 평가에 있어서는 참여적 평가 방법이 활발하게 활용되어야 한다. 참여 평가
(participatory evaluation)란 사람이 중심이 되는 평가로서 사업 관계자들, 대상자 및 관심 있는
일반인들도 평가과정에서 주변인이 아닌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참여적 평가는 평가가 시행될 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가를 기획하고 설계할 때부터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 그리고 결과를 제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개선을 위한 실행 계획을
세우는 전 과정에서 이루어진다(UNDP, 1997). 이런 정의에 따르면 참여 평가는 단지 평가결과를
산출하고 이를 사업에 환류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평가 관리 시스템 역량을 구축
하고 수원국의 주인의식을 함양하며 보다 효과적인 환류를 가능케 한다는 목적을 가진다(JICA,
2001). 이러한 참여 평가의 목적은 OECD(2013)가 제시한 개발평가를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협력대상국의 평가역량 강화 및 활용이라는 교훈과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 진행된 델파이 조사결과에서도 교육개발협력사업의 성과평가의 주체로서 공여국의
전문가들인 교육개발협력 전문가 및 교육분야 전문가, 현지 전문가 및 지역 전문가뿐만 아니라
수원국 사업 참여자 및 전문가의 역할과 참여가 강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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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지표 측면
가. 교육분야 평가기준의 차별화 필요성
교육분야 ODA 사업의 경우에도 MfR이 도입되어야 하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교육
분야의 특수성은 MfR의 핵심 사안인 결과에 대한 정의 즉, 사업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 교육영역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과정은 다른 영역과 다른 독특한
특성을 가진다. 먼저, 교육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평가의 시점이 교육을
위한 사업의 효과가 나타나기 전에 이루어진다는 목표의 달성도를 측정하기 어렵다. 둘째, 교육
사업은 다른 분야와는 달리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과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자의 범위가
넓다. 셋째, 교육에 대한 관심과 이념이 다양하므로 평가에 대한 판단이 다원적이다. 마지막으로,
교육사업의 목적은 중층적이고 때론 효과가 간접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떤 사업의
직접적 효과를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다(Kellaghan & Stufflebeam, 2003; Psacharopoulos, 1995).
이러한 특징은 본 연구에서 실시한 델파이 조사에서도 잘 드러났는데 전문가들은 교육사업에서는
중장기성과 다면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성적 지표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교육
사업의 평가 시 가시적인 효과에 대한 직접적 지표로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나 사회
변혁, 교육과 노동시장과의 연계 및 수원국의 총체적 변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논의는 교육분야 ODA 사업의 평가가 MfR의 틀에서 이루어지게 될 때의 충돌 지점과 문제점을
보여준다. 즉, MfR의 요소로서 명확한 목표설정과 이에 대한 측정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때
평가에서 효과성 측정이 모호하게 되어 교육사업의 효과성이 때로는 과소 측정될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학교건립 사업의 경우 측정가능한 목표는 대부분 본 사업의 수혜를 받는 개인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개인의 학업성취도나 학교의 졸업률 등의 지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교육ODA 사업의 목표가 종종 권리로서의 접근이 아닌 사회발전을 위한 역량개발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교육ODA는 개인의 교육성과를 넘어선 사회경제적인 영향을 목표로 한다. 양질의
인적 자원을 공급하고 사회규범의 학습을 통한 범죄감소 효과, 모성 교육을 통한 교육효과의 세대
이전 등 교육경제학에서 논의되고 있는 교육의 효과는 사회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MfR의 틀 속에서 효과성에 집착한 교육사업에 대한 평가는 사업의 성과를 과소하게
평가하여 사업의 진행을 저해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사업에 대한 평가는 불가능하다거
나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서 최적의 자원으로
최고의 효과를 도출하여 책무성을 확보하는 것은 필수적인 과정이며, 교육사업의 개선을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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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기준에 의한 평가는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는 교육분야 ODA 평가가 타 분야의 평가
프레임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여타 분야의 평가 기준과 상이한
평가 기준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분야 ODA 사업평가 시 활용할 수 있는 평가지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하지만, 교육분야 ODA 사업이 동일한 평가지표로 평가된다면 교육사업의 특성이
성과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극복할 수 없다. 성과관리제도하에서 성과평과
결과가 예산과 연계되어 새로운 ODA 사업의 선정과 기존의 ODA 사업의 지원, 축소 및 폐지 등을
결정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의 특성에 따른 성과평가결과를 보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성과평가지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ODA사업을 포함해서 모든 성과평가에 있어서 핵심적인 이슈 중 하나는 성과측정(performance
measurement)의 문제이다. 성과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업의 성과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어야 하지만, 성과평가에서 봉착하는 심각한 문제는 사업마다 성과측정의 가능성이 다르다는
점이다.
하연섭(2013)의 연구에 따르면 사업의 특성에 따라 성과점수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성과측정이
용이한 사업의 경우 평가결과가 좋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한 측정이 용이한 사업의 경우
성과측정의 신뢰성이 높아 평가결과의 편차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정전문가
네트워크(성과관리)회의에서 하연섭(한국조세연구원 회의록, 2013. 3. 8)은 기존의 ODA 사업 평가
기준들(적절성, 효과성 등)이 대부분 하드웨어(hardware)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교육과
인력 등 소프트웨어(software)형 사업들은 성과자체를 판단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로 인해 현재 우리나라가 ODA 뿐 아니라 재정사업을 평가할 때 그 자체만으로 제약과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특히, ODA 사업에 있어서 2014년부터 성과평가와 예산을 연계시키게
되면 어떤 유형의 사업인지가 결론을 사전적으로 결정해버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DAC의
평가기준이 수정되어야 하거나 정교화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교육ODA를 유형화한 후 각 유형에 적합한 성과평가기준
(안)을 개발하였다.

나. 교육ODA 분류틀
교육ODA를 유형화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존재한다. OECD DAC이 규정하는 ODA 원조유형에
따른 분류를 따르면 무상원조의 경우 예산지원, 프로젝트, 기술협력, 차관면제, 식량원조, 인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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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 NGO에 대한 지원,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민관협력) 원조지원, 개발협력에 대한
홍보 및 지원, 행정비 지원으로 나뉠 수 있다. 교육분야의 경우에는 아래의 표와 같이 분류된다.
<표 Ⅴ-3> OECD DAC의 교육ODA 분류
분야중분류

분야소분류

교육일반

∙ 교육정책 및 행정관리
∙ 교사훈련

∙ 교육시설 및 특별연수
∙ 교육연구

기초교육

∙ 초등교육
∙ 취학전교육

∙ 기초생활교육

중고등교육

∙ 중고등교육

∙ 직업훈련(기초, 중등수준)

∙ 전문대, 대학(원) 교육
∙ 고급기술 및 관리자 교육

∙ 간접 연수생 지원

대학, 전문교육

출처: 정우진(2010: 159); OECD stat(n.d.) 재인용.

또 다른 방식은 교육ODA의 유형을 교육분야 사업을 중심으로 구분하는 방법으로 물적 기반확보,
프로그램 제공, 인적교류로 유형화하는 것이다(윤종혁 외, 2012). 대표적인 지원사업인 학교건립 및
기자재의 지원과 같은 하드웨어적인 지원의 경우 물적 기반확보로, 교육 정책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등은 프로그램 제공으로, 연수프로그램의 운영이나 전문가 파견을 통한 지원, 정부초청장학생
등의 사업 등은 인적교류로 분류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성과측정의 가능성을 반영한 교육ODA의 사업을 분류한 후 성과평가기준
(안)을 작성하였다.
성과측정의 가능성은 프로그램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사업별 성과측정의 가능성에 관한 선구
적인 연구를 수행한 Pollitt(2001)에 따르면 정부의 프로그램은 유형적 서비스(tangible services),
무형적이면서 개별화된 서비스(non-tangible individually-tailored services), 무형적이면서 아이
디어 차원의 프로그램(non-tangible ideal services)으로 나눌 수 있다. 유형적 서비스는 측정가능
하고 표준화된 활동으로서 성과측정이 용이한데 반해, 무형적 서비스는 비표준화되고 결과를 정확
하게 측정하기 어려운 활동을 의미한다. <표 Ⅴ-4>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유형적 서비스의 대표
적인 예로서는 여권발급, 운전면허 발급, 세금징수 등이 있다. 무형적 서비스는 다시 개별화된 서비
스와 아이디어 차원의 서비스로 나눌 수 있다. 무형적이며 개별화된 서비스는 개인의 욕구와 상황에
맞추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성과측정이 불가능하지만 않으나 유형적 서비스에
비해 정확한 측정이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다. 무형적이면서 아이디어 차원의 서비스는 통상적으로
전체적인 사업의 한 과정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과의 측정이 활동이나 과정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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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하연섭, 2010: 279-80).
<표 Ⅴ-4> 서비스 종류에 따른 성과측정 가능성
서비스의 종류

서비스의 예

성과측정 가능성

유형적 서비스

여권발급, 운전면허 발급, 세금징수 등

쉬움

무형적이면서 개별화된 서비스

교육, 보건 등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음

무형적이면서 아이디어 차원의 서비스

정책보좌

불가능

출처: 하연섭 (2010: 280).

사업유형별 성과측정의 가능성에 따른 Pollitt의 유형 구분을 ODA사업에 적용하면 사업을 크게
유형적 사업과 무형적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유형적 사업의 경우에는 다시 사업이 추구
하는 바가 사업의 결과로서 바로 표현되는 사업과, 사업이 추구하는 바가 보다 궁극적인 결과의
중간 과정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경우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ODA사업 중 물리적 투자와 인프라
구축은 사업이 추구하는 바가 직접적으로 사업의 결과로 표현될 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쉽게 측정
할 수 있는 사업인 반면, 중간재를 지원하는 사업은 사업의 직접적 결과가 궁극적 결과가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그 성과를 직접적으로 측정
하기 어려운 사업이다.
무형적 사업은 Pollitt의 구분대로 무형의 개별화된 서비스와 무형의 아이디어 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다양한 ODA사업 유형 중에서 이러한 Pollitt의 구분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들이
있는데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업
들을 다른 두 가지 유형과 구분하여 무형의 프로그램 지원 사업이라는 별도의 유형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ODA사업의 특성 때문에 Pollitt의 구분과는 다른 차원에서 성과측정의 문제를 야기하는
사업 유형이 있다. 대부분의 ODA사업은 단일 국가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인데 반해, 복수의 다양한
국가가 참여하는 사업들이 있다. 이러한 사업의 경우에는 DAC의 5대 평가기준을 단일국가 차원에
적용하는 것과 다른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유형과 무형의 구분에 더하여 단일 국가
대상 사업과 복수 국가 대상 사업으로 ODA사업을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한
것이 국제교육개발협력 사업 유형화(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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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5> 국제교육개발협력 사업 유형화(안)
사업
내용

사업
대상

유형

무형

물리적 투자 및
인프라 구축

중간재
지원

시설
(학교, 센터)

물자/재
정지원

∙ 학교 건립
∙ 기자재
∙ 직업훈련원(센터) 지원
∙ 교구재
설립
단일
∙ 교사양성기관
지원
국가
∙ 어학실습실
∙ 학교
급식

무형의 개별화된
서비스

무형의 프로그램
지원

직접 영향

간접 영향

직접 영향

간접 영향

인력양성

시스템/
프로그램개발

컨설팅/
콘텐츠개발

연구/용역

∙ 교사양성
∙ 학생교류
∙ 장학생사업
∙ 교사연수

무형의 아이디어 서비스

∙ 아세안사이버대학 ∙ 교육분야개발협력
설립
정책 컨설팅
∙ 국제협력선도대학 ∙ 교육분야 콘텐츠
육성지원
개발
∙ 교육프로그램 개발
∙ 프로그램 지원

∙ 수요조사 및
원조모델 발굴
교육분야 원조
∙ 수요 발굴
∙ 성과관리
∙ 예비타당성 조사
∙ 정책연구

∙ 정부초청장학생 ∙ 국내외 협력체제
교류지원
확대
∙ 외국인우수교환 ∙ 네트워크 구축
학생지원
∙ 협의체 구축 지원
∙ 외국인우수자비
유학생지원
∙ 주요국가 대학생
초청연수
∙ 현직 리더 초청
연수

복수
국가

1. KOICA, EDCF, 교육부 2012년 교육개발협력사업 내부자료로 작성된 협력사업 총합 리스트에
기반해서 작업을 실시함
2. 사업 내용을 크게 유형(tangible)과 무형(intangible)은 사업으로 구분
※ 유형적 서비스(tangible services)는 측정가능하고 표준화된 활동을 의미하며, 무형적 서비스
(intangible services)는 활동을 측정과 산출물을 측정하고 표준화하기 어려운 사업을 의미
3. 유형적 사업은 다시 물리적 투자(physical investment)와 중간재 지원으로 구분 가능
※ 물리적 투자는 학교 건축, 센터 설립 등 인프라 구축을 의미하며, 중간재 지원은 기자재 지
원 등 교육 서비스 제공에 있어 중간재(intermediate goods) 역할을 하는 사업을 의미
4. 무형 서비스는 무형적이면서 개별화된 서비스(non-tangible individually-tailored services),
무형적이면서 프로그램 지원 서비스(non-tangible program services), 무형적이면서 아이디
어 차원의 프로그램(non-tangible ideal services)으로 구분
5. 또한 무형 서비스는 교육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인가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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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가에 따라 구분 가능
6. 무형의 개별화된 서비스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인력 양성 사업을 의미
7. 무형의 프로그램 지원은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개인에 대한 영향이 간접적인
사업
8. 무형의 아이디어 서비스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하는데, 이는 다시 교육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인가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인가 여부로 구분 가능
9. 무형의 아이디어 서비스이면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 유형으로서는 교육분야 개발
협력 컨설팅과 교육컨텐트 개발을 들 수 있음
10. 무형의 아이디어 서비스이면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 유형의 예로는 정책연구, 예비
타당성조사, 성과관리 등을 들 수 있음
11. 사업 대상에 따라 단일 국가 사업과 복수 국가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음. 이렇게 구분하는 이
유는 복수 국가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의 효과가 분산되기 때문에 relevance, effectiveness
등을 측정하기 곤란하고 다자간 협력을 요구하기 때문임

다. 성과 평가 요소 및 영역: 성과지표 4가지에 대한 논의
위에서 제시된 교육ODA 분류에 따라 교육 사업들은 각기 다른 평가기준과 평가지표로 평가될 수
있다. 먼저 평가기준과 관련해서 유형에 따라 OECD DAC의 5대 기준이 적용되는 비중이 달라질 수
있다. 유형과 무형 그리고 무형 내 구분이 가능한 세부 유형들이 각기 다른 OECD DAC 기준을
활용할 수 있다. 두 번째로. 평가지표와 관련하여 여러 유형의 교육ODA 사업들을 평가하기 위해
개별화된 평가지표가 활용될 수 있다.

1) 평가기준의 차별화
교육ODA 사업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기준을 선정할 때 두 가지 차원에서 다른 영역의 평가기준과
차별화될 수 있다. 하나는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기준의 강조이며, 다른 하나는 유･무형
사업에 따른 평가기준 비중의 변화이다.
가) 교육개발협력사업 평가기준으로서의 성주류화
우선, 성 주류화는 크로스커팅이슈로서 국제개발협력의 어떠한 사업평가에서도 중요하게 포섭
되어야하는 평가기준이 될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독립적 평가기준으로 다루어지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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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교육ODA 사업의 경우에는 국제사회에서의 여성교육에 대한 강조와 그 중요성을 고려할 때
독립적인 기준으로 다루어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평가 지표를 개발할 때 기본적으로는 OECD DAC의 5대 지표를 준용했으나, 국제
사회의 개발 목표인 MDGs와 EFA의 목표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여성교육에 대한 강조를
위해서 성 주류화를 포함한 6가지 지표를 선정하고, 활용하였다. 다시 말해 본 연구에서는 교육개발
협력사업의 평가가 다른 영역의 개발협력사업과 차별화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와 논의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성 평등성(gender equity) 기준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구체적으로 EFA 목표들에서 성 평등을 달성하는 것(여아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 및 양질의 교육
제공 그리고 여성의 문해율 개선 강조)을 강조하고 있으며, MDGs의 교육관련 목표에서도 성 평등
촉진은 끊임없이 강조되고 있다. 더욱이 교육의 효과가 세대에서 세대를 걸쳐(generation to
generation)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는 측면에서 여성 교육은 자녀 교육을 통해 그 효과가 보다 중장
기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의미한 평가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OECD DAC의 5대 기준에 성 주류화를 맥락적으로 포함시키기 보다는
독립적인 평가 기준으로 다루었다.
여기서 개발협력 사업에서 성 주류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성
주류화란 법제정, 정책 또는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모든 계획, 활동에서 양성 평등 달성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혜택을 누려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유사한
맥락에서 유엔은 ‘모든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실행과 모니터링에서 양성
평등(gender equality)을 이루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곽숙희, 정혜선, 정미경: 2007). 개발원조
에서 성주류화는 수원국의 최종 수혜자라고 할 여성들이 원조를 통해서 빈곤을 극복하고,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성 인지적 관점의 개발원조 정책과 그 실행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DFID(2006)는 “Gender Equality Action Plan(2006-2009)”이라는 보고서를 통해서 소외계층으로
고착화된 개발도상국 여성들의 빈곤과 비문해를 극복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계획을 수립
하였다. 개발협력 사업이 여성과 남성 수혜자의 인간기본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성 주류화 개발
전략을 담은 이 보고서는, 남성과 여성이 처해있는 조건을 이해하고, 성 인지적 분석도구나 지표의
개발이 요구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제 측면을 살펴볼 때, 교육ODA는 성인지적 정책 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 및 평가가 매우 중요하다. 수혜국 여성의 문해능력을 향상시키고, 삶을 위한 기술
(skill for life)을 습득하고 빈곤을 극복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교육의 기여는 중추적이다. 왜냐
하면 전 세계적으로 여성교육이 남성교육보다 모든 수준(초등 및 중등교육, 대학교육)에서 떨어질
뿐 아니라, 문해에 있어서도 뒤쳐지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거의 모든 수원국의 공통된 점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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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성 주류화에 대한 인식과 평가 지표는 중요하다. 특히 교육 사업의 효과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기초교육분야에서 가장 많은 수의 교육 참가자와 타켓 그룹은 여성이기 때문에 성주류화에
대한 고려 없이는 교육의 질 향상은 담보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본 연구의 델파이 조사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교육ODA 사업 평가에서 성주류화를 DAC의
5대 기준 안에 넣을 것인지, 독립시키는 것이 유의미한지에 대한 전문가 조사에 따르면, 다수의 전
문가들은 교육분야에서 성평등의 달성과 여아 및 여학생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는 중요한 목표이고,
여성의 교육이 수원국 아동의 환경개선과 지역공동체의 발전에 주요한 동력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
였다. 일부 전문가들은 ‘여성교육 혹은 여성정책에 대한 제도적 상설화, 그리고 여성 쿼터제 채택
등'을 추가로 제안하는 등 교육ODA 사업에서 적극적인 성 주류화 지표가 추가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성주류화를 독립 기준으로 설정할 경우 교육 사업이 양성 평등에 미친
결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측정방법을 개발해야 하는 과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 델파이
조사에 응답한 개발협력 전문가는 Post 2015의 예비적 목표로 설정된 2번 목표 ‘여아 및 여성 역량
강화와 양성평등 달성’과 3번 목표 ‘양질의 교육 및 평생교육 제공’이라는 목표가 설정되어 있음을
환기하면서 교육의 목표와 성 주류화 목표 간에 간섭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도 유의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였다. 본 연구는 이처럼 다양한 논의 지점을 고려하여, 독립 기준으로서 성주류화는
모종의 한계와 과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ODA 사업에서 OECD의 다섯 가지 기준 이외에
추가된 독립기준으로 설정하여 지표를 개발하였다. 이는 교육에서는 성 주류화 이슈가 더 이상
주변적인 요소가 아니며, 크로스커팅 이슈로서 범 분야에 적용되는 필수 이슈로 모든 평가항목에서
반영되면서도 성주류화를 통해서 교육사업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별도의 평가항목이 존재하는 것이 유의미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나) 유･무형 교육ODA 사업에 대한 평가기준 비중 차별화
교육개발협력사업은 유･무형 사업 성격에 따라 평가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교육적 성격이 더
확연히 드러나는 무형 사업의 경우는 효과가 단기간에 측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평가가 용이하지
않다는 특징을 가진다. 이런 경우 동일한 평가기준을 활용할 경우 잠재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들이 무형의 형태로 이루어졌다는 점만으로 낮은 평가결과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유･무형에 대한 평가기준이 상이하게 제시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무형 교육ODA 사업에 대한 평가기준의 차별화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 진행된 다양한 연구 활동을 통해, 유형의 사업의 경우 효과성 기준에 대한 강조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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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고 결론지었다. 이는 유형의 사업의 경우 성과측정이 기타 교육ODA 사업에 비해 용이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업에 대한 평가기준을 유사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성과평과
라는 점을 고려하여 델파이조사에서 도출된 결과61)를 참조하여 OECD DAC의 평가기준의 배점기준을
설정하였다.
<표 Ⅴ-6> 교육개발협력사업 평가기준 비중(유형)
구분

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지속가능성

영향력

성주류화

총계

성과평가

15%

15%

25%

20%

20%

5%

100%

상기의 표는 유형의 사업의 경우 성과평가에서 효과성을 강조하고 지속가능성과 영향력은 성주류
화의 포함으로 인해서 다소 감소한 비중을 제시하였다. 적절성과 효율성 그리고 성주류화의 경우
가장 낮은 수준의 비중으로 적용된다. 이는 유형의 교육ODA 사업을 평가할 경우 참조 자료로 활용
될 수 있으며, 수원국의 수요와 교육 환경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될 수도 있다.
종료 평가 시 무형의 사업의 경우 유형 사업에 비해서 효과성 기준의 강조에 따라 영향력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평가비중이 다소 줄어들 수 있다. 이는 교육ODA 중 무형 사업이 영향력과 지속가능
성이 약하게 나타나기 때문이 아니라 이를 측정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이는 영향력과 지속
가능성 기준의 낮은 평가로 인해 결과적으로 성과평가에 있어서 사업 성격 때문에 낮은 평가결과를
받을 수 있다. 예컨대, 교사연수사업의 지속가능성은 학교건립에서의 지속가능성보다 낮은 비중
으로 평가될 필요성이 있다. 이는 교사연수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무형의 사업들인 정부초청장학생
교류지원 및 국제협력선도대학육성 지원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이를 성과지표별 비율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Ⅴ-7> 교육개발협력사업 평가기준 비중(무형)
구분

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지속가능성

영향력

성주류화

총계

성과

15%

20%

25%

15%

15%

10%

100%

61) 델파이 조사에서 전문가들은 성과평가에 있어서 OECD DAC의 5대 기준을 적용비중을 묻는 질문에 적절성 13%, 효과성 22%, 효율성 17%,
지속가능성 24%, 영향력 24%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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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지표의 차별화
본 연구에서는 상기의 교육ODA 사업 분류를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ODA 사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 가지 유형(물리적 투자 및 인프라 구축, 무형의 개별화된 서비스, 무형의
프로그램 지원)의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지표를 대표적으로 제시하였다. 먼저, 물리적 투자 및 인프라
구축 유형에서는 ‘학교건립 사업’을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무형의 개별화된 서비스 유형에서는 단일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교사연수 사업’과 복수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초청장학생 사업’에 대한
평가 지표를 개발하였다. 마지막으로 무형의 프로그램 지원 유형에서는 교육부의 ‘국제협력선도
대학육성지원 사업’을 선정하였다. 무형의 아이디어 서비스의 경우에는 Pollitt의 주장처럼 평가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평가지표 개발에서 제외하였다.
교육분야 ODA를 유형화한 후 각 유형의 특성을 반영한 성과지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교육분야의
특수성을 동시에 반영하였다. 델파이 연구에서 드러난 특성들인 중장기성, 정성적 지표의 중요성,
지속가능성 및 영향력의 중요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다. 또한 교육의 특수성을 반영한 평가
지표로서 교육ODA 사업의 가시적인 효과에 대한 직접적 지표(예, 취학률, 학업성취도 등), 교육
성과와 노동시장의 연계성, 수원국의 변화, 수원국내 공동체 형성 및 사회변혁, 수혜자인 학습자의
변화 등이 포함되었다.
최근 국제개발협력의 관점에서 교육분야는 도구적인 관점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경제발전이나 국가발전을 위한 교육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는 ODA의 추진에
있어서 수원국의 역량을 강화하는 측면이 주목받고 있다. 예컨대, 신뢰(trust) 수준은 경제발전에
영향을 미치는데 국가의 신뢰는 궁극적으로 교육에 의해 높아질 수 있다는 가정에 따라 수원국의
역량개발의 주요한 요소로서 교육받은 인구(educated population)의 층위가 국가 단위에서 확장
되는 것이 중요하므로, 전 영역에 걸쳐 교육이나 훈련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즉, 교육은 교육
받은 개개인의 역량 개발을 통해 타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는 가능성의 기제(enabling mechanism)가
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교육ODA 평가에 있어서 수원국의 변화, 공동체 형성 및 사회변혁이 주요한
요소로 고려되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문헌 분석, 델파이 조사결과, 연구진 협의회, 집중토론회
등 각종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각 지표의 영역별 주요항목을 선정･개발하였다. 각 유형별 교육ODA
사업의 평가 지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가) 유형의 교육ODA 사례 평가 지표: 시설건립(학교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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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8> 유형의 교육ODA 사례 평가 지표: 시설건립(학교설립)
영역

적
절
성

주요항목

192

자료수집 방법 및 검토 내용

수원국의 교육정책 및
국가교육발전계획과의
연계성

∙ 학교설립은 수원국의 교육정책 및 국가교 ∙ 학교설립 시 해당 학교급(초등, 중등, 고
육발전계획의 우선순위에 해당되는가?
등)의 교육정책(교육시설계획 등) 자료 및
국가교육발전계획 검토
∙ 현지출장 중 면담조사를 통한 기초 정보
확보

수원국 수요반영

∙ 학교설립은 수원국의 요청 혹은 해당지역 ∙ 사전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 검토
주민의 수요를 반영하였는가?
∙ 수원국에 대한 한국의 통계자료 검토
∙ 수원국 CPS 자료 확인
∙ 수원국 사업 추진 담당자들과의 면담조사
∙ 해당지역 주민과의 면담

∙ 학교설립 위치･규모･학교급은 적합한가? ∙ 사업계획서 검토
사업 설계 및 수행방식의
∙ 학교설립 사업수행방식이 적절하게
∙ 사업수행과정 모니터링 보고서 검토
적절성
∙ 학교설립업체와의 계약서 검토
이루어졌는가?
수원국의 교육환경 및
역량 수준

∙ 학교설립지역 주변에 취학 가능 학생들이
∙ 지역교육현황 자료 검토
충분한가?
∙ 수원국의 교육발전단계를 고려하였을 때 ∙ 국제기구의 수원국의 교육현황 지표 및
필요한 사업인가?
수원국의 교육통계자료 확보 및 검토

∙ 학교설립이 MDGs나 EFA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는가?
국제사회의 교육관련
정책 및 규범과의 연관성 ∙ 학교설립이 국제기구나 선진공여국의
교육ODA 제공 원칙에 부합하는가?

∙ 사업계획서와 국제기구나 선진공여국의
이니셔티브s와의 관련성 검토(자료검토)
∙ 국제기구나 선진공여국의 교육ODA 추구
원칙 준수 여부(자료검토)

한국의 수원국에 대한 ∙ 학교설립은 해당 국가에 대한 CPS에
국별지원계획과의 부합성 지원정책의 우선순위와 부합하는가?

∙ 국별 CPS 자료 검토

공여국의 목표 달성

∙ 학교설립은 우리나라의 교육ODA 목표를 ∙ 교육ODA의 목표에 비추어 사업계획서
달성하는데 기여하는가?
검토

비용 대비 효과성

∙ 더 적은 비용으로 동일한 규모의 학교를 ∙ 수원국에 최근 건립된 학교설립 예산안
건립할 수 있었나?
검토

사업 수행의 효율성
효
율
성

구체적 질문

∙ 학교설립이 목표한 기한 내 정해진
∙ 사업수행과정 모니터링 보고서 및
비용으로 이루어졌는가?
사업결과보고서 자료 검토
∙ 학교설립사업의 관리가 잘 이루어졌는가?

비용의 합리적 책정 및
∙ 학교설립계획에 맞게 예산이 책정되었나? ∙ 사전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 자료 검토
예산 의 적절성
예산지출의 적절성

∙ 예산의 지출이 계획된 대로 이루어졌나? ∙ 사업수행과정 모니터링 보고서 자료 검토
∙ 예산지출과정에서 불법행위는 없었나?
∙ 공사시행업체와의 회계과정 검토

사업 참여자의 효율적
의사소통

∙ 학교설립과정에서 수원국 담당자와
∙ 해당 부처 담당자 및 공사시공업체 관계자
지속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졌나?
∙ 학교설립과정에서 시공업체와 의사소통이 면담조사
이루어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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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주요항목

사업 목표의 달성 여부

수혜자 개인에 대한
평가(만족도)

구체적 질문
∙ 당초 계획한 목표인 학교설립을
완료하였는가?

∙ 학교설립계획서 자료입수 및 검토
∙ 현지 실사

∙ 학교설립으로 인해 교육활동이 원활이
이루어졌는가?

∙ 사업결과보고서
∙ 현지 실사 및 학교구성원 면담

∙ 학교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한가? (학생,
교원 및 학부모)

∙ 학교구성원에 대한 만족도 조사

교육역량 시스템 구축 및 ∙ 학교설립이 수원국의 교육행정체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교육시스템과의 연계
효
과
성

∙ 관련 실적자료 검토
∙ 전문가와의 면담

∙ 학교설립으로 인해 수원국의 교육정책 및 ∙ 교육정책(교육시설계획 등) 자료 및
교육성과의 수원국
국가교육발전계획 검토
활용가능성 및 교육정책 국가교육발전계획달성에 기여했는가?
∙ 관계기관 담당자 및 교육전문가 면담조사
기여도

교육기회 확대 여부

교육의 질 향상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영
향
력

자료수집 방법 및 검토 내용

∙ 학교설립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수의
학생이 교육받았는가?
∙ 학교설립이 상대적 빈곤층의 교육기회
확대에 도움이 되었는가?

∙ 학교의 교육통계자료 자료입수 및
검토(필요시 서베이 실시)
∙ 학교구성원들에 대한 현황조사
∙ 지역주민에 대한 면담조사

∙ 학교설립으로 인해 교육의 질이
향상되었는가?

∙ 학교의 교육결과에 대한 자료 검토 및
객관적 평가(학업성취도 결과)
∙ 학교구성원에 대한 주관적 평가(만족도
조사)

∙ 학교의 건립으로 인해 지역사회 취학학생 ∙ 지역교육전문가 및 지역주민 면담조사
비율이 늘었는가?
∙ 학교설립으로 인해 경제적 영향이
있었는가?

수원국 정책에 기여도

∙ 학교설립으로 인해 수원국의 교육목표
달성에 영향을 미쳤는가?

∙ 수원국 교육부/교육청 관계자 면담조사

학습자에게 미치는
영향력(학업성취도 및
교육의 효과)

∙ 학교설립으로 인해 학생들의 교육받은
효과(학업성취도 및 상급학교 진학열망
등)가 증가했는가?

∙ 학생 및 학교구성원 자료조사 및 설문조사

양국간의 파트너십

∙ 학교설립으로 인해 수원국의 한국에 대한 ∙ 지역사회주민 및 학교구성원 면담조사 및
이미지는 상승했는가?
설문조사
∙ 학교설립으로 인해 한국과 수원국의
네트워크가 공고화되었는가?

∙ 학교설립이 교육에 대한 한국의 노하우를 ∙ 사업담당 당사자 면담조사
수원국에 전달한 기회가 되었는가?
사업참여자의 역량 개발 ∙ 사업에 참가한 당사자들이
학교설립과정을 통해 전문성을
향상시켰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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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주요항목

구체적 질문

∙ 한국은 학교설립이후 학교관리계획을
사후관리계획(수원국 및 가지고 있는가?
∙ 수원국은 학교를 유지관리할 계획을
공여국 후속조치)
가지고 있는가?

지
속
가
능
성

∙ 한국 및 수원국의 사업담당자 면담조사

수원국의 유지관리
역량(재정자립도)

∙ 수원국은 학교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가?

지속적인 파트너십

∙ 한국과 수원국간의 신뢰수준은 어떠한가? ∙ 한국과 수원국과의 교류역사 및 ODA
∙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한국과
지원상황 자료분석
수원국과의 파트너십을 유지할 통로가
∙ 한국 및 수원국의 사업담당자 면담조사
있는가?

∙ 수원국의 사업담당자 면담조사

사업성과의 지속적인
측정(학습성과 및
학업성취도의 지속성)

∙ 한국은 학교설립 이후 영향평가를 위한
계획 혹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가?
∙ 한국은 사업성과(학습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있는가?

교육수요자들의
학교교육 참여 여부

∙ 향후 지속적으로 학교에 취학할 학생들이 ∙ 교육현황자료 자료 분석
존재하는가?

수원국의 성평등
정책과의 연관성
성
주
류
화

자료수집 방법 및 검토 내용

∙ 여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학교인가?

계획서 상의 성주류화 ∙ 학교설립계획서 상에 반영된 성주류화
달성이 되었는가?
관련 방안 및 계획이행
수원국 성차별 해소,
성평등 촉진 기여도

∙ 학교설립이 해당 지역의 여성의
교육기회확대에 기여하였는가?

∙ 사업계획서 자료분석
∙ 한국의 사업담당자 면담조사

∙ 교육전문가 및 수원국의 사업담당자
면담조사
∙ 교육전문가 및 학교운영당사자 면담조사
∙ 학교현황자료 자료조사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형의 교육ODA 사업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학교설립사업이라 할 수 있다.
학교건립은 개발도상국의 교육발전에 필수불가결한 물리적 토대이며, 교육 기회 확대를 도모하는
하드웨어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사업의 목표와 효과가 가시적으로 측정될 수 있는 유형의
교육 사업의 경우에는 성과평가 기준에서 효과성이 강조된다. 예를 들어 학교건립을 통해서 수원국
학습자의 교육접근성을 측정하는 ‘교육기회 확대 여부’는 효과성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나) 무형의 교육ODA 사례 평가 지표: 단일국가 대상의 인력양성(교사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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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9> 무형의 교육ODA 사례 평가 지표: 단일국가 대상의 인력양성(교사 연수)
영역

주요항목
수원국의 교육정책 및
국가교육발전계획과의
연계성

구체적 질문
∙ 교사연수사업은 수원국의 교육정책 및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우선순위에
해당되는가?

∙ 교사연수사업 시 해당 학교급(초등, 중등,
고등)의 교육정책(교육시설계획 등) 자료
및 국가교육발전계획 검토
∙ 현지출장 중 면담조사를 통한 기초 정보
확보

∙ 교사연수사업은 수원국의 요청 혹은
해당지역 주민의 수요를 반영하였는가?

∙ 사전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 검토
∙ 수원국에 대한 한국의 통계자료 검토
∙ 수원국 CPS 자료 확인
∙ 수원국 사업 추진 담당자들과의 면담조사
∙ 해당지역 주민과의 면담

수원국 수요반영

적
절
성

∙ 교사연수사업을 위한 학생선정 방법이
사업 설계 및 수행방식의 적절한가?
∙ 교사연수사업 사업수행방식이 적절하게
적절성
이루어졌는가?
수원국의 교육환경 및
역량 수준

자료수집 방법 및 검토 내용

∙ 사업계획서 검토
∙ 사업수행과정 모니터링 보고서 검토
∙ 교사연수사업업체와의 계약서 검토

∙ 수원국의 교육발전단계를 고려하였을 때 ∙ 국제기구의 수원국의 교육현황 지표 및
필요한 사업인가?
수원국의 교육통계자료 확보 및 검토

∙ 교사연수사업이 MDGs나 EFA 목표를
∙ 사업계획서와 국제기구나 선진공여국의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는가?
이니셔티브s와의 관련성 검토(자료검토)
국제사회의 교육관련
정책 및 규범과의 연관성 ∙ 교사연수사업이 국제기구나 선진공여국의 ∙ 국제기구나 선진공여국의 교육ODA 추구
교육ODA 제공 원칙에 부합하는가?
원칙 준수 여부(자료검토)
한국의 수원국에 대한
국별지원계획과의
부합성
공여국의 목표 달성
비용 대비 효과성

사업 수행의 효율성
효
율
성

∙ 교사연수사업은 해당 국가에 대한 CPS에 ∙ 국별 CPS 자료 검토
지원정책의 우선순위와 부합하는가?
∙ 교사연수사업은 우리나라의 교육ODA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하는가?

∙ 교사연수사업 예산을 통해 더 많은 학생을 ∙ 교사연수사업 예산안 및 지출내역 검토
초청할 수는 있었나?
∙ 교사연수사업이 목표한 기한 내 정해진
비용으로 이루어졌는가?
∙ 교사연수사업사업의 관리가 잘
이루어졌는가?

비용의 합리적 책정 및 ∙ 교사연수사업계획에 맞게 예산이
책정되었는가?
예산 의 적절성
예산지출의 적절성
사업 참여자의 효율적
의사소통

∙ 교육ODA의 목표에 비추어 사업계획서
검토

∙ 사업수행과정 모니터링 보고서 및
사업결과보고서 자료 검토

∙ 사전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 자료 검토

∙ 예산의 지출이 계획된 대로
∙ 사업수행과정 모니터링 보고서 자료 검토
이루어졌는가?
∙ 예산지출과정에서 불법행위는 없었는가?
∙ 교사연수사업 과정에서 수원국 담당자와 ∙ 해당 부처 담당자 면담조사
지속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졌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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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효
과
성

영
향
력

주요항목

구체적 질문

사업 목표의 달성 여부

∙ 당초 계획한 목표인 교사연수사업을
완료하였는가?

∙ 교사연수사업계획서 및 사업성과보고서
검토

산출물

∙ 초청받은 교사가 수준 높은 교육을
받았는가?

∙ 학생들의 소속기관의 교육과정 분석

수혜자 개인에 대한
평가(만족도)

∙ 초청받은 교사의 교육만족도는 어떠한가? ∙ 학생의 교육만족도 조사

교육역량 시스템 구축 및 ∙ 초청받은 교사가 본국으로 돌아가
교육시스템과의 연계
교육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가?

성
주
류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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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실적자료 검토
∙ 전문가와의 면담

교육성과의 수원국
활용가능성

∙ 교사연수사업으로 인해 수원국의
교육정책 및 국가교육발전계획달성에
기여했는가?

∙ 교육정책(교육시설계획 등) 자료 및
국가교육발전계획 검토
∙ 관계기관 담당자 및 교육전문가 면담조사

교육의 질 향상

∙ 교사연수사업이 수원국의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는가?

∙ 학생 면담(미래 목표, 등)

수원국 정책에 기여도

∙ 교사연수사업으로 인해 수원국의
교육목표 달성에 영향을 미쳤는가?

∙ 수원국 교육부/교육청 관계자 면담조사

학습자에게 미치는
영향력(학업성취 및
교육의 효과)

∙ 교사연수사업 대상자들의 교육받은
효과(교사역량강화 등)가 증가했는가?

∙ 학생 면담조사 및 설문조사

양국간의 파트너십

∙ 교사연수사업으로 인해 수원국의 한국에 ∙ 지역사회주민 면담조사 및 설문조사
대한 이미지는 상승했는가?
∙ 교사연수사업으로 인해 한국과 수원국의
네트워크가 공고화되었는가?

∙ 교사연수사업이 교육에 대한 한국의
노하우를 수원국에 전달한 기회가
되었는가?
사업참여자의 역량 개발
∙ 사업에 참가한 당사자들이
교사연수사업과정을 통해 전문성을
향상시켰는가?
지
속
가
능
성

자료수집 방법 및 검토 내용

∙ 사업담당자 면담조사

∙ 한국은 교사연수사업이후 학생을 지원할 ∙ 한국 및 수원국의 사업담당자 면담조사
사후관리계획(수원국 및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 수원국은 학생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공여국의 후속조치)
있는가?
∙ 사업계획서 검토
사업성과의 지속적인 측정 ∙ 한국은 교사연수사업 이후 영향평가를
(학습성과 및 미래 성과) 위한 계획 혹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가? ∙ 한국의 사업담당자 면담조사
수원국의 성평등
정책과의 연관성

수원국 여성의 역량 개발

∙ 학생선발에서 성 평등성이 확보되고
있는가?

∙ 사업계획서 검토
∙ 교육전문가 및 수원국의 사업담당자
면담조사

∙ 수원국 여성의 교육기회 확대에 도움이 ∙ 사업수행결과보고서 검토
되었는가?
∙ 사례분석
∙ 수원국 여성의 역량개발에 기여하였는가? ∙ 학생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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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연수는 무형의 개별화된 서비스 유형이자, 단일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교육ODA
사업이라 할 수 있다. 교사연수는 인력양성 및 인재개발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교육 소프트웨어
사업이다. 그런데 개발협력 사업으로서 단기간에 교육목표의 달성 여부와 달성의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하기 어렵고, 중장기적 교육효과를 내재하고 있는 사업 유형이다. 예컨대 성과평가의 ‘영향력’
기준의 세부 지표로서 ‘교원연수를 통해 학습자에게 미치는 영향의 정도’는 측정의 어려움과 복잡성
으로 인해서 낮은 비중으로 평가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는 교육ODA 사업 성과평가에서 교육
분야가 가지는 특성이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다) 무형의 교육ODA 사례 평가 지표: 복수국가 대상의 인력양성(정부초청장학생교류지원)
<표 Ⅴ-10> 무형의 교육ODA 사례 평가 지표: 복수국가 대상의 인력양성(정부초청장학생교류지원)
영역

적
절
성

주요항목

구체적 질문

수원국 수요반영

∙ 정부초청장학생교류지원은 수원국의 요청을
반영하였는가?

∙ 사전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 검토
∙ 수원국 사업 추진 담당자 면담조사

∙ 정부초청장학생교류지원이 MDGs나 EFA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는가?
국제사회의 교육관련
∙ 정부초청장학생교류지원이 국제기구나
정책 및 규범과의 연관성
선진공여국의 교육ODA 제공 원칙에
부합하는가?

∙ 사업계획서와 국제기구나
선진공여국의 이니셔티브s와의
관련성 검토(자료검토)
∙ 국제기구나 선진공여국의 교육ODA
추구 원칙 준수 여부(자료검토)

∙ 정부초청장학생 학생선정 방법이 적절한가?
사업 설계 및 수행방식의 ∙ 정부초청장학생교류지원 사업수행방식이
적절성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 사업계획서 검토
∙ 사업수행과정 모니터링 보고서 검토
∙ 정부초청장학생교류지원업체와의
계약서 검토

공여국의 목표 달성

비용 대비 효과성

사업 수행의 효율성
효
율
성

자료수집 방법 및 검토 내용

∙ 정부초청장학생교류지원은 우리나라의
교육ODA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하는가?

∙ 교육ODA의 목표에 비추어
사업계획서 검토
∙ 사업기획대상부서 담당자 및 기획안
자료 분석

∙ 정부초청장학생교류지원 예산을 통해 더 많은 ∙ 정부초청장학생교류지원 예산안 및
학생을 초청할 수 있었는가?
지출내역 검토
∙ 정부초청장학생교류지원이 목표 기한 내
정해진 비용으로 이루어졌는가?
∙ 정부초청장학생교류지원사업의 관리가 잘
이루어졌는가?

비용의 합리적 책정 및 ∙ 정부초청장학생교류지원계획에 맞게 예산이
예산의 적절성
책정되었는가?

∙ 사업수행과정 모니터링 보고서 및
사업결과보고서 검토

∙ 사전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 검토

예산지출의 적절성

∙ 예산의 지출이 계획된 대로 이루어졌는가?
∙ 예산지출과정에서 불법행위는 없었는가?

∙ 사업수행과정 모니터링 보고서 검토

사업 참여자의 효율적
의사소통

∙ 정부초청장학생교류지원 과정에서 수원국
담당자와 지속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졌는가?

∙ 해당 부처 담당자 면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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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주요항목

영
향
력

지
속
가
능
성

성
주
류
화

자료수집 방법 및 검토 내용

∙ 당초 계획한 목표인
정부초청장학생교류지원을 완료하였는가?

∙ 정부초청장학생교류지원계획서 및
사업성과보고서 검토

∙ 정부초청장학생이 수준 높은 교육을
받았는가?

∙ 학생의 소속기관의 교육과정 분석

수혜자 개인에 대한
평가(만족도)

∙ 정부초청장학생의 교육만족도는 어떠한가?

∙ 학생들의 교육만족도 조사

학습자에게 미치는
영향력(학업성취 및
교육의 효과)

∙ 정부초청장학생교류지원으로 인해 학생들의
교육받은 효과(학업성취 및 상급학교
진학열망 등)가 증가했는가?

∙ 학생 면담조사 및 설문조사

양국간의 파트너십

∙ 정부초청장학생교류지원으로 인해 수원국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상승했는가?
∙ 정부초청장학생교류지원으로 인해 한국과
수원국의 네트워크가 공고화되었는가?

∙ 지역사회주민 면담조사 및 설문조사

사업 목표의 달성 여부
효
과
성

구체적 질문

산출물

∙ 정부초청장학생교류지원이 교육에 대한
한국의 노하우를 수원국에 전달한 기회가
되었는가?
사업참여자의 역량 개발
∙ 사업에 참가한 당사자들이
정부초청장학생교류지원과정을 통해
전문성을 향상시켰는가?

∙ 학생 면담조사
∙ 사업담당 당사자 면담조사

∙ 한국은 정부초청장학생교류지원이후 학생을
사후관리계획(수원국 및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공여국의 후속조치)
∙ 수원국은 정부초청장학생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 한국 및 수원국의 사업담당자
면담조사

사업성과의 지속적인 ∙ 한국은 정부초청장학생교류지원 이후
∙ 사업계획서 검토
영향평가를 위한 계획 혹은 시스템을 가지고
측정(학습성과 및 미래
∙ 한국의 사업담당자 면담조사
있는가?
성과)
수원국의 성평등
정책과의 연관성
수원국 성차별 해소,
성평등 촉진 기여도

∙ 정부초청장학생교류지원계획이 수원국의
∙ 사업계획서 검토
성평등 정책과 관련되어 있는가?
∙ 교육전문가 및 수원국의 사업담당자
∙ 정부초청장학생교류지원사업의 학생선발에서
면담조사
성 평등성이 확보되고 있는가?
∙ 정부초청장학생교류지원이 해당 지역의
여성의 교육기회확대에 기여하였는가?

수원국 여성의 역량 개발 ∙ 수원국 여성의 역량개발에 기여하였는가?

∙ 선발결과 및 선발과정 검토
∙ 학생 면담조사
∙ 사업수행결과보고서 검토
∙ 사례분석 및 면담조사

무형 교육ODA 사례이자, 복수 국가 대상의 인력양성 사업의 예시로서 정부초청장학생교류지원
사업을 통해 지표를 개발하였다. 이 사업은 교육부의 ODA 사업 예산의 약 60% 이상을 차지할 만큼
높은 비중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다. 우리나라가 복수의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해당국의 인재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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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장학사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무형적 교육ODA 사업은 영향력이 다른 기준보다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수 있다. 즉 정부초청장학생교류지원으로 인해 학습자의 교육 효과는 상승했는지를
분석하고, 인재 육성을 위한 양국가의 파트너십이 향상되었는지, 한국 교육의 노하우가 정부초청장
학생교류지원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파급 효과를 주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 무형의 교육ODA 사례 평가 지표: 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국제협력선도대학육성 지원)
<표 Ⅴ-11> 무형의 교육ODA 사례 평가 지표: 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국제협력선도대학육성 지원)
영역

주요항목

구체적 질문

수원국의 수요반영

∙ 국제협력선도대학육성 지원사업은 수원국의
교육적 필요를 충족시킬 분야의 사업을
포함하는가?

∙ 국제협력선도대학육성 지원사업이 MDGs나
EFA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는가?
국제사회의 교육관련
∙ 국제협력선도대학육성 지원사업이
정책 및 규범과의 연관성
국제기구나 선진공여국의 교육ODA 제공
원칙에 부합하는가?
적
절
성

∙ 수원국의 교육현황 및 시스템 자료
분석
∙ 사업계획서와 국제기구나
선진공여국의 이니셔티브와의 관련성
검토(자료검토)
∙ 국제기구나 선진공여국의 교육ODA
추구 원칙 준수 여부(자료검토)

추진 절차

∙ 국제협력선도대학육성 지원사업 추진절차가
체계적인가?

∙ 사업 계획안 분석

지원체제

∙ 국제협력선도대학육성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데 적합한 기관을 주관기관으로
선정하였는가?

∙ 주관기관 선정 과정 서류 분석 및
관계자 면담

지원기관 선정

∙ 국제협력선도대학육성 지원사업 대상 기관
선발이 객관적 선정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되었는가?
∙ 선정된 기관들의 사업내용이 우리나라
교육ODA 발전에 기여하는가?

∙ 사업 지원 기관의 사업제안서 검토
∙ 선정관련 심사표, 대상 기관 선정 기준
및 탈락 기관 이의 검토
∙ 선정 심사자 인터뷰

∙ 국제협력선도대학육성 지원사업은
우리나라의 교육ODA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하는가?

∙ 교육ODA의 목표에 비추어
사업계획서 검토
∙ 사업기획대상부서 기획안 분석

공여국의 목표 달성
비용 대비 효과성

효
율
성

자료수집 방법 및 검토 내용

사업 수행의 효율성

∙ 국제협력선도대학육성 지원사업 예산을 통해 ∙ 국제협력선도대학육성 지원사업
더 많은 사업을 지원할 수는 있었는가?
예산안 및 지출내역 검토
∙ 국제협력선도대학육성 지원사업이 목표한
∙ 사업수행과정 모니터링 보고서 및
기한 내 정해진 비용으로 이루어졌는가?
사업결과보고서 검토
∙ 국제협력선도대학육성 지원사업의 관리가 잘
이루어졌는가?

비용의 합리적 책정 및
∙ 적절히 예산이 책정되었는가?
예산의 적절성
예산지출의 적절성

∙ 예산의 지출이 계획된 대로 이루어졌는가?
∙ 예산지출과정에서 불법행위는 없었는가?

∙ 사전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 검토
∙ 사업수행과정 모니터링 보고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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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주요항목
사업 참여자의 효율적
의사소통

구체적 질문
∙ 국제협력선도대학육성 지원사업 과정에서
선정기관 담당자와 지속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졌는가?
∙ 현지 협력대학과의 파트너십이 긴밀하게
유지되었는가?

사업 목표(목적)의 달성 ∙ 당초 계획한 목표인 국제협력선도대학육성
지원사업을 완료하였는가?
여부
산출물

효
과
성

수혜자 개인에 대한
평가(만족도)

교육의 질 향상

영
향
력

지
속
가
능
성

성주
류화

∙ 국제협력선도대학육성 지원사업
사업성과보고서 검토
∙ 국제협력선도대학육성 지원사업 선정
기관들의 활동보고서 검토

∙ 국제협력선도대학육성 지원사업의
수혜자들은 만족하고 있는가?

∙ 사업대상자 만족도 조사
∙ 관련 실적자료 검토
∙ 전문가와의 면담

∙ 국제협력선도대학육성 지원사업으로 인해
수원국의 교육정책 및
국가교육발전계획달성에 기여했는가?

∙ 교육정책(교육시설계획 등) 자료 및
국가교육발전계획 검토
∙ 관계기관 담당자 및 교육전문가
면담조사

∙ 국제협력선도대학육성 지원사업이 수원국의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는가?

∙ 자료 검토 및 학생 면담(학생의 미래
목표, 등)

수원국 정책에 기여도

∙ 국제협력선도대학육성 지원사업으로 인해
∙ 수원국 교육부/교육청 관계자
수원국의 교육목표 달성에 영향을 미쳤는가? 면담조사

양국간의 파트너십

∙ 국제협력선도대학육성 지원사업으로 인해
∙ 한국 및 수원국의 사업담당자
수원국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상승했는가? 면담조사 및 설문조사
∙ 국제협력선도대학육성 지원사업으로 인해
한국과 수원국의 네트워크가
공고화되었는가?

∙ 국제협력선도대학육성 지원사업이 교육에
대한 한국의 노하우를 수원국에 전달한
기회가 되었는가?
사업참여자의 역량 개발
∙ 사업에 참가한 당사자들이
국제협력선도대학육성 지원사업을 통해
전문성을 향상시켰는가?

∙ 사업담당자 면담조사

사후관리계획(수원국 및 ∙ 한국은 국제협력선도대학육성 지원사업
공여국의 후속조치)
후속조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 한국 및 수원국의 사업담당자
면담조사

사업성과의 지속적인 ∙ 한국은 국제협력선도대학육성 지원사업 이후 ∙ 사업계획서 검토
측정(학습성과 및 미래
영향평가를 위한 계획 혹은 시스템을 가지고 ∙ 한국의 사업담당자 면담조사
있는가?
성과)
수원국 성차별 해소,
성평등 촉진 기여도
수원국 여성의 역량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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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부처 담당자 및 선정기관 담당자
면담조사
∙ 현지 협력대학 관계자 면담조사

∙ 국제협력선도대학육성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관들이 활동을 완료하였는가?

교육역량 시스템 구축 및 ∙ 국제협력선도대학육성 지원사업이 수원국의
교육역량을 강화하는가?
교육시스템과의 연계
교육성과의 수원국
활용가능성

자료수집 방법 및 검토 내용

∙ 국제협력선도대학육성 지원사업이 해당
지역의 여성의 교육기회확대에
기여하였는가?
∙ 수원국 여성의 교육기회 확대에 도움이
되었는가?
∙ 수원국 여성의 역량개발에 기여하였는가?

∙ 선발결과 및 선발과정 자료 검토
∙ 학생면담
∙ 사업수행결과보고서 검토
∙ 사례분석 및 면담조사

한국의 교육개발협력사업 성과평가 모형 개발 연구

위에서는 무형의 교육ODA 사업이자, 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의 예시로서 국제협력선도대학 육성
지원 사업을 선정하여 지표를 개발하였다. 국제협력선도대학 육성지원 사업은 교육부가 주도하는
고등교육분야의 ODA 사업으로서 수원국의 교육기관의 역량 강화를 통해 국내대학의 국제화 역량을
강화하고, 대학의 자원을 활용하여 수원국의 인재 육성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되는 교육 소프트웨어
향상을 도모하는 개발협력 사업이다. 이러한 소프트웨어 중심의 교육 지원 프로그램은 교육의 내용과
교수학습 전달체제,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이 자리 잡을 수 있는 환경적 토대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성과 기준이 되어야 한다. OECA DAC의 5대 지표 가운데, 효과성이 방점이 찍혀야 한다. 특히 효과적
전달체제는 매우 중요하다. 2012년도 국제협력선도대학 육성지원 사업의 경우, 수원국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와 아시아(캄보디아)에서 각 한 개의 나라를 선정하여, 우리나라 대학(포항공대･부산
교대 컨소시엄팀-에티오피아, 이화여대-캄보디아)들이 해당 개발도상국의 대학들과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고등교육 역량 강화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여기서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고등교육 노하우와 자원이 이질적으로 다른 교육 토양을 가진 에티오피아와
캄보디아 대학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공유되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사업이
에티오피아 대학과 캄보디아 대학의 교육 역량을 얼마나 강화시키는지, 이들 나라의 고등교육 정책
목표와 고등교육 환경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지원되는지를 성과 평가의 주요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마) 종합 비교
이상에서 살펴본 4개의 교육ODA 사업별 평가 지표를 종합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표 Ⅴ-12> 교육ODA 사업별 평가 지표(종합)
주요항목
영역

시설건립
(학교설립)

단일국가 대상의 인력양성 복수국가 대상 인력양성
(교사 초청 사업)
(정부초청장학생교류지원)

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
(국제협력선도대학육성
지원)

수원국의 교육정책 및 국가교육발전계획과의 연계성
수원국 수요반영
적절성

공여국의 목표 달성
사업 설계 및 수행방식의
적절성

사업 설계 및 수행방식의 사업 설계 및 수행방식의
적절성
적절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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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항목
영역

시설건립
(학교설립)
수원국의 교육환경 및
역량 수준

단일국가 대상의 인력양성 복수국가 대상 인력양성
(교사 초청 사업)
(정부초청장학생교류지원)
수원국의 교육환경 및
역량 수준

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
(국제협력선도대학육성
지원)

-

-

국제사회의 교육관련 정책 국제사회의 교육관련 정책
및 규범과의 연관성
및 규범과의 연관성

-

-

한국의 수원국에 대한
국별지원계획과의 부합성

한국의 수원국에 대한
국별지원계획과의 부합성

-

-

-

-

-

추진 절차

-

-

-

지원체제

-

-

-

지원기관 선정

비용 대비 효과성
사업 수행의 효율성
비용의 합리적 책정 및 예산의 적절성

효율성

예산지출의 적절성
사업 참여자의 효율적 의사소통
교육 사업 목표의 달성 여부
산출물
수혜자 개인에 대한 평가(만족도)
효과성

교육성과의 수원국 활용가능성
교육역량 시스템 구축 및
교육시스템과의 연계

교육역량 시스템 구축 및
교육시스템과의 연계

-

교육역량 시스템 구축 및
교육시스템과의 연계

교육의 질 향상

교육의 질 향상

-

교육의 질 향상

교육기회 확대 여부

-

교육기회 확대 여부

-

양국간의 파트너십
사업참여자의 역량 개발
영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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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국 정책에 기여도

수원국 정책에 기여도

-

수원국 정책에 기여도

학습자에게 미치는
영향력(학업성취도 및
교육의 효과)

학습자에게 미치는
영향력(학업성취 및
교육의 효과)

학습자에게 미치는
영향력(학업성취 및
교육의 효과)

-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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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항목
영역

시설건립
(학교설립)

단일국가 대상의 인력양성 복수국가 대상 인력양성
(교사 초청 사업)
(정부초청장학생교류지원)

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
(국제협력선도대학육성
지원)

교육 사업의 사후관리계획(수원국 및 공여국의 후속조치)
사업성과의 지속적인 측정(학습성과 및 미래 성과)
지속적인 파트너십

-

-

-

수원국의 유지관리
역량(재정자립도)

-

-

-

교육수요자들의 학교교육
참여 여부

-

-

-

지속
가능성

수원국의 성평등 정책과의 연관성
수원국 성차별 해소, 성평등 촉진 기여도
성주류화

수원국 여성의 교육 역량 개발
계획서 상의 성주류화
관련 방안 및 계획 이행

-

-

-

본 연구에서는 교육ODA 사업을 국제적, 학리적, 사업 실제적 기준에 따라 4개로 구분하여, 6개의
성과평가 기준(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영향력, 지속가능성, 성주류화)에 의거하여 지표를 종합적
으로 정리하였다. 종합 비교 결과 6개의 성과평가 기준에서 공통적으로 도출되는 공통지표의 폭이
넓었으며, 사업 유형에 따라 선택지표 항목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첫째, 적설성에서는 ‘수원국의 교육정책 및 국가교육발전계획과의 연계성’, ‘수원국 수요반영’,
‘공여국의 목표 달성’이 공통적인 성과평가 지표로 도출되었고, 다만 제 4유형인 교육프로그램 지원
사업(국제협력선도대학 육성지원 사업)에서는 국내 지원기관의 선정과 안정적 추진체계가 중요하다는
것이 특수하게 반영되었다.
둘째, 효율성 기준에서는 4개의 특화된 교육ODA 사업이라 할지라도 특이한 선택 지표는 도출
되지 않았고, 공통적으로 ‘비용 대비 효과성’, ‘사업 수행의 효율성’, ‘비용의 합리적 책정 및 예산의
적절성’ 등 기타 분야 ODA 사업에서 강조되는 지표 항목들과 상충하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효과성 기준에는 ‘교육 사업목표 달성여부’, ‘교육성과의 활용가능성’이 공통적으로 강조
되었으며, 제 3의 유형인 정부초청장학생교류지원 사업의 경우, ‘교육기회의 고른 확대’가 선택
지표로서 강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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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영향력 기준에서는 ‘교육 사업을 통한 양국간 파트너십 제고’, ‘사업참여자 역량개발’이
공통 지표로 도출되었다. 그 밖에 ‘학습자에게 미치는 영향력(학업성취 및 교육 효과)’은 제 4 유형인
국제협력선도대학 육성지원 사업을 제외하고는 모든 유형의 사업에 전반적인 영향력의 성과 평가
항목으로 중시되었다.
다섯째, 지속가능성 지표에서는 ‘교육 사업의 사후관리계획’, ‘사업성과의 지속적 측정(학습성과
및 미래 성과)’가 공통 지표로 도출되었다. 다만 유형의 교육ODA 사업인 학교건립에서는 학교 인프라
구축 이후, 수원국의 유지관리 역량(재정자립도)이 강조되었으며, 다양한 학습자들의 학교 교육 참여
여부가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주요한 선택지표로 도출되었다.
여섯 번째, 성주류화 기준에서는 ‘수원국의 성평등 정책과의 연관성’, ‘성차별해소’, ‘여성의 역량
개발’이 공통 지표로 도출되었다. 특히 학교 건립과 같은 유형 교육ODA 사업의 경우는 성평등에
기반을 둔 교육 실천 계획 이행이 선택 지표로 강조되었다.

5 평가결과 활용
성과평가의 의미는 평가과정을 통해서 나타날 뿐만 아니라 평가결과가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따라
구현된다. OECD(2013)가 강조한 것처럼 효과적인 개발평가를 위해서는 평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야할 뿐만 아니라 평가결과를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해야 하며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의 델파이 조사에서도 평가결과는 사업의 사후관리와 후속사업의 개선 및 발굴, 사업에
대한 피드백, 평가결과 공개 및 공유, 국가 수준의 성과관리 전략 수립 및 예산 확보의 자료로 활용
될 필요가 있다고 나타났다. 또한 성과평가의 활용을 위해서는 모니터링, 성과평가 데이터베이스화
및 메타평가의 실시가 제도적으로 필요하다고 제시되었다.
평가 결과의 활용에서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는 피드백(feedback)이다. OECD(2013)는 피드백
이란 ‘대외 원조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원조 기구의 조직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관리자와 평가 담당자간에 정보 공유(sharing information)’라고 정의하였다. 여기서 평가 결
과 활용은 두 가지 메커니즘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는 핵심 고객들에게 평가 결과를 공유하는 보
급 메커니즘(dissemination mechanism)이며, 나머지 하나는 제도적 메커니즘(institutional
mechanism)이다. 전자인 보급 메카니즘에서는 평가 결과가 국제적 차원에서는 OECD DAC 공여
기관과 수원기관에서 전달되는 것이고, 국내 차원에서는 정책결정자(국회, 국무조정실,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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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로 환류되고, 나아가 KOICA와 EDCF 내부 조직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공유된다. 후자인
제도적 메커니즘에서는 평가 결과가 정책/프로그램 유닛(policy/program units)와 평가 유닛
(evaluation unit)간의 연계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상위 단계의 정책 방향과 풀뿌리
현장 중심의 개발원조 사업의 긴밀한 연계를 강조하는 피드백 시스템인 것이다. KOICA의 경우는
국내에서 최초로 ‘평가결과반영 제도’를 2008년에 도입하여,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조정명,
2013). 유사 분야 및 중복 사업에서 오는 오류를 줄이고 사업 단위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인
것이다.
이처럼 평가 결과를 사업계획과 정책에 체계적으로 반영함으로써 평가를 통한 사업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한국에서 유･무상 사업을 대부분을 주관하고 있는 EDCF와 KOICA의
경우 평가결과의 환류체제를 구축하고 있다(국무조정실, 2013).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 추진방안에
따라 평가실시기관이 작성한 환류 계획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평가소위원회가 관리하는 시스템
아래에서 진행된다. KOICA의 경우 매년 평가담당부서 주관으로 평가결과가 관련 사업부서의 업무에
반영되도록 하는 절차를 시행하고 있다. 평가제언을 부서별로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의 구속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DCF의 경우에도 평가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평가제언사항 이행을 위한 계획수립 및 시행여부의 확인을 통해 평가 환류를 내실화하고 있다(국무
조정실, 2013; OECD, 2012). 특히, EDCF의 경우에는 특정 사업의 평가결과를 통해 유사 국가나
해당 분야의 사업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환류까지도 의무화하고 있다(기획
재정부･외교통상부, 2010). 이는 평가 결과 활용의 제도적 메커니즘의 골격이 구축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 평가 결과의 활용이 제한적이라는 주장들이 많다. 그것은
곧 평가 결과의 환류 문제와 직결된다. 성과평가 관련 재정전문가 네트워크 회의(한국조세연구원
회의록, 2013. 3. 8)에서 ODA 정책담당자는 “평가 후 환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환류가 부족
하다. 환류 계획을 의무적으로 세워야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본 절에서 논의한 평가 결과의 활용은 우리나라의 대외 원조 관련 정책 입안자와 실무자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및 선진 공여국의 원조기구에서도 고민하는 부분이다. 평가의 본질적 목표를
환기한다면 그것은 개발협력사업 발전을 위한 과정(process)이다. 그런 측면에서 평가의 진정한
가치는 ‘어떻게 평가를 실시하는가’가 아니라, ‘평가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조정명, 2013).
따라서 앞으로 교육개발협력 사업의 평가 결과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결과를 통한 학습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평가 결과 활용을 위한 체제와 평가에 대한 우호적인 문화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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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분야가 가진 모종의 중장기성과 교육 효과의 비가시성을 고려하더라도, 교육개발협력 사업의
평가는 매우 중요하다. 교육분야 평가 결과의 효과적인 공유방식을 고민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학교, 가정, 지역커뮤니티, 교사, 학습자 등)의 수요를 반영함으로써, 정책 상단과 현장 커뮤니티
밑바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 수행의 메커니즘이 순환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구조와 문화가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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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정책제언

1 요약
본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개발협력사업의 효과성과 책무성이 강화된 성과 관리가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분야 개발협력사업의 성과평가 모형을 발굴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동안
개발협력 사업의 설계와 추진, 집행과 관리의 전 과정에서 해당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고, 개발협력의
유의미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완결성 높은 성과 관리 체제가 구현되지 못했다. 특히 교육분야는
다른 분야와는 달리, 최근의 국제적인 담론에서 강조하는 개발효과성과 원조 효과성을 양적 자료를
통해 단기간 동안 일괄적으로 수집하여, 그 성과를 비교하기 어려운 맥락을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후발 공여국으로 개발협력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교육개발협력 사업의 질적 개선을 모색
하고,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적실한 평가 모형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추진되었다. 나아가,
Post 2015를 대비하여 교육분야 개발협력의 새로운 모멘텀을 기획하기 위해서 성과 평가의 중요성은
보다 커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에 기인하여, 본 연구의 2장에서는 한국의 교육개발협력사업 특성과 동향을 분
석하였다.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의 양대 기관인 KOICA와 EDCF에서는 성과평가 매뉴얼과 가이드
라인을 정해 체계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었다. 또한 실제 교육 사업을 수행하는 중앙부처인
교육부 역시 과거에 비해 점차 성과평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실제 사업 운영에 이를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교육분야 성과평가의 목적은 일반적으로 기존의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향후 국제 개발협력 사업 및 정책 전반의 효과성 제고에 필요한 교훈을 얻고,
국제 개발협력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들의 책무성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었다. 또한 성과평가
기준으로는 대부분의 경우 OECD DAC에서 제안하는 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영향력, 지속가능성의
5개 기준을 주로 활용하고 있었으며, 대상 사업에 따라 기타 기준을 일부 활용하는 경우도 찾아볼
수 있었다. 그러나 국내기관들의 평가 현황을 통하여 교육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독립적인 성과평가
모형이 개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특히, 여러 분야의 사업을 담당하는 KOICA나
EDCF는 교육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획일적인 평가모형을 사용하고 있기에, 국제개발협력
평가의 궁극적인 목표라 할 수 있는 사업 성격에 맞는 교훈과 책무성을 확보하는데 다소의 한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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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었기에 교육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모형개발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따라서 각
평가기준별 세부 지표나 질문을 교육분야의 특성이나 사업의 성격에 맞게 보완함으로써 전체적인
평가기준 틀을 유지하면서도 교육분야의 특성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KOICA와 EDCF 모두 사후평가에 대해서는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평가를
활용하는 추세로 강화됨을 알 수 있었으며, 성과평가 결과의 피드백과 공유가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교육분야에서는 사업의 참여자와 사업의 수혜자의 중장기적 ‘변화’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분야 사업 평가는 평가 자체에만 머무르지 않고 이를 통해 교훈을 얻고
사업을 개선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한다.
3장에서는 해외 교육개발협력 성과평가 동향과 사례를 분석하였다. 국제기구로는 OECD DAC,
World Bank, ADB를 살펴보았고, 해외 선진 공여국가로서 미국, 영국, 일본의 개발협력 추진체들이
전개하고 있는 교육분야 개발협력 성과 평가 동향과 특성을 분석하였다. 해외 사례 분석 결과, 교육
분야에 대한 별도의 평가 가이드라인은 영국과 일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OECD DAC의 5대 평가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분야별로, 개별
프로젝트별로 수원국 혹은 해당사업 추진 여건에 맞게 5대 기준을 조정하여 응용하고 있다. 국제
기구의 경우, 본부 단위에서는 평가와 관련한 이슈 및 어젠다 도출과 분야에 초점을 두며, 개별
사업 수준에서는 자체평가와 평가 통합에 초점을 두는 이중평가 체제로 이행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또한 사업수행평가 보고서의 정교화와 함께 영향평가가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해외 방문
조사를 통해서 연구진들은 평가기준이 평가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프로젝트 설계 단계에서
성과 프레임워크 구축과 성과지표(outcome indicator)를 개발하여 적용하는 국제적 동향을 읽을 수
있었다. 한편, 대부분의 국제기구 및 선진 공여국에서는 평가를 전담하는 독립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평가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측정 가능한 지표를 선정하는 등 평가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평가의 독립성 확보는 원조의 질 개선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많은 국제기구 및 공여국에서 모든 사업을 평가하지 않는다. 예산 평균을 초과하거나 사업의
중요성이 큰 경우 등 사업규모와 목적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대부분 해외 공여 주체들은
교육분야에 특화된 개발협력 성과 평가 모형을 엄격한 틀로 구축하고 있지는 않지만, 교육분야
전략에 기반한 핵심지표를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전략에 맞춘 지표 개발,
평가방법 적용 등을 통해 보다 정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해외 사례 분석이 주는 교훈은 성과
평가 자체만큼이나 모니터링과 환류체계의 중요성이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사업평가의 질 보증과 질 관리가 가능하고, 사업 목표를 제대로 달성할 수 있도록
책무성을 강화하는 노력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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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 방법론 중 하나로 델파이 조사를 통해서, 교육개발협력사업 성과평가
모형이 어떠한 특징을 가져야 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의 다각적인 의견을 수렴하였다.
교육개발협력사업 성과평가 모형의 골격을 파악하기 위해서 성과평가의 목적, 주체 및 수행자,
시기, 결과의 활용, 교육분야의 특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OECD DAC에서 제시한 5대
평가기준인 적절성, 효과성, 효율성, 지속가능성, 영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표를 개발해야 하는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개발협력사업을 “설계-집행-성과”의 단계
별로 설정하고, OECD DAC 평가기준에 대한 단계별 우선순위를 도출함으로써 교육분야에 유의미한
성과 평가 모형을 발굴하기 위한 조사･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델파이에 참여한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교육분야 개발협력 분야의 특수성은 ‘중장기성’, ‘정성적 지표가 중요함’, ‘지속가능성 및
영향력이 중요함’이라는 응답에서 가장 높은 합의를 이루었다. 한편 교육의 효과가 대부분 비가시적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분야 개발협력사업에서도 가시적인 사업 효과를 보여주는 직접적 지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높게 나타났다. 이런 맥락에서 사업의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 수혜자인 개별
학습자의 변화를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강조되었다. 마지막으로 델파이 조사에서 전문가
들은 교육개발협력 사업의 설계와 집행 단계에서는 필요한 사업의 ‘적적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
했으며, 성과단계에서는 사업이 완료된 시점부터 중장기적으로 드러나는 ‘영향력’과 ‘지속가능성’을
강조하였다.
5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이론적 고찰과 국내외 성과평가 체제 분석, 델파이 조사법, 집중토론회
등을 통해 얻어진 다양한 자료를 종합하여 교육개발협력사업의 성과 평가 모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성과평가 모형은 단순히 교육사업에 특화된 평가 지표나 도표(diagram) 하나를
독립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 평가의 생태계를 이루는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모형을 보다 포괄적 맥락에서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서 5장에서는 교육ODA 사업 목표의 명확화를
강조하였다. 개발협력 사업의 일반적 목표는 사업의 효과성 개선과 책무성 강화라는 명확성을 가지고
있지만, 국가적 수준에서 교육ODA의 목표가 선언되거나 합의되지 못했다. ‘인간 권리로서의 교육’과
‘경제 및 사회발전을 위한 견인차로서의 교육’이라는 양대 목표가 교육ODA 사업에서 보다 선명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 또, 모형을 구성하는 평가시스템 측면에서는 교육ODA 사업을 둘러싼 평가
체제는 순환적 성과관리 체제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교육 개발협력 사업은
사업의 기획, 실시, 평가, 환류의 전 단계에 걸쳐서 성과관리체제를 도입할 때 평가의 목적과 활용
도는 배가될 수 있다. 현재 개발협력의 평가의 상위 주체는 국무조정실의 평가소위원회의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교육ODA 사업의 평가 대부분은 KOICA와 EDCF에 의해 이루어지며
원칙적으로 두 기관은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평가를 시행하고 있음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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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KOICA 및 EDCF 모두 공개 경쟁입찰 방법을 활용하여 정해진 평가기준에 따라 독립적인
위원회를 통해 평가팀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편 최근 교육ODA 평가 방법 측면에서는
참여적 평가 방법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고 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국제적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5장을 통해서 연구진들은 교육개발협력사업의 평가지표와 모형의 핵심을 개발하였다. 기존에
추진되어 온 교육분야 ODA를 유형화한 후 각 유형의 특성을 반영한 성과지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교육분야의 특수성을 동시에 반영하였다. 델파이 조사에 드러난 교육사업의 특징들인 중장기성,
정성적 지표의 중요성, 지속가능성 및 영향력의 중요성 등이 고려되었으며 교육의 특수성을 반영한
평가지표로서 교육ODA 사업의 가시적인 효과에 대한 직접적 지표(예, 취학률, 학업성취도 등),
교육성과와 노동시장의 연계성, 수원국의 변화, 수원국내 공동체 형성 및 사회변혁, 수혜자인 학습
자의 변화 등이 포함되었다. 이를 통해 교육ODA 사업을 여러 유형(물리적 투자 및 인프라 구축,
무형의 개별화된 서비스, 무형의 프로그램 지원)으로 분류하고, 성과평가지표를 OECD DAC의 다섯
가지 기준에 성주류화를 추가하여 총 6개의 성과평가 기준(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영향력, 지속
가능성, 성주류화)에 의거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효과적이고 공정한 교육
ODA 사업 성과 평가를 위해서는 평가결과 활용과 그것의 환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교육ODA 성과 평가의 진정한 가치는 평가 결과가 얼마나 유의미하게, 효과적으로 활용
되는가에 방점이 찍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평가결과에 대한 공유와 소통의 커뮤니케이션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2 한국 교육개발협력 성과평가 발전을 위한 정책제언
가. 한국 교육ODA 사업의 국가 수준의 목적과 원칙 수립 필요
교육개발협력 성과평가의 진정한 가치는 ODA 사업의 궁극적 목적이 제대로 달성될 때 실현될 수
있다. 본문에서 전술하였듯이, 현재 우리나라는 CPS의 목표가 불분명하고 교육을 포함한 분야별
전략이 국가 레벨에서 제시되지 못한 상태에 있다(제 2차 집중토론회 회의록, 2013.8.23). 사업별
평가는 각양각색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교육분야의 목표와 전략 부재로 인해 성과 관리에 대한
통합적 수렴 창구가 없는 것이 한계이다. 해외 선진 공여국가들은 교육분야에 대한 분야별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USAID 교육지원 전략은 “교육은 인적개발의 기반이며,
사회전반에 걸친 경제성장의 핵심”으로 설정하고 있다(윤종혁 외, 2012:147). 영국 DFID의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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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통한 “세계 빈곤퇴치와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일본 JICA의 경우도 “개발
도상국가의 빈곤퇴치와 사회발전”을 교육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 발전 전략과 교육
분야별 목표가 연역적 접근 방식(국가발전- 분야별 목표- 프로그램/프로젝트 목표)으로 설정되어야
제대로된 성과 평가가 가능하다.
교육분야의 경우 이러한 연역적 접근을 위한 목표설정이 매우 복잡한 경우가 많다. 예컨대, 교육
인력 양성을 통해 근대적 경제를 건설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지 교사교육을 강화하고
학교를 많이 건설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교사훈련, 교육과정, 학사관리, 교육환경 등 전반에 걸친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듯 교육분야 개발협력사업이 진정한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젝트가
연계되어 맥락적으로 실시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프로젝트 단위의 평가는 평가의 진정한
의미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가 많다. 적어도 교육분야에서는 프로그램(program)이나 섹터(sector)
단위의 평가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도 항상 평가의 근본 목적인 사업의 개선에 비추어 평가의
설계, 진행 및 환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일본 사례에서 강조되었듯이, 특히 교육분야의 경우 ODA 프로젝트 효과가 단기적으로 드러나기
어렵고 프로젝트의 효과가 다소 복잡한 로직 모델을 따를 수 있음을 확인했다(교사 교육 → 교사
역량개발 → 학생의 학습성과 향상). 또한 교육ODA가 ODA 목표인 빈곤퇴치와 사회발전을 달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도구로서의 교육 성과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어려운 작업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성과평가 모형을 발전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평가이전에 한국 교육ODA에 대한 국가
수준의 거시 목표와 큰 원칙들이 분명하게 확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중앙 차원의 목표와 원칙이
설정될 때 개별 단위의 교육개발협력사업도 국가의 분야별 사업으로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 통합, 조정, 관리되는 선순환적 구조 안에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나. 교육개발협력 사업에서 성과평가 목적의 중요성 환기
교육개발협력 사업을 기획하고, 실무적으로 추진하고, 평가를 하는 모든 주체들이 다시금 환기
해야 하는 것은 평가의 목적성이다. 그것의 목적에 따라 공여자와 수혜자는 다르게 움직인다. 사업의
효과가 무엇이며, 공적개발원조의 혜택을 누가 누려야하는가 라는 질문이 심화되어야 할 것이다.
어떤 나라에서는 교육개발협력 사업 평가가 이루어지는 맥락이 상황마다 다를 것이다. 예를 들어,
소수 민족, 부모대신 가사 노동에 종사하는 여아, 교통 수단이 없는 외진 지역에 사는 청소년, 유목
인구 등 교육사업의 목적에 따라 초점 지원 집단이 상이할 수밖에 없다.
나아가, 이때 교육개발사업의 목표를 양질의 교육기회에서 소외된 학습자, 학습 집단의 자아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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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삶의 기회 확대로 설정할 것인지, 혹은 인간 개발을 통한 국가 경제･사회 발전으로 설정할 것인
지에 따라 교육ODA 사업의 기획과 이행, 평가를 통한 효과성과 영향력 입증의 층위가 달라질 수 있
다. 본문에서 전술하였듯이 우리나라의 교육ODA 사업은 ‘인권으로서의 교육’과 ‘인간 개발을 통한
국가발전으로서의 교육’이라는 대명제를 중층적으로 가지고 있으나, 여전히 국가 수준 담론(central
level discourse)으로서 교육개발협력 목표와 비전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다. 델파이 조사에 참
여한 전문가 집단에서조차 교육개발협력사업에 대한 합의된 목표나 가치는 여전히 불분명했다. 따
라서 이 연구는 앞으로 교육분야 개발협력사업 평가의 목적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교육 사업의 목
표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합의하는 견인차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목적과 성격을 가진 교육
ODA 사업이 발굴될 수 있지만 성과평가의 목적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교육개발협력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관해 합의를 이루고 목표 달성을 위해 최적의 자원을 집중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교육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으며, 교육분야는 교육기회 및 학습권 신장을 도모하는
애드보카시(advocacy) 그룹과 참여자 그룹이 특히 중요하다. 즉 학교공동체, 교사, 학생, 학부모,
가정, 지역사회에 이르는 참여자가 다층적이며, 개별 학습자의 일상 생활세계(life world)의 변화라
는 하위 단위까지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교육개발협
력사업에서 하나의 고답적 표준(one standard) 모형은 다소 위험한 접근으로 볼 수 있다. 다양한
참여주체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사업의 책무성을 높이는 디자인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개별 교
육 원조 프로젝트든, 중앙 차원의 교육 프로그램이든 수원국과 공여국 정부의 관점뿐만 아니라, 현
지 시민사회와 다양한 개발협력 파트너들과 폭넓은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성과평가가 탈맥락적
인 독립 모형(stand-alone)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다. 교육개발협력사업 전 단계에 걸친 성과 관리 체제 도입 필요
OECD(2013)는 개발협력 사업 평가의 교훈을 12가지로 제시했다. 이는 1) 평가의 명확한 역할
설정, 2) 좋은 평가 시스템의 기반 강화, 3) 적절한 자원과 목표의 합치, 4) 목적에 맞는 방법 선택,
5) 품질 개선 집중, 6) 협업, 7) 평가자에 대한 평가, 8) 협력대상국의 평가역량 강화 및 활용,
9) 기관 전반의 효과적인 학습문화 구축, 10) 개발 결과를 개선하기 위하여 평가 활용, 11)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12) 평가 결과를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으로 정리된다. 이렇듯 12가지 중요 사항이
형성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토대는 교육분야 개발협력 사업에서 성과관리 체제가 기획, 실행, 성과
평가 등 전 과정에 녹아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성과(performance)는 현대 공공관리와 정부 개혁의 주요 핵심어이며(하연섭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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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 대외 원조 개발효과성을 제고하는 중추적 개념이다. 따라서 교육ODA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성과관리 연계 고리(chains of performance management)가 사업의 전 단계에
형성되어야 하며 이것이 교육ODA 목표와 연계되어 통합적체제에서 성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의 국내 및 해외 사례 분석 자료, 델파이 조사 분석 자료, 국내외 전문가들의 면담 자료들은
교육개발협력 사업에서는 성과평가 체제가 사업의 설계에서 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구축되어
(evaluation built-in model) 있어야 한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점차
국제사회에서 교육분야는 사후 평가의 중요성만큼이나, 사업을 디자인하는 초기 단계에서 체계적인
사전평가 및 기초선 조사(baseline study)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전 조사를 통해서 교육 목
표에 맞는 평가 지표를 제대로 정의하고 사업이 전개되어야 효과적인 성과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이
다. 이는 5장의 모형 개발에서도 강조하였듯이, 사전적 성과관리의 중요성과 맥락을 같이 한다. 다
시 말해 JICA의 사례에서 강조되듯이 교육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평가는 사후적으로만 실시되는 것
이 아니라, 사업과정 전반에 걸쳐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교육분야의 경우 사후적인 평가를 위해
설정되어야 하는 목표가 때론 모호할 수 있고 사업의 목표가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나타나는 경우
가 많기 때문에 사업이 이미 완료된 이후 실시되는 종료평가나 사후평가를 통해 교육사업의 질적
개선이 이루어지기 힘든 경우가 많다. 어떤 측면에서는 사전평가가 내실화되어 교육ODA 사업들이
수원국의 맥락과 상황에 맞게 기획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결론적으로 앞으로 교육개발협력사업을 기획하는 정책입안가는 설계, 추진, 평가의 전 단계를
포괄하는 성과 관리 체제를 프로그램 안에 통합적으로 설계(built in)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평가조정단과 평가실무자도 단순한 지표 중심의 교육ODA 사업 평가가 아니라, 각각의 지표
항목이 교육 목표를 단계별로 달성하고 있는지를 구조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라. 교육분야 개발협력의 특성을 반영한 성과평가의 다면성 인식 필요
본 연구는 개발협력 전반의 타분야 평가지표가 교육분야에 적용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평가의
곡해를 방지하고, 교육의 특성을 고려한 성과평가 모형 및 지표 개발을 목표로 추진되었다. 본문에서
분석되었듯이 교육분야의 특수성은 중장기적 계획과 효과 발현의 비가시성, 인간의 변화라는 지속
가능한 영향력으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교육의 질’, ‘교육의 효과’, ‘교사전문성’, '학습자의 변화와
학습성과‘ 등 무형의 가치는 교육ODA 사업의 성과평가에서 정성적 지표가 중추적이라는 것을 환기
하고 있다. 교육 개발협력 사업의 경우, 타 사업 분야에 비해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회임기간이 길고,
사람에 대한 투자이자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중장기적 개입인 만큼 계량적, 정량적인 평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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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하지 않은 측면이 내포되어 있다. 예를 들어 학업 성취도의 경우 교육의 성과를 결정하는 변인이
다양하고 통제 변인을 설정하는 것이 매우 복잡한 과정이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교육ODA 사업 평가는 교육을 통해 학습자가 습득한 ‘무형’의 지식과 태도,
기술을 평가하고 그 변화를 측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엄격한 기계공학적인 지표와 정량적 수치로
평가되기에는 교육분야의 고유한 특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다 정교한 성과평가 지표･
지수가 요구되는 것도 사실이다.
영국 DFID의 경우 교육분야에 특화된 성과평가 프레임을 개발 중에 있다. 영국은 교육개발협력
사업의 목적을 개발도상국의 인재 양성과 인간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교육사업을 통해서 전
세계의 교육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수원국 내에서의 발생하는 다양한 차별을 해소하여 EFA가
구현될 수 있도록 도모한다. 그런 측면에서 DFID의 교육개발협력사업 평가는 ‘교육기회의 접근성’을
넘어서 ‘학습의 성과’를 측정하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학습자 타켓을
세부적으로 설정하고, 교육 사업을 통한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서 정성적 방법과 정량적 방법을
동시에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를 참조하여보건대, 교육개발협력사업 정책입안가와 사업 참여자,
그리고 평가실무진은 교육분야의 다면적 특성을 고려하여 성과평가를 기획하고 실행해야 할 것이다.

마. 교육개발협력사업의 성과평가 지표의 차별화 고려
성과평가에 있어 최근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는 사업의 특성에 따른 성과지표의 차별화 가능성이다.
교육ODA 사업의 경우에는 무형인 동시에 사업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단기적인 성과만을 측정하게 되면 사업의 성과를 왜곡해서 평가할 위험성이 있다. 이런 문제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유형적이면서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나는 사업과는 차별화된 성과지표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ODA 사업의 경우에는 단일 국가만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초청장학생 지원 사업처럼 복수 국가를 대상으로 인재육성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 단일 국가만을 대상으로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것과는 다른 성과지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교육ODA 사업에 대한 적절한 성과평가를 위해서는 사업
유형별로 성과지표를 차별화하여 개발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서 예시적 차원에서 교육개발협력사업의 유형을 4개로 분류해서 성과지표를 제시
하였지만, 앞으로 보다 엄밀한 성과체제와 지표･지수 도구 개발이 보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향후
교육개발협력 성과평가 모형 개발과 활용을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교육ODA 사업에 대한 준거틀은
다음을 고려하여 설정할 수 있다. 즉 교육ODA사업은 유형적인 사업인가 혹은 무형적인 사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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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적인 사업 중에서도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직접적인가 혹은 간접적인가,
그리고 대상 국가가 단일 국가인가 혹은 복수 국가인가에 따라 성과지표를 차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바. 평가의 목적과 평가 주체의 역량에 맞는 평가방법의 활용 모색
교육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할 때 평가의 진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평가방법을 시행해야 한다.
이 연구를 통해서, 대부분의 국제기구와 선진 공여주체들은 대외 원조의 효과성과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로그프레임과 성과 프레임워크를 통해 성과관리를 지속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현재
국제사회에서 OECD DAC 평가기준에 근거한 정성적, 서술형 평가 비중이 여전히 높으며, 앞으로
영향평가가 확대되는 추세를 고려하여 다양한 평가 방법론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지고 있다. 특별히 미국의 공여주체인 USAID의 경우는 최근 들어 주목받는 평가방법으로서 임의
추출, 가상효과, 실험방법, 도구변수 등 다양한 경제학적 계량방법론을 활용하여 성과를 측정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개별 단위 프로젝트 성과평가에는 인과관계, 매칭, 이중차감법 등 다양한 방법
론을 활용하고 있으며, 파급효과분석에는 비용편익분석 방법을 적용하고, 증거에 근거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JICA의 경우는 World Bank 등 경제분야 국제기구에서 강조하고 있는 영향평가가
투자되는 비용과 시간에 비해 교육개발협력사업의 개선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입장에 서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학계에서는 ODA 사업을 통한 수원국의 영향평가가 주요한 평가방법론이 될 것
이라는 인식은 확산되기 시작했으나(제 1차 집중토론회 회의록, 2013.7.26) 아직 국내에서 OECA
DAC의 5개 기준을 체계적으로 적용한 평가 사례들이 충분하게 축적되지 않은 빈약한 토양에서는
선진국의 트렌드라는 이유로 영향평가를 섣불리 벤치마킹해서 도입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일본 현지 조사에서 인터뷰한 전문가는 교육개발협력사업에 영향평가를 적용할 수 있는 준비와 역
량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영향평가가 평가 방법론으로 적용될 경우에는 평가가 ‘숫자’에 매몰
되어 교육ODA 사업 평가의 실제 목적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유형의 교육ODA
사업은 적용이 비교적 용이할 수 있지만, 무형 사업이 산재한 교육ODA 사업의 경우는 통상적으
로 성과관리에서 교육 타켓 그룹을 설정하고 사업의 영향력을 관리가능한(managable) 단위로 구
조화한 다음에야 이러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무형의 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국제적으로 대외 원조 사업의 질적 개선과 책무성 강화를 위해서 성과 평가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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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평가를 위한 평가에 머무르지 않는 체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높은 수준의 평가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평가결과의 질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가의 목적에 맞는 평가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는 교육ODA 사업의 추진 주체들이 반드시 주지해야할 사항이다.
마치 평가의 딜레마처럼, 너무나 엄격하게 구조화된 평가 지표로 인해서 사업이 지표에만 초점을
맞추고 운용된다면, 교육개발협력사업이 수원국 현장에서 가지는 다층성과 중장기적 영향력을 간과
할 우려가 있다. 실제로 DFID를 비롯한 해외 공여국들은 평가방법에서 점수를 환산해서 사업 목표의
달성/미달성을 가려내기 보다는 그 사업이 가진 목적성과 추진 과정에서 일어나는 교육 효과 전반을
정성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World Bank의 경우 그동안 수십년동안 수행한 평가 사례와 노하우를
통해서 계량적 평가방법을 활용할 역량이 있으나, 우리나라의 교육개발협력사업의 경우는 사업의
목적에 맞게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성과평가에서 활용할 평가 방법은 해당 교육ODA 사업의 효과를 적절하게 측정하고
사업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을 취사선택하는 것이 옳다. 이를 위해서 공여국인 우리나라의 평가
방법론 활용 역량뿐만 아니라 그 방법이 수원국 현지여건을 고려한 평가 도구이자 지표로서 적실한
지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본 연구의 5장에서 제시되었듯이, 평가 방법은 교육분야
개발협력사업의 공통 지표로 강조되는 ‘교육기회의 확대’, ‘교육성과의 활용가능성’, ‘학습자에게
미치는 영향력(학업성취 및 교육 효과)’ 등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결국 어떠한 평가 방법을
활용하든, 교육ODA 사업의 성과는 양적, 질적 파급효과를 낳을 수 있도록 제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일정 주기마다 사업을 꾸준히 개선하는 성과 관리 활동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사. 교육개발협력사업 평가인력의 전문성 및 교육전문가 역할 강화
본 연구에서 살펴본 해외 선진 공여기관들은 대외 원조의 효율성을 높이고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독립 전담 기구를 설립하고, 평가 인력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한 목소리로 강조
하고 있다. 이제 막 분야별 사업의 전문성과 노하우가 축적되기 시작한 우리나라의 토양에서 교육
분야에 특화된 개발협력 성과평가 전담 기구의 설립은 현 단계에서는 불필요하지만, 평가 인력의
전문성 강화는 지속적으로 요청되고 있는 상황이다. 평가 인력은 자체 평가든, 외부 전문 평가든
모든 평가에서 외부의 영향력을 차단한 채로 독립적이고 투명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본
연구의 해외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평가자와 평가주체는 성찰적이고, 비판적인 평가 역량을 지녀야
한다.
개발협력 사업의 성과 평가에서 해당 사업의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 중요한 것은 의심의 여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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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이런 맥락에서 교육분야 개발합력사업에서 교육이라는 분야적 특수성과 교육 콘텐츠의 전문
성을 가진 전문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일례로 개발협력에서 '직업훈련'(TVET)은 OECD DAC의
분류에 따르면 ‘교육’의 하부 분류에 속하며, 중등교육이나 방계 학제로 분류되는 분야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추진해 온 우리나라의 직업훈련 사업과 그 평가는 직업훈련 시설 및 장비의 노후화, 고장에
따른 대응 미흡 등 하드웨어를 관리하는데 초점을 두어 왔다. 국제사회에서 직업훈련이 왜 ‘교육’
분류에 속하고 있는지를 냉철하게 성찰한다면, 직업훈련에 대한 사후 평가 및 성과관리에서 교육적
프레임이 융합될 필요가 있다. 즉 직업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고 지속가능한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의 직업훈련 사업 및 프로그램에서 수요에 맞는 ‘교육과정’, 양질의 직업훈련 교강사의 중요성,
교강사 수급 및 양성, 직업 훈련의 교수-학습 방법론 등이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지점이다.
이것은 직업훈련사업의 역량강화와 필수불가결한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이를 통찰하고 분석하여,
사업 전략과 실행을 고도화할 수 있는 교육전문가의 개입과 참여는 중요하다. 더불어, 효과적인
성과평가를 위해서는 교육분야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은 본 연구의 델파이 조사에서도
공통적으로 지적된 사안이다. 이런 맥락에서 교육전문가를 교육ODA 사업 성과평가의 중심 브릿지
(bridge)로 넣고, 성과평가단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평가단의 인력을 ‘ODA 전문가 + 교육
분야 전문가 ＋ 평가전문가’로 하나의 팀을 구성한다면 성과평가의 전문성과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교육분야의 전문성이 확보된 기관 및 부서와의 연계･협력을 통해서 성과 평가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과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림자 지원형(shadow support) 컨설팅 인력을 안정적으로
배치하는 것도 효과적인 접근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ODA 사업의 평가 전문가 풀
(pool)이 마련되어야 하며, 전문가의 평가 경험과 이력 등이 데이터베이스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중장기적 호흡을 가지고 교육ODA 평가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전문가 연수
프로그램 등을 구안하는 것도 유의미하다. 그리하여 교육분야 개발협력사업 성과 평가의 전문성이
강화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됨으로써, 단순히 개별 지표 중심으로 얕은 수준에서 교육사업을 평가
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다층 평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마. 교육개발협력사업 성과 평가는 맥락적, 참여적 접근이 중요함
교육분야는 성과 관리에서도 중장기적 접근과 다층적 접근을 요구하는 영역이다. 이를 고려하여
교육개발협력사업은 사후평가를 강조하고 있다. 국제기구와 선진공여국들이 활용하고 있는 로그
프레임이 폐쇄적 구조 모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는 개발원조 사업의 다층성과, 불연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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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지역 커뮤니티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중요성을 포착하지 못한다는 한계에서 기인한다. 이에
일부 글로벌시민단체들은 탈분권형 평가 방식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주로 변화이론을 통해서 사업
수행의 단계별 성과를 점검한다. 교육 사업의 경우는 수혜집단과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가 존재하고
교육 효과가 중층적이기 때문에 보다 맥락적이고 성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런 이유로 평가
방식의 탈분권성(de-centralised approach)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국제사회는 로그프레임을 지나치게 완결된 구조로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있고,
OECD DAC 기준 역시 원칙적으로 준용하되, 사업의 특성에 맞게 가이드라인 수준에서 활용하고
있다. 유사한 흐름에서 교육ODA 사업에서 참여적 평가 모델이 중요시 되고 있다. 개발협력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수원국의 정부 및 시민단체와 공여국의 책임 기구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
하는 것이 파리선언의 주인의식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기제라는 점에서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핵심은
진정한 의미의 ‘참여’형 평가가 어떻게 가능할지에 대한 구조와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교육사업은 학교 커뮤니티와 지역사회, 교수자와 학습자 등 다양한 층위의 참여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업인 만큼, 공여국의 교육ODA 사업 개발자와 교육프로그램 참여주체 간에 교육적 필요와 수요에
대한 쌍방향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제대로 된 성과를 도출할 수 없다. 교육 원조사업에 대한
상위 수준의 정책 결정이 곧 수원국의 학부모와 학생의 참여, 학습 효과, 교육적 성장이라는 부분과
바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교육ODA사업의 성과평가는 해당 사업이 얼마나 참여적 모형을 반영하여
이루어지는가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 즉 교육분야 개발협력사업의 성과 평가는 공여국과 수원국이
함께 참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처럼 맥락적, 참여적, 성찰적 평가 모형을 개발도상국
교육 현장에 제대로 적용하는 것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해외의 선진공여국도 고민하는 공통 이슈라
할 수 있다.

자. 교육개발협력사업 효과 제고를 위한 평가환류 체제 내실화 필요
성과 평가에서 환류시스템의 중요성은 끊임없이 강조되고 있다. 평가 환류는 큰 틀에서 평가활용
계획의 범주 아래 속하는 것으로, 성과 관리를 위한 핵심적 장치라 할 수 있다. 국무조정실 평가소
위원회는 앞으로 모든 ODA 시행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자체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 제출을
2014년까지 의무화하고 있다(국무조정실, 2013). 여기서 평가 환류는 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 이행의
구속력을 높이고, 개발협력사업의 질을 개선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성과관리 체제의 고도화를 위해서
정책 환류를 점수화 하는 방안과 환류에 따른 인센티브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본 연구진들은 해외 면담 조사 분석 결과, 대부분의 해외 공여주체들도 교육사업의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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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류 체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DFID와 JICA의 경우도
평가결과가 사업 평가 가이드라인에 영향을 주도록 설계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기획단과 평가실무
진들이 신규 1사업을 발굴할 때도 유용한 학습 자료로 활용되고 있었다. 나아가 평가결과는 공여
국가내에서 환류되는 것을 넘어서, 사업 수원국의 정책담당자와의 공유를 통해서 수원국과의 협력
관계 역시 증진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
이러한 평가 환류는 더 나아가 평가의 질 보장과 연동되어 있다. DFID의 경우는 개발협력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중앙 본부 뿐만 아니라, 수원국 현지 사무소를 중심으로 모니터링과
피드백 체계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아무리 훌륭한 사업 목적과 정책이 중앙 차원에서
제시되었다 하더라도, 현장 맥락에서 개발협력사업의 성과는 이론과 실제가 매우 다르기 때문에
끊임없는 모니터링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DFID는 평가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 다양한 경험적
실증 조사를 수행하고 조사 결과에서 얻어진 정보를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가공하고 있다. 아울러 평가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 현장 커뮤니티 중심의 질적 데이터(community
based qualitative data)를 획득하고 수집하고 있다. 최근에는 양적평가와 질적 평가를 함께 결합
하면서 신뢰도가 높고 엄격한 데이터를 전방위로 구축하는 추세이다. 이를 통해서 평가 결과의
체계적 환류를 실시하고, 그 결과의 피드백이 신규 사업의 개발과 유관 사업의 개선 및 질 관리를
위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교육개발협력사업의 평가 결과도 지속적으로 환류되고, 평가 결과의 교훈에
따라 정책 설계 및 이행의 구속력을 유기적으로 결합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교육 사업의 경우,
현재 시점에서 성과평가 결과와 예산 분배의 연동성에 대한 논의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기획재정부는 ‘예산분배 + 성과관리’라는 아이디어를 통해서 정부의 ODA 사업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ODA예산은 국내 복지예산과 같이 의무지출에 해당되므로
성과평가에 따른 예산분배가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개선안(권고안)을 제시하여 개선안 준수 정도를
평가하고 조건부로 예산을 분배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제 3차 집중토론회 회의록, 2013.9.24).
이는 2015년까지 우리정부가 국제사회에 공약한 ODA 규모 확대(0.25%)가 달성되면 이후 예산의
확대는 제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재원의 전달체계를 투명하게 개선하여 선순환 구조를 확립한
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예산분배와 성과관리’의 연결고리가 기계공학적으로 체계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국제개발협력 사업은 본질적으로 지구촌의 빈곤
퇴치를 위한 공적 지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실리를 떠나서 외교적, 이념적 이유로 추구되는
성격을 가진다. 또한 예산과의 연계는 모든 사업의 성과관리의 정량화, 등급화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교육분야 개발협력사업은 불리한 구조를 배태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분야의 경우는 평가 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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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등급제는 수용할 수 있지만, 이것이 사업성과가 무형적이고 비가시적인 교육사업에 대한
탈락시스템으로 적용되어서는 안된다. 오히려 평가결과 환류를 통해서 교육 원조사업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권고안을 마련하는 지원 구조로 기능해야 할 것이다.
평가 결과 환류를 위해서 기능적 측면에서 강조되는 것 중의 하나는 사업별 평가보고서의 체계화
및 보고서 질 향상이다. 평가보고서는 평가 환류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수단이다. JICA의 경우
사설 평가컨설팅 전담기관을 활용하여 분야별 체계적 컨설팅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보고서 작
성의 질을 높여, 궁극적으로 평가결과의 전파와 환류를 용이하게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평가보고
서의 사업별･기관별 편차가 심각하게 크며, 사업 목표 달성 여부는 분석하지만, 목표 달성의 정도
(효과성 수준) 및 효율성에 대한 분석은 미흡하다는 한계를 가진다(국무조정실, 2013: 86).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작성 틀, 규정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개발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성과평가 결과 보고서의 수준은 평가 환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
하다. 보고서에 담긴 구체적인 정보를 통해서 교육분야 개발협력사업을 전 단계에 걸쳐서 검토하고
모니터링하는 실질적인 질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ODA 사업의 경우도 성과평가 결과 환류를 위한 시스템은 국가 수준에서
마련되어 있으나, 그것의 적극적 활용과 평가결과 친화적 환경은 아직 미비하다. 실제로 국무조정
실은 기관별･국가별 ODA 사업 추진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ODA 모니터링 시스템을 2011년 12월에
구축했으나 기관별 활용도가 저조하다. 또한 국무조정실은 각 기관별로 자체평가결과에 대한 환류
계획을 제출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2014년도에는 환류계획에 대한 이행점검이 강화될 전망이다.
결론적으로 평가의 핵심으로 인식되고 있는 평가환류는 제도화를 넘어서, 실용적인 내실화를 거듭
해야하는 시점이다.
지금까지 본 연구는 교육분야 개발협력사업의 성과평가를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제언을 제시
하였다. 수원국가에서 공여국가로 전환한 한국의 독특한 역사성과 경험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이렇듯 후발 공여국가로 국제사회에서 이제 막 합류한 우리나라는 수십 년 동안 개발협력사업에
투신해 온 선진 공여국가와 비교할 때, 교육ODA 사업의 경험과 노하우가 일천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배경아래, 본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개발협력사업의 성과 평가가 강조되는 움직임에서 우리
나라 교육ODA 사업의 성과 평가를 제대로 측정하고 개발협력사업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된 것이다. OECD의 5대 평가 기준을 활용한 평가 사례의 양과 질이 빈약하지만, 이번 연구를
통해서 교육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국제적인 성과평가 기준을 적용하고, 세부적인 지표를 발굴
하는 모형을 개발했다는 점에서 작은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를 통해서 성과 평가의 제 측면뿐만 아니라, 한국의 교육개발협력사업이 가진 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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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찰하고, 현재의 제약을 인식함으로써 발전 방향을 탐색할 수 있었다. 특히 교육개발협력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은 종전에 비해서 늘어나고 있지만, KOICA와 EDCF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관들은
평가 정책 존재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점과 우리나라가 국가수준에서 설정한 교육ODA 목표가 부재
하다는 사실은 성과평가의 발전을 위해서는 비판적 성찰의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서 개발된 교육분야 개발협력 성과평가 모형의 활용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성과평가가 이루어지는 교육ODA를 둘러싼 생태계적 시스템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교육ODA의 성과평가 결과가 관리될 수 있다. 성과 관리 체제를 활용
하여 교육 개발협력 프로그램의 강점을 보다 강화하고, 약점을 극복하여 사업 효과를 질적으로
개선하고, 보다 발전적인 신규 사업을 발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성과평가의 결과는 결과의
영향력에 대한 책임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성과평가는 ‘성과
책임성’이라고 표현되기도 한다(국무조정실, 2013). 평가의 책무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UN
평가그룹은 개발협력사업에 대한 평가자 윤리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교육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을 고려할 때, 교육분야 개발협력사업의 성과평가는 책무성과 투명성이
강조되고 있다. 수원국을 위한 책무성을 넘어서 교육을 둘러싼 현지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투명
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교육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성과평가는 체계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
이에, 한국의 교육ODA 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국내외 환류와 글로벌 커뮤니케이션(한국 ↔
수원국, 한국↔OECD DAC 공여주체)은 중요하다. 이것은 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국제적 공동평가가
주목받는 시점에서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교육개발협력 성과 평가 모형 개발을 통해서 모든 교육 사업의 최종적
이익과 수혜는 결국 수원국의 학습자의 성장과 사회발전을 위해 돌아가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의미에사 학습자의 교육적 발전이 도모될 수 있도록 교육ODA 사업의
성과는 꾸준하게 평가되고 질적으로 향상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좋은 평가를 통해 교훈을 얻는 학습이 강조되어야 한다. 아직 우리나라의 교육개발
협력 평가 역량은 미흡한 수준이다. 국제기구 혹은 여타의 선진 공여기구와의 공동 평가 경험을 통
해서 교육 사업에 대한 노하우를 학습하고 우리의 평가시스템을 보완하고 질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지금까지 한국 교육개발협력 사업의 성과 평가 모형을
통해서 곧 우리나라의 교육 사업 추진 역량을 반추할 수 있었다. 이 연구의 결과물은 우리나라의
개발협력 정책입안자들에게 교육분야 개발협력의 특성을 이해하는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을 것이며,
평가의 정책적, 학술적, 실제적 측면에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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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성과평가 모형을 실제 사업 사례에 탐색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한계점과
보완점을 지속적으로 체크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교육개발협력 성과평가 체제를 고도화하기 위해
서는 교육ODA사업의 개별평가를 넘어서, 중점협력국가의 통합 프로그램 내의 교육분야 프로그램
(holistic approach in the CPS program)을 평가하고 양질의 성과관리를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나
아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아무리 좋은 성과평가 모형이 있다 하더라도, 평가를 둘러싼 문화가 성숙
하지 않으면 그것의 착근은 어렵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평가를 ‘감시’ 혹은 나쁜 평가 결과를
‘모면’하기 위한 방어 기제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개발협력 평가를 통해서 보다 나은 변화와
성장이 도모될 수 있는 긍정적 도약대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화
된 후속 연구를 통해서 본 연구의 성과평가 모형은 보다 심도 있는 모델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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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n Development of Performance Evaluation
Model for Educ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in Korea
Jinhee KI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emphasized significance of performance evaluation on
development assistance activities in consecutive general assembly of development
assistance by OECD/DAC through final documents including Rome Declaration on
Harmonization(2003), 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 (2005), Accra Agenda for
Action(2008), and Busan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2011). Under
the circumstances, there is an increasingly loud call for self-examination about quality
improvement on performance evaluation beyond quantitative expansion in Korea as well.
This study is carried out, at this point of time in particular, to develop performance
evaluation model(PEM) for educ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one of priority
area in global development cooperation. The study starts from three major research
questions: First, what are features of Korea's educ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n the
aspect of performance evaluation. Second, what are domestic and foreign PEMs for
educ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implications deduced from them? And third, what
is PEM to effectively reflect characteristics of Korea's educ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n order to answer these questions, the research employs various methodologies and draw
out the conclusion. Specific scope of research and contents, methodologies and research
findings can be stated as below.
❙Scope of Research and Contents
The research study analyze various aspects of trends and cases of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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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ion on educ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t includes case study from Korean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at independently execute performance evaluation for
educ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For foreign cases, it focuses o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OECD DAC, World Bank, and ADB and advanced donors including the
United Kingdom, the United States and Japan. The case studies enables the paper to bring
about implications to develop PEM for educ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review the
Korean PEM that is currently utilized.
As a result, the paper proposes PEM for educational development and cooperation. The
PEM introduced in this paper includes not only objectively verifiable indicators(OVIS) but
also objective, system, practice and application of results by setting the model in a broader
sense. In other words, the study develops PME in comprehensive context and also seeks
ways to apply expansively.
❙Methodologies
Literature review is based on publications of OECD DAC that take the initiative for
discourse on performance evaluation of development cooperation, World Bank and ADB that
carry out multilater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in international community in
practice and advanced donor agencies including USAID, DFID and JICA. Moreover, in order
to review the current status of performance evaluation for educ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to suggest directions to improvement, evaluation mechanism of KOICA and
EDCF, two major aid agencies in Korea, is analyzed. In addition,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propell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the authority in charge of education were
also examined. In the literature review, evaluation mechanism, framework and indicators,
trends and evaluation cases of implementation agencies were looked through and features
were analyzed.
Overseas field researches made it possible to include voices of policy-makers, working
group for evaluation, experts in educ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n each country and
add qualitative analysis with sense of realism. The recent trends in performance evaluation
was identified through the field research, making use of not only international aid
organizations of OECD, World Bank, advanced donors including USAID, DFID, JICA,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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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erse range of aid agencies and specialists in academia.
Delphi method includes three groups of 1)experienced person in educ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2)experts in educ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3)experts in performance
evaluation to systematically gather opinions of specialists, engaged in various issues
related to research and cooperation. A total of 27 experts among policy-makers, academia
and evaluators participated in the method. These participants collect extensive opinions on
objective, main agent and implementor, time, utilization of results and features of
education sector. In addition, experts also discuss sub-sectional details to apply five
evaluation criteria such as relevance, efficiency, effectiveness, sustainability and impact
proposed by the OECD DAC. Lastly, they also discuss how to apply five criteria to phases
(design-implementation-outcomes) of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and determine an
order of priority.
Issues-based forum was designed to supplement the outcomes of the delphi method and
add critical contemplation of educational factors to be considered in evaluation of the
projects. In the discussion, experts participated in the delphi method, government officials
in educational sector, and professionals related shared the findings of delphi method and
discuss further in open texture.
Expert meeting includes policy-makers, personnel in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ies,
experts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cooperation, experts in educ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experts in non-government organizations. The experts review collected
data with diverse methodologies and the data was utilized to enhance validity and
credibility of the paper.
Peer review was used to sustainedly draw out research topics and arrive at a conclusion
among co-authors. Through this, data was analyzed progressively and conclusion was
drawn out in each phase of the research project. Besides, researchers seek consultation
and feedback from international networks made through the overseas field research.
Furthermore, research contents and direction that researchers intend to develop were
presented at various international symposium and scale of peer review was expanded in the
process of consultation with foreign experts on PEM of educ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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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Findings (PME of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The outcome of this study, “PME of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suggests objective, system, practice, objectively verifiable indicators(OVIS) and application
of results.
First of all, in the section of objective of evaluation, clear role setting of evaluation and
definiteness of project objective were emphasized in order not only to improve outcome but
also to secure accountability of educational ODA in Korea. Only when clear-cut vision and
objective are set for educational ODA on national level, effectiveness and quality of
educ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can be enhanced and integrated control over the
outcomes become possible. In addition, setting objective of evaluation is important in a
sense that two pillars of major project purpose, currently being discussed,-education as a
right to live like a human being and education as a stepping stone to achieve poverty alleviation
and national growth based on human capital development- can jointly be fulfilled.
In the section of evaluation system, necessity of evaluation as a mechanism for iterative
performance management was stressed. As is true of any education ODA projects, it is
difficult to estimate desired outcome in a short period of time after completion of the
educational ODA projects. Therefore, relevancy should be analyzed from the planning and
design phases and framework for performance evaluation should be prepared on the
planning stage. In this sense, this paper argues that ex-ante PEM in iterative manner is
more important that ex-post PEM. Moreover, comprehensive point of view is required in
response to in-depth PEM by projects or topic classifications.
Reinforcement of evaluation on educational ODA through joint-hands was emphasized in the
section of practice of evaluation. The role of education experts is also important in terms
of the fact that they can provide systematic consultations based on their understanding
about multiple traits of education. Liaison and cooperation with organizations or departments,
specialized in educ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is also meaningful. Evaluation
on educational ODA must be basically people-centered and participatory mechanism should
be adopted so that various beneficiaries, project interests, stakeholders and citizen interested
can participate in the evaluation and play critical role in the process. In particular, the
participatory mechanism has drawn attention in respect that both donor and recipient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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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carry out jpint evaluation. Effective feedback can be stimulated through enhancement
in capacity building and ownership of recipientcountry in the process.
For objectively verifiable indicators (OVIS), PME was developed after classification of
educational ODA projects, feasible for performance evaluation. The educ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are classified as below in <Table 1>.
<Table 1> Classification of Educ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Project

Recipient
Country

Single
Counry

Multiple
Countries

Tangible

Intangible

Physical
Intangible individual
Intangible
Support of
Intangible idea service
investment and
service
program support
Intermediary
infrastructure
goods
Direct Impact
Indirect Impact Direct Impact Indirect Impact
establishment
Facility
(School, Center)

goods/
financial
support

∙ school
∙ equipment
establishment ∙ teaching
∙ vocational
aids
training centre ∙ school
meals
establishment
∙ educational
facility for
teachers
∙ language
laboratory

human capital
development
∙ education for
teachers
∙ student exchange
program
∙ scholarship
program
∙ training for
teachers

system/
program
development

consulting/
contents
development

∙ ASEAN cyber ∙ consultation
university
for
establishment
international
∙ Development of cooperation
leading
policy for
university for
education
∙ develop
international
educational
cooperation
∙ development of contents
educational
program
∙ program
support

research/
service
∙ demand
survey and
identify aid
model
∙ demand
survey for
education
sector
∙ performance
management
∙ feasibility
study
∙ policy study

∙ scholarly exchange ∙ establish
program sponsored domestic and
by governments
foreign
∙ support for
cooperation
excellent foreign
mechanism
exchange students ∙ support
∙ support foreign
establishment
students on their
of consultative
own expenses
group
∙ invitational training
for major countries
∙ Invitational training
for incumbent
lea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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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ypes of Evaluation Indicators of Education ODA
Primary Provision
Criteria

Human capital development
of single country

Infrastructure

Connectivity to educational policy and

Human capital
development of
multiple country

Educational Program
Support

national education development plan of recipient country

Reflect demand survey of recipient country
Achieve objectives of donor country

Relevance

relevancy of direction and
implementation direction

relevancy of direction and
implementation direction

relevancy of
direction and
implementation
direction

-

educational environment and
capacity of recipient country

educational environment
and capacity of recipient
country

-

-

association of educational
policy and norms of
international community

association of educational
policy and norms of
international community

-

-

conformity with CPS of Korea

conformity with CPS of
Korea

-

-

-

-

-

operation procedure

-

-

-

support mechanism

-

-

-

selection of
supporting entity

efficiency over cost
efficiency of project operation
Efficiency

reasonable cost and budget allocation
reasonable expenditure of budget
Effective communication among project

participants

achievement of educational program
Effectiven
ess

output
possibility of utilization of output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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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ary Provision
Criteria

Infrastructure

quality improvement

Human capital development
of single country

Human capital
development of
multiple country

Educational Program
Support

system establishment for
capacity building and
connectivity to education
system

system
establishment for
capacity building
and connectivity to
education system

-

quality improvement

-

quality improvement

expansion of educational
opportunity

-

expansion of
educational
opportunity

partnership between donor and recipient countries
capacity building of program participants
conduciveness to policy of
recipient country

conduciveness to policy of
recipient country

-

conduciveness to
policy of recipien
tcountry

impact on learner(scholastic
achievement and educational
effect)

impact on learner
(scholastic achievement
and educational effect)

impact on
learner(scholastic
achievement and
educational effect)

-

impact on local community

-

-

-

Impact

ex-post educational program management plan (post management of donor and recipient country)
continuous estimation of output (educational performance and future performance)
Sustainabi
lity

continuous partnership

-

-

-

maintenance capacity of
recipientcountry(fiscal
self-reliancy)

-

-

-

participation rate of
beneficiaries of education

-

-

-

connectivity to gender equality policy of recipient country
Gender
Mainstrea
ming

contribution to reduction of sexual discrimination and promotion of

gender equality

capactiy building of women in recipient country
plan and implementation of
gender mainstreaming on
report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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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discussed above, the study shows different types of evaluation criteria, indicators
with diverse significance that can be utilized in accordance with characteristics of the
educational ODA. Evaluation criteria for educational ODA can be distinguished with ones
for other sectors in two aspects: first, by adding gender mainstreaming into five criteria
presented by OECD DAC, the significance of education for women was taken into
consideration as well as enhancement in effectiveness and sustainability, compatible to
objective of educational program, can be achieved. second, different gravity of evaluation
criteria for tangible and intangible educational ODA should be applied. In other words,
whereas effectiveness should be emphasized for tangible projects, impact and sustainability
would have less significance in intangible projects with features of 'medium-and
long-term plan' and 'sustainable impact,' as it will be hard to estimate clear impact of the
projects in a short period of time. The research findings will be utilized as a meaningful
reference for the case of performance evaluation of educ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application of evaluation results is feedback. This paper
stresses quality improvement through evaluation by systematically reflecting results of
evaluation into project design and policy. Features of education sector such as
medium-and long-term plan and invisibility of education effect should be effectively
mirrored in the feedback and lessons from the evaluation should be accommodated into
policy design and binding force in implementation.
Ultimately, performance of education projects must be continuously evaluated and
upgraded in order to promote educational development in true sense, in that results of
evaluation should be reflected to growth of learners and social development of recipient
countries. Consequently, it is urgent to establish framework for evaluation on educ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to cultivate culture to reasonably utilize the results in the
near future.
Last but not least, the study presents nine pivotal policy suggestions for improvements
in PEM of Korea based on the research findings.
• Establish objectives and principles of Korean Educational ODA on National level
• Recall the importance of performance evaluation in educational development coop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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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on projects
• Launch PEM in all phase of educational development and cooperation projects
• Perceive multi-faceted performance evaluation reflecting feature of educational de
velopment cooperation
• Consider variance of evaluation indicators in educ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 Utilize evaluation methods suitable for objective and capacity of evaluators
• Strengthen expertise and role of evaluation personnel in educ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 Emphasize the gravity of contextual and participatory approach in evaluation of
educ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 Reinforce feedback mechanism to effectiveness of educational development coopera
tion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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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부록

부록 1. 면담조사 질문지(기관용)
OECD DAC

[In-depth Interview Questionnaire]

Introduction
This in-depth interview is a part of research on “Development of Performance Evaluation
Model for Educ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in Korea,” conducted by Office of
International Education Development and Cooperation Research (IEDC) at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KEDI). This questionnaire is designed to collect a wide range of data
that represent perspectives of various institutions, including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national development agencies across economies. Your valuable inputs will provide insights
for development of evaluation model on educ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n the context
of how different organizations perceive educ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evaluation, and
contribute to test independence/distinction of educ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evaluation.
To ensure credibility of this research, upon the completion of interview analysis, we will
provide the analysis results to the participants for verification and validation. For increased
efficiency, this step will be processed via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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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emographic Information
Name

Nationality

Gender

Current
Organization

Current
Position

Years of

Age
Experience

Phone number
e-mail address

2 General Questions
1. At the 4th 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 Busan, many highlighted on the needs for
development of index & indicators for more systematic performance management with increased
accountability, as well as the importance of performance-oriented evaluation. In this context, what
is the direction of future (and undergoing) OECD DAC works on performance management and
evaluation?
2. Is there any report/publication on good practices identified by works of OECD DAC on development
cooperation evaluation? If yes, please list the titles and details, including the selection criteria of
good practices. Also, what is considered as good practices of reports/publications on educ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evaluation? What are the elements of “Good practices”?
3. What is a “Bad practice”? What are the selection criteria and elements of a Bad practice?
4. Recent trends of development cooperation system show structural shifts towards evaluation and
performance-oriented system (e.g. M&E, RBM). Against this background, what are the undergoing
changes, trials, future directions or detailed plans? Are there any meeting outcomes or recent
improvements on the subject of performance evaluation?

246

한국의 교육개발협력사업 성과평가 모형 개발 연구

3 Questions on Development Cooperation Evaluation
1. On the subject of development cooperation evaluation, are there OECD DAC evaluation frameworks
or guidelines developed based on evaluation criteria (e.g. suitability, effectiveness, efficiency,
leverage, sustainability)?
2. How well is the OECD DAC evaluation criteria adapted to national development agencies evaluation
across economies? Are there (groups within OECD conducting monitoring works on the level of
applications of such criteria?
3. What are the works in progress on performance evaluation promoted by OECD DAC?
4. On which area or category is OECD DAC places particular attention in the current context of
development cooperation evaluation?
5. Are there reports/publications using meta-evaluation?
6. One of major challenges of development cooperation performance evaluation is the difficulties in
collecting quantitative data due to broad multi-layers of partners and recipient countries and
different environment and field structures. Is there a system to screen distorted information or data
for performance evaluation? If not, what other options can be considered as an alternative?
7. Are there plans in development or progress for sub-index development concerning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OECD evaluation criteria?
8. Are there considerations for index development for increased development effectiveness (or aid
effectiveness) in the future? How do you foresee its applicability to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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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Questions on Educ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Evaluation
1. What is the purpose of guidelines for development cooperation evaluation on specific theme (e.g.
peace-building, humanitarian assistance)? Also, on what level are such thematic guidelines
utilized within the national development agencies?
2. Is there an evaluation guideline for educ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evaluation? If yes, list
the title and details.
3. Does your organization’s work include developing index or criteria for performance evaluation of
education sector that well-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Education” (including long-term
intervention and changes)? If not, what are the options of considerations for alternative measures?
4. What are the critical elements necessary to establish a performance evaluation model with a
composite feedback system that circulates the performance evaluation of education sector beyond
the previous characteristics of unit projects, and ultimately contributes to better identification and
management of new educ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grams?
5. Any comments of recommendation or concerns that you’d like to highlight on the development of
a systematic evaluation model for educ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evaluation?
6. Are there any cases or implications of evaluation technique developed by (or applied to) educational
programs or projects other than the previously published/established evaluation criteria or
guide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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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Bank

[In-depth Interview Questionnaire]

Introduction
This in-depth interview is a part of research on “Development of Performance Evaluation
Model for Educ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in Korea,” conducted by Office of
International Education Development and Cooperation Research (IEDC) at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KEDI). This questionnaire is designed to collect a wide range of data
that represent perspectives of various institutions, including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national development agencies across economies. Your valuable inputs will provide insights
for development of evaluation model on educ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n the context
of how different organizations perceive educ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evaluation, and
contribute to test independence/distinction of educ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evaluation.
To ensure credibility of this research, upon the completion of interview analysis, we will
provide the analysis results to the participants for verification and validation. For increased
efficiency, this step will be processed via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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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emographic Information
Name

Nationality

Gender

Current
Organization

Current
Position

Years of

Age
Experience

Phone number
e-mail address

2 General Questions
1. At the 4th 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 Busan, many highlighted on the needs for
development of index & indicators for more systematic performance management with increased
accountability, as well as the importance of performance-oriented evaluation. In this context, what
is the direction of future (and undergoing) World Bank works on performance management and
evaluation?
2. Is there any report/publication on good practices identified by works of World Bank on development
cooperation evaluation? If yes, please list the titles and details, including the selection criteria of
good practices. Also, what is considered as good practices of reports/publications on educ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evaluation? What are the elements of “Good practices”?
3. What is a “Bad practice”? What are the selection criteria and elements of a Bad practice?
4. Recent trends of development cooperation system show structural shifts towards evaluation and
performance-oriented system (e.g. M&E, RBM). Against this background, what are the undergoing
changes, trials, future directions or detailed plans? Are there any meeting outcomes or recent
improvements on the subject of performance evaluation?
5. Regarding the evaluation of World Bank’s projects and programs, how does World Bank cooperate
with I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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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uestions on Development Cooperation Evaluation
1. What are the works in progress on performance evaluation promoted by World Bank?
2. On which area or category is World Bank places particular attention in the current context of
development cooperation evaluation?
3. Are there reports/publications using meta-evaluation?
4. One of major challenges of development cooperation performance evaluation is the difficulties in
collecting quantitative data due to broad multi-layers of partners and recipient countries and
different environment and field structures. Is there a system to screen distorted information or data
for performance evaluation? If not, what other options can be considered as an alternative?
5. WB has the independent rating criteria for performance evaluation. What is the reason to use these
criteria? What are the pros and cons?
6. The evaluation is not conducted for all projects. What are the criteria for choosing specific project
for the evaluation target?
7. IEG has published many blue book series to share the knowledge on evaluation. Are these ideas
or knowledge of this series applied in evaluation practice of IEG or WB?

4 Questions on Educ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Evaluation
1. Is there an evaluation guideline for educ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evaluation? If yes, list the
title and details.
2. Does your organization’s work include developing index or criteria for performance evaluation of
education sector that well-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Education” (including long-term
intervention and changes)? If not, what are the options of considerations for alternative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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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What are the critical elements necessary to establish a performance evaluation model with a composite
feedback system that circulates the performance evaluation of education sector beyond the previous
characteristics of unit projects, and ultimately contributes to better identification and management of
new educ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grams?
4. Any comments of recommendation or concerns that you’d like to highlight on the development of
a systematic evaluation model for educ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evaluation?
5. Are there any cases or implications of evaluation technique developed by (or applied to) educational
programs or projects other than the previously published/established evaluation criteria or
guide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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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ID

[In-depth Interview Questionnaire]

Introduction
This in-depth interview is a part of research on “Development of Performance Evaluation
Model for Educ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in Korea,” conducted by Office of
International Education Development and Cooperation Research (IEDC) at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KEDI). This questionnaire is designed to collect a wide range of data
that represent perspectives of various institutions, including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national development agencies across economies. Your valuable inputs will provide insights
for development of evaluation model on educ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n the context
of how different organizations perceive educ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evaluation, and
contribute to test independence/distinction of educ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evaluation.
To ensure credibility of this research, upon the completion of interview analysis, we will
provide the analysis results to the participants for verification and validation. For increased
efficiency, this step will be processed via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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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emographic Information
Name

Nationality

Gender

Current
Organization

Current
Position

Years of

Age
Experience

Phone number
e-mail address

2 General Questions
1. At the 4th 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 Busan, many highlighted on the needs for
development of index & indicators for more systematic performance management with increased
accountability, as well as the importance of performance-oriented evaluation. In this context, what
is the direction of future (and undergoing) USAID works on performance management and
evaluation?
2. Is there any report/publication on good practices identified by works of USAID on development
cooperation evaluation? If yes, please list the titles and details, including the selection criteria of
good practices. Also, what is considered as good practices of reports/publications on educ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evaluation? What are the elements of “Good practices”?
3. What is a “Bad practice”? What are the selection criteria and elements of a Bad practice?
4. Recent trends of development cooperation system show structural shifts towards evaluation and
performance-oriented system (e.g. M&E, RBM). Against this background, what are the undergoing
changes, trials, future directions or detailed plans? Are there any meeting outcomes or recent
improvements on the subject of performance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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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uestions on Development Cooperation Evaluation
1. What are the works in progress on performance evaluation promoted by USAID?
2. On which area or category is USAID places particular attention in the current context of development
cooperation evaluation?
3. Are there reports/publications using meta-evaluation?
4. One of major challenges of development cooperation performance evaluation is the difficulties in
collecting quantitative data due to broad multi-layers of partners and recipient countries and
different environment and field structures. Is there a system to screen distorted information or data
for performance evaluation? If not, what other options can be considered as an alternative?
5. Recently (in 2011), the evaluation policy and the form of evaluation were dramatically innovated
in USAID. But, there are lots of materials for evaluation guideline which were published before
2011. Are these guidelines still applied to current evaluation policy?

4 Questions on Educ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Evaluation
1. Is there an evaluation guideline for educ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evaluation? If yes, list the
title and details.
2. Does your organization’s work include developing index or criteria for performance evaluation of
education sector that well-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Education” (including long-term
intervention and changes)? If not, what are the options of considerations for alternative measures?
3. What are the critical elements necessary to establish a performance evaluation model with a composite
feedback system that circulates the performance evaluation of education sector beyond the previous
characteristics of unit projects, and ultimately contributes to better identification and management of
new educ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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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ny comments of recommendation or concerns that you’d like to highlight on the development of
a systematic evaluation model for educ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evaluation?
5. Are there any cases or implications of evaluation technique developed by (or applied to) educational
programs or projects other than the previously published/established evaluation criteria or
guide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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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ID

[In-depth Interview Questionnaire]

Introduction
TThis in-depth interview is a part of research on “Development of Performance Evaluation
Model for Educ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in Korea,” conducted by Office of
International Education Development and Cooperation Research (IEDC) at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KEDI). This questionnaire is designed to collect a wide range of data
that represent perspectives of various institutions, including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national development agencies across economies. Your valuable inputs will provide insights
for development of evaluation model on educ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n the context
of how different organizations perceive educ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evaluation, and
contribute to test independence/distinction of educ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evaluation.
To ensure credibility of this research, upon the completion of interview analysis, we will
provide the analysis results to the participants for verification and validation. For increased
efficiency, this step will be processed via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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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emographic Information
Name

Nationality

Gender

Current
Organization

Current
Position

Years of

Age
Experience

Phone number
e-mail address

2 General Questions
1. At the 4th 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 Busan, many highlighted on the needs for
development of index & indicators for more systematic performance management with increased
accountability, as well as the importance of performance-oriented evaluation. In this context, what
is the direction of future (and undergoing) DFID works on performance management and
evaluation?
2. Is there any report/publication on good practices identified by works of DFID on development
cooperation evaluation? If yes, please list the titles and details, including the selection criteria of
good practices. Also, what is considered as good practices of reports/publications on educ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evaluation? What are the elements of “Good practices”?
3. What is a “Bad practice”? What are the selection criteria and elements of a Bad practice?
4. Recent trends of development cooperation system show structural shifts towards evaluation and
performance-oriented system (e.g. M&E, RBM). Against this background, what are the undergoing
changes, trials, future directions or detailed plans? Are there any meeting outcomes or recent
improvements on the subject of performance evaluation?
5. We found that there is the draft of DFID’s new evaluation policy paper which is “Learning What
Works to Improve Lives”. Is there the final version of this paper? What are the major differences
with previous evaluation policy in 2009?

258

한국의 교육개발협력사업 성과평가 모형 개발 연구

6. Regarding the evaluation of DFID’s projects and programs, how does DFID cooperate with ICAI?

3 Questions on Development Cooperation Evaluation
1. What are the works in progress on performance evaluation promoted by DFID?
2. On which area or category is DFID places particular attention in the current context of development
cooperation evaluation?
3. Are there reports/publications using meta-evaluation?
4. One of major challenges of development cooperation performance evaluation is the difficulties in
collecting quantitative data due to broad multi-layers of partners and recipient countries and
different environment and field structures. Is there a system to screen distorted information or data
for performance evaluation? If not, what other options can be considered as an alternative?

4 Questions on Educ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Evaluation
1. Is there an evaluation guideline for educ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evaluation? If yes, list the
title and details.
2. Does your organization’s work include developing index or criteria for performance evaluation of
education sector that well-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Education” (including long-term
intervention and changes)? If not, what are the options of considerations for alternative measures?
3. What are the critical elements necessary to establish a performance evaluation model with a
composite feedback system that circulates the performance evaluation of education sector beyond
the previous characteristics of unit projects, and ultimately contributes to better identification and
management of new educ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grams?
4. Any comments of recommendation or concerns that you’d like to highlight on the developmen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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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ystematic evaluation model for educ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evaluation?
5. Are there any cases or implications of evaluation technique developed by (or applied to) educational
programs or projects other than the previously published/established evaluation criteria or
guide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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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CA

[In-depth Interview Questionnaire]

Introduction
This in-depth interview is a part of research on “Development of Performance Evaluation
Model for Educ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in Korea,” conducted by Office of
International Education Development and Cooperation Research (IEDC) at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KEDI). This questionnaire is designed to collect a wide range of data
that represent perspectives of various institutions, including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national development agencies across economies. Your valuable inputs will provide insights
for development of evaluation model on educ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n the context
of how different organizations perceive educ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evaluation, and
contribute to test independence/distinction of educ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evaluation.
To ensure credibility of this research, upon the completion of interview analysis, we will
provide the analysis results to the participants for verification and validation. For increased
efficiency, this step will be processed via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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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emographic Information
Name

Nationality

Gender

Current
Organization

Current
Position

Years of

Age
Experience

Phone number
e-mail address

2 General Questions
1. At the 4th 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 Busan, many highlighted on the needs for
development of index & indicators for more systematic performance management with increased
accountability, as well as the importance of performance-oriented evaluation. In this context, what
is the direction of future(andundergoing)JICA works on performance management and evaluation?
2. Is there any report/publication on good practices identified by works of JICA on development
cooperation evaluation? If yes, please list the titles and details, including the selection criteria of
good practices. Also, what is considered as good practices of reports/publications on educ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evaluation? What are the elements of “Good practices”?
3. What is a “Bad practice”? What are the selection criteria and elements of a Bad practice?
4. Recent trends of development cooperation system show structural shifts towards evaluation and
performance-oriented system (e.g. M&E, RBM). Against this background, what are the undergoing
changes, trials, future directions or detailed plans? Are there any meeting outcomes or recent
improvements on the subject of performance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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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uestions on Development Cooperation Evaluation
1. What are the works in progress on performance evaluation promoted by JICA?
2. On which area or category is JICA places particular attention in the current context of development
cooperation evaluation?
3. Are there reports/publications using meta-evaluation?
4. One of major challenges of development cooperation performance evaluation is the difficulties in
collecting quantitative data due to broad multi-layers of partners and recipient countries and
different environment and field structures. Is there a system to screen distorted information or data
for performance evaluation? If not, what other options can be considered as an alternative?

4 Questions on Educ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Evaluation
1. Is there an evaluation guideline for educ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evaluation? If yes, list the
title and details.
2. Does your organization’s work include developing index or criteria for performance evaluation of
education sector that well-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Education” (including long-term
intervention and changes)? If not, what are the options of considerations for alternative measures?
3. What are the critical elements necessary to establish a performance evaluation model with a
composite feedback system that circulates the performance evaluation of education sector beyond
the previous characteristics of unit projects, and ultimately contributes to better identification and
management of new educ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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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ny comments of recommendation or concerns that you’d like to highlight on the development of
a systematic evaluation model for educ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evaluation?
5. Are there any cases or implications of evaluation technique developed by (or applied to) educational
programs or projects other than the previously published/established evaluation criteria or
guide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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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면담조사 질문지(개별 전문가 면담용)
[In-depth Interview Questionnaire]

Introduction
This in-depth interview is a part of research on “Development of Performance Evaluation
Model for Educ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in Korea,” conducted by Office of
International Education Development and Cooperation Research (IEDC) at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KEDI). This questionnaire is designed to collect a wide range of data
that represent perspectives of various experts. Your valuable inputs will provide insights for
development of evaluation model on educ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n the context of
how different experts perceive educ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evaluation and contribute
to test independence/distinction of educ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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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emographic Information
Name

Nationality

Gender

Current
Organization

Current
Position

Years of

Age
Experience

Phone number
e-mail address

2 General questions of performance evaluation model for

Educational development and cooperation programs (or projects)

1. What is the purpose of performance evaluation for educational development and cooperation
programs (or projects)?
2. Which programs (or projects) should be an object of evaluation among educational development
and cooperation programs (or projects)? Any comment on object of evaluation?
3. Which programs (or projects) should be a subject of evaluation among educational development
and cooperation programs (or projects)? Any comment on subject of evaluation?
4. When should evaluate educational development and cooperation programs (or projects)? Any
comment on the timeline of evaluation?
5. How to use evaluation result in practice and who mainly use? Any comment on the usage of
evaluation result?
6. Any comments of recommendation or concerns that you’d like to highlight on the development of
a systematic evaluation model for educ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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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Way to improve performance evaluation for educational

development and cooperation project (or program)

1. Which context should be included in performance evaluation framework for educational
development and cooperation project (or program)?
2. Any comments of recommendation that you’d like to suggest on the issues of performance
evaluation for educational development and cooperation programs (or projects)?

4 Evaluation Framework (tentative)
<Table 1>
구분

Criteria

Factor Checklist

Relevant context

Note

Design
Implementation
(process)
Outcome

<Table 2>
구분

Criteria

Factor

Checklist

Relevant

context

Note

Context
Input
Process
Product
(*) based on CIPP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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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Framework for analyzing the case of performance evaluation
Major factors
1. Background/
History

Question Format

Background (history, perspective)
Purpose (necessity, principle, direction)
Systematic base (finance, human resources, etc.)
Subject of evaluation

2. Governance

Object of

evaluation (by year, by project)

Evaluation process/method
Evaluation timeline
Using evaluation result and feedback system
Criteria
Factors

3. Factor/Sector

Open
Questionnaire

Evaluation item (by level)
Evaluation model
Main point and moving forward

4. Practice (Good/
Bad Practice)

Good Practice
Bad Practice
Learning from cases (problems, challenge, limitations,

etc.)

Monitoring and feedback system
Performance evaluation model in education sector
5. Implication / Task

Strategies for establishing performance evaluation
sector)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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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1차 델파이조사 질문지
한국의 교육개발협력사업 성과평가

모형 개발을 위한 1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개발원 국제교육개발협력연구실에서는 2013년 기본과제로 「한국의 교육개발협력
사업 성과평가 모형 개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교육개발협력사업 성과
평가의 국내외(해외 선진공여국가 및 국제기구) 동향과 사례분석을 통해 성과평가 모형을 개발하는
데 있습니다.
이 연구의 일환으로 교육 분야, 개발협력 분야, 성과관리 분야 등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하신 전문가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여 성과평가 모형을 개발하는데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여러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귀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본 연구에 여러분의 고견과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향후 교육개발협력 사업의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답안은 가능한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시고 관련한 자료와 사례가 있다면
기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 여러분들께서 주시는 의견은 오직 연구 목적만을 위해 사용
되며, 분석과정에서 통계처리 되므로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됨을 밝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3년 5월
연구책임자 김진희 올림
본 델파이 조사는 총 3차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약 7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1차 델파이 질문지에 대한 응답은 5월 24일 금요일 까지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이 조사와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십시오..
∙ 한국교육개발원 국제교육개발협력연구실 김진희(연구위원), 류지연(연구원)
Tel. 02-3460-0432, 02-3460-0632 E-mail. jryu@ke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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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개발협력사업 성과평가 모형의 개요
1. 본 조사의 목적은 교육개발협력사업 성과 평가의 모형을 개발하는 데 있습니다. 개발협력은 그동안 공여
국의 지속적인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높지 못하다는 비판에 따라 1990년대 이후 원조피로(aid
fatigue)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성과중심관리를 도입하였습니다. 이후 2011년 한국에서 개최된
부산세계원조총회(HLF4)에서 체계적이고 책무성이 강화된 성과관리를 위한 지표, 지수 개발 및 성과 중
심의 평가가 다시 한 번 강조된 바 있습니다. 이에 여러 해외 공여국들은 서로 상이한 목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교육사업의 평가는 교육 분야의 특수성(교육효과의 중장기적 발현, 지속적인
개입, 교육사업의 복잡성과 중층성, 교육평가에 대한 이념과 판단준거의 다원성 등)으로 인해서 특별한
고려를 필요로 합니다. 귀하께서 보실 때 교육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한국의 교육개발협력사업
성과평가의 목적62)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자유롭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2. 다음은 교육개발협력사업의 성과평가 주체 및 수행자에 관한 질문입니다. 일부 해외 공여국가에서는
개발협력사업의 성과평가는 독립적인 제3의 기관이 투명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추세이지만, 일부 공여
기관에서는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책임 부서/기관의 자체평가(self evaluation)가 강조되기도 합니다. 또한
이들 다양한 해외공여국가/국제기구들은 기타 개발협력 분야와 다른 교육분야만의 모종의 특수성과 차
이점을 인지하더라도, 개발협력 분야의 일반적인 평가틀이나 유사한 성과평가 프레임워크를 적용하기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비교육전문가가 교육개발협력 분야의 성과평가를 수행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논의를 포함하여 교육분야 특수성을 고려하였을 때 교육개발협력사업의 실질적인 평가 주체는 누가 되
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평가단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에 관해서 자유롭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62) KOICA에서 제시하는 개발협력사업 평가의 목적은 개발협력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학습(Learning)과 책임성확보(Accountability)임.
(*) 출처: 한국국제협력단(2008). 개발협력사업평가 가이드라인. 한국국제협력단.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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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은 교육개발협력사업의 성과평가 시기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KOICA에서는 일반적인 개발협력
사업에 대하여 시기상으로 사전평가(Ex-ante Evaluation), 중간평가(Interim Evaluation), 종료평가
(End-of-project Evaluation), 사후평가(Ex-post Evaluation)로 구분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63).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하였을 때 교육 분야의 개발협력사업의 평가 시기는 어느 시기에 진행되어야 유의미한지,
혹은 효과적인지에 관해서 의견을 주십시오.
∙ 의견

4. 다음은 교육개발협력사업의 성과평가 결과의 활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국제적으로 개발협력사업의 효과
적인 결과 활용을 위해 모니터링과 피드백 시스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육개발협력사업 성과평가 결
과를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성과 관리를 위하여 향후 어떠한 방안 및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는지에
관해서 자유롭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5. 현재 여러 분야의 개발협력사업 평가가 동일한 개발협력사업 평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진행하고 있습니
다. 교육분야 특수성을 반영한 성과평가의 특성은 무엇이며, 이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평가 영역, 항목
및 지표가 있다면 자유롭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63) 시기에 따른 평가 분류 및 내용(KOICA,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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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전평가

중간평가

종료평가

사후평가

평가내용

사업심사(Appraisal)라고도
하며 사업기획단계에서부터
평가에 대한 상황을 염두에
두어 평가지표 개발 등 평가
계획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을
수립

사업수행 중에 이루
어지는 평가로 점검
(Review)라는 이름
으로 모니터링을 위
해 수행

사업 종료시 이루어지는
평가로 KOICA의 모든
프로젝트/프로그램 및
개발조사사업에 대해 종
료시점에 수행

사업 종료 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수행하는 평가로 사업의
지속가능성, 영향력, 효과 등을
측정하여 향후 유사사업에 대
한 제언, 전략적 교훈을 제공

평가시기

사업기획단계

사업 수행 중

사업 종료시점

종료평가 후 1년 이상 경과한
사업

사업부서

(제시되어 있지 않음)

평가수행자

사업부서, 정책부서에서 나
사업부서
누어 수행

(*) 출처: 한국국제협력단(2008). 개발협력사업평가 가이드라인. 한국국제협력단. p.10-11의 내용을 재구성

6. 교육개발협력사업의 성과 평가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의견이나 제안사항이 있으시면 다음의 의견란에
자유롭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2 교육개발협력사업 성과평가의 기준
∙ 현재 개발협력에서 평가는 OECD DAC에서 제시한 정의와 기준을 활용하고 있으나, 그 기준이 매우
포괄적이기 때문에 평가대상의 성격, 범위, 시기 및 평가자 등에 따라서 평가 방법과 결과가 다릅니
다. 그리고 개발협력 분야의 일반적인 평가틀이 교육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비판적 지
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개발협력 분야에서 통용되는 OECD DAC의 기준을
준용하지만 동시에 교육분야 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평가 기준과 모형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아래는 OECD DAC가 제시한 평가기준과 그에 대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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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DAC의 평가기준
평가기준

내용

적절성
(Relevance)

개발 사업의 목표들이 수혜 대상의 필요와 우선순위를 충족하고 수혜국과 공여국의 정책에 부합
하는 정도

효과성
(Effectiveness)
효율성
(Efficiency)
지속가능성
(Substantiality)
영향력
(Impact)

사업의 목적이나 목표의 달성 정도 평가
다른 대안을 감안할 때 개발 사업으로 인한 비용이 얼마나 합리화될 수 있는가, 즉 여러 투입물이
경제적으로 사용되어 산출물 및 성과로 전환된 정도
평가대상 정책 시행 후 또는 사업종료 후 긍정적 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정도
개발 사업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의도한 또는 의도하지 않은 효과의 전체적인 결과

(*) 출처: 한국국제협력단(2008). 개발협력사업평가 가이드라인. 한국국제협력단, p.43.

1. OECD DAC에서 제시한 평가기준 중에서 교육분야 개발협력사업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한 세부
내용 및 항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자유롭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2. OECD DAC에서 제시한 평가기준 중에서 교육분야 개발협력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세부
내용 및 항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자유롭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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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OECD DAC에서 제시한 평가기준 중에서 교육분야 개발협력사업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한 세부내
용 및 항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자유롭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4. OECD DAC에서 제시한 평가기준 중에서 교육분야 개발협력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세부
내용 및 항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자유롭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5. OECD DAC에서 제시한 평가기준 중에서 교육분야 개발협력사업의 “영향력”을 평가하기 위한 세부내용
및 항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자유롭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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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개발협력사업의 단계별 평가기준
∙ 한국의 교육개발협력사업을 평가함에 있어 사업의 단계를 크게 설계, 집행, 성과로 구분하고 각 단계
별로 평가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러한 평가체제는 사업의 “설계-집행-성과”의 전 단계를 포괄하는 평가체제입니다.
구분

적절성

효과성

효율성

지속가능성

영향력

설계
집행
성과

1. OECD DAC의 평가기준 5가지 중 “설계-집행-성과”의 단계별로 구분했을 때 각 단계에서 어떠한 기준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지 순위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설계단계에서는 우선순위가 적절성-효
과성-효율성-지속가능성-영향력 순으로 생각되신다면 각각의 칸에 1, 2, 3, 4, 5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설계

집행

성과

적절성

적절성

적절성

효과성

효과성

효과성

효율성

효율성

효율성

지속가능성

지속가능성

지속가능성

영향력

영향력

영향력

2. 위의 가정을 고려할 때, 국제규범으로 통용되는 OECD DAC의 평가기준이 교육분야에 유의미하게 활용
되기 위해서 상기에 적시된 5대 기준 외에 혹시 다른 새로운 기준이나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
시면 자유롭게 의견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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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2차 및 3차 델파이조사 질문지
한국의 교육개발협력사업 성과평가

모형 개발을 위한 3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

안녕하십니까?
제 1차 및 2차 델파이 설문에 응답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 전문가 분들께서 보내
주신 제 1, 2차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 정리하여, 붙임과 같이 제 3차 설문지를 구성하였습니다.
제 1차 설문 결과는 각 전문가 분들이 문항에 대해서 응답해 주신 내용을 구조적 코딩(Structural
coding) 방법을 활용하여 범주화하였고, 범주화된 응답내용에 대한 빈도수를 계산하였습니다. 그리고
범주화된 응답내용을 빈도수 순(2개 이상)으로 정리하였고, 이에 따라 전문가분들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시는 항목에 대한 동의 정도를 리커드 5점 척도로 응답하시도록 구성하여 조사 결과를 통계
처리 하여 평균값 및 표준편차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제 3차 조사에서는 각 질문에 다시 응답을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응답이 대다수의 전문가들의 평균과 차이가 큰 경우에는 그
이유를 의견란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귀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본 연구에 여러분의 고견과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향후 교육개발협력 사업의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전문가 여러분들께서 주시는 의견은 오직 연구 목적만을 위해 사용되며,
분석과정에서 통계처리 되므로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됨을 밝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3차 델파이 질문지에 대한 응답은 8월 14일 수요일 까지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이 조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 주십시오.
∙ 한국교육개발원 국제교육개발협력연구실 박환보(연구위원), 류지연(연구원)
Tel. 02-3460-0432, 02-3460-0632 E-mail. jryu@kedi.re.kr
연구책임자: 김진희(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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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개발협력사업 성과평가 모형의 개요
1. 1, 2차 설문분석 결과, 한국의 교육개발협력사업 성과평가의 목적에 대한 의견이 아래와 같이 나타났습니
다. 이를 참고하시어 귀하께서 각 항목에 대한 동의 정도를 재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 1> 델파이 1, 2차 조사 결과표 (성과평가의 목적)
1차 결과
연번

내 용64)

1

사업의 효과성 측정 및 개선에 기여함

18

2

수원국 수요와의 부합성 및 기여도 측정

3

빈 백분율
65)
도

2차 결과

동의정도
전혀동
동의하
의하지
지않음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2

3

4

5

1

2

3

4

5

0.766

1

2

3

4

5

3.62

0.752

1

2

3

4

5

11%

2.88

0.927

1

2

3

4

5

3

11%

3.60

0.764

1

2

3

4

5

2

7%

3.23

0.992

1

2

3

4

5

M

SD

67%

4.65

0.689

1

10

37%

4.04

1.076

사업의 책무성 측정

9

33%

3.88

4

공여국 정책과의 부합성 및 기여도 측정

7

26%

5

공여국의 긍정적 여론 형성

3

6

국제사회의 공동 목표 달성 정도 측정

7

양국간의 파트너십 구축 유도

□ 이 문항과 관련하여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64) 1차 델파이 조사 결과를 연구진이 범주화작업을 하여 통합하였으며 빈도수가 1인 의견은 제외한 결과임
65) 백분율은 총 27명의 응답자 중 해당항목에 응답한 비율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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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2차 설문분석 결과, 성과평가 주체 및 수행자에 대한 의견이 아래와 같이 나타났습니다. 이를 참고하
시어 귀하께서 각 항목에 대한 동의 정도를 재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 2> 델파이 1, 2차 조사 결과표 (성과평가의 주체 및 수행자)
1차 결과
분류 연번

평가
주체

평가
방식

내용

빈
백분율
도

2차 결과
M

SD

동의정도
전혀동
동의하
의하지
지않음
않음

매우동
의함

교육분야 전문가 역할 강조

9

33%

4.32

0.748

1

2

3

4

5

2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기타
전문가 참여 강조

9

33%

3.92

0.977

1

2

3

4

5

3

교육개발협력 전문가 역할 강조

6

22%

4.35

0.689

1

2

3

4

5

4

개발협력 전문가 역할 강조

5

19%

3.85

0.732

1

2

3

4

5

5

공여국의 사업 참여자 참여 강조

5

19%

3.62

0.898

1

2

3

4

5

6

교육분야 전문가와 개발협력
전문가 동등한 역할 부여

5

19%

3.73

0.962

1

2

3

4

5

7

현지 전문가 및 지역 전문가 참여
강조

5

19%

4.08

0.796

1

2

3

4

5

8

수원국 사업 참여자 및 전문가
참여 강조

4

15%

4.04

0.824

1

2

3

4

5

9

평가 전문가 참여 강조

4

15%

3.81

0.895

1

2

3

4

5

10

수원국 직접수혜자 참여 강조

2

7%

3.54

1.029

1

2

3

4

5

11

사업 성격에 따라 구성

2

7%

3.50

1.208

1

2

3

4

5

12

외부평가 강조

8

30%

3.88

0.952

1

2

3

4

5

13

자체평가 및 외부평가 동시 활용

3

11%

4.54

0.582

1

2

3

4

5

14

독립기관 설립 강조

2

7%

3.15

1.255

1

2

3

4

5

15

자체평가 역량 강화 강조

2

7%

3.50

0.860

1

2

3

4

5

71

□ 이 문항과 관련하여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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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계

∙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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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2차 설문분석 결과, 성과평가 시기에 대한 의견이 아래와 같이 나타났습니다. 이를 참고하시어 귀하
께서 각 항목에 대한 동의 정도를 재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 3> 델파이 1, 2차 조사 결과표 (성과평가의 시기)
1차 결과
연번

내용

1

사후평가를 강조해야 함

17

2

전 단계가 동등하게 강조되어야 함

3

빈
백분율
도

2차 결과

동의정도
전혀동
동의하
의하지
지않음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동
의함

2

3

4

5

1

2

3

4

5

1.069

1

2

3

4

5

3.46

1.021

1

2

3

4

5

3.56

0.870

1

2

3

4

5

M

SD

63%

4.52

0.653

1

11

41%

3.50

1.103

사전평가 강조해야 함

9

33%

3.32

4

종료평가 강조해야 함

6

22%

5

중간평가 강조해야 함

4

15%

합계

43

□ 이 문항과 관련하여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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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2차 설문분석 결과, 성과평가 결과의 활용 방안과 제도적 장치에 대한 의견이 아래와 같이 나타났습
니다. 이를 참고하시어 귀하께서 각 항목에 대한 동의 정도를 재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 4> 델파이 1, 2차 조사 결과표 (성과평가 결과의 활용)
1차 결과
분류

연
번

내용

1

사업의 사후관리와 후속사업의
개선 및 발굴

10

2

사업에 대한 피드백

3

활용
방안

제도

빈
백분율
도

2차 결과

동의정도
전혀동
동의하
의하지
지않음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동
의함

2

3

4

5

1

2

3

4

5

0.977

1

2

3

4

5

3.38

0.852

1

2

3

4

5

19%

3.77

0.815

1

2

3

4

5

5

19%

3.46

0.948

1

2

3

4

5

모니터링

3

11%

4.27

0.778

1

2

3

4

5

8

메타평가 실시

2

7%

3.35

0.977

1

2

3

4

5

9

성과평가 데이터베이스화

2

7%

4.19

0.749

1

2

3

4

5

M

SD

37%

4.73

0.533

1

8

30%

4.50

0.648

평가결과 공개 및 공유

8

30%

3.92

4

사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및
제재

6

22%

5

국가 수준의 성과관리 전략 수립
및 예산 확보

5

6

양국간 파트너십 구축

7

합계

47

□ 이 문항과 관련하여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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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 2차 설문분석 결과, 교육분야 특수성을 반영한 성과평가의 특성에 대한 의견이 아래와 같이 나타났습
니다. 이를 참고하시어 귀하께서 각 항목에 대한 동의 정도를 재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 5> 델파이 1, 2차 조사 결과표 (교육분야 특수성을 반영한 성과평가의 특성)
1차 결과
분류

교육분야
특수성

특수성을
반영한
평가영역

연
번

내용

1

교육 효과의 중장기성

7

2

정성적 지표가 중요함

3

빈
백분율
도

2차 결과

동의정도
전혀동
동의하
의하지
지않음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동
의함

2

3

4

5

1

2

3

4

5

0.863

1

2

3

4

5

3.35

1.056

1

2

3

4

5

7%

2.23

1.070

1

2

3

4

5

2

7%

3.35

0.892

1

2

3

4

5

사업의 가시적인 효과에 대한
직접적 지표(예, 취학률,
학업성취도 등)

4

15%

4.35

0.562

1

2

3

4

5

8

세부 사업 및 교육단계별로
상이함

3

11%

3.77

0.815

1

2

3

4

5

9

수혜자 개인의 변화

3

11%

3.27

0.962

1

2

3

4

5

10

공동체 형성 및 사회변혁

2

7%

3.35

0.977

1

2

3

4

5

11

교육성과와 노동시장의
연계성

2

7%

3.50

0.860

1

2

3

4

5

12

수원국의 변화

2

7%

3.38

0.898

1

2

3

4

5

M

SD

26%

4.54

0.859

1

4

15%

3.62

0.898

지속가능성 및 영향력이
중요함

4

15%

4.23

4

다면성

3

11%

5

교육분야 특수성 없음

2

6

학습성과 강조

7

합계

36

□ 이 문항과 관련하여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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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개발협력사업 성과평가의 기준
1. 1, 2차 설문분석 결과, OECD DAC에서 제시한 평가기준 중에서 교육분야 개발협력사업의 “적절성”을 평
가하기 위한 세부내용 및 항목에 대한 의견이 아래와 같이 나타났습니다. 이를 참고하시어 귀하께서 각
항목에 대한 동의 정도를 재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 6> 델파이 1, 2차 조사 결과표 (“적절성” 평가기준)
1차 결과
연번

내용

1

수원국 수요반영

11

2

수원국의 교육정책과의 연계성

3

빈
백분율
도

2차 결과

동의정도
전혀동
동의하
의하지
지않음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동
의함

2

3

4

5

1

2

3

4

5

1.003

1

2

3

4

5

4.08

0.759

1

2

3

4

5

15%

4.00

0.834

1

2

3

4

5

3

11%

3.28

0.891

1

2

3

4

5

공여국의 원조 정책과 부합성

2

7%

3.76

0.723

1

2

3

4

5

8

수원국 교육 환경과의 적합성

2

7%

3.96

0.790

1

2

3

4

5

9

수원국의 주인의식

2

7%

3.84

1.028

1

2

3

4

5

10

국제사회의 교육관련 정책 및 규범과의
연관성

2

7%

3.16

0.943

1

2

3

4

5

M

SD

41%

4.24

1.052

1

5

19%

4.48

0.714

공여국의 역량

4

15%

3.56

4

수원국의 국가발전계획과의 부합성

4

15%

5

사업 설계 및 수행방식의 적절성

4

6

수원국의 역량

7

합계

39

□ 이 문항과 관련하여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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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2차 설문분석 결과, OECD DAC에서 제시한 평가기준 중에서 교육분야 개발협력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세부내용 및 항목에 대한 의견이 아래와 같이 나타났습니다. 이를 참고하시어 귀하께서
각 항목에 대한 동의 정도를 재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 7> 델파이 1, 2차 조사 결과표 (“효과성” 평가기준)
1차 결과
연번

내용

1

사업 목표 달성 여부

12

2

수혜자 개인에 대한 평가

3

빈
백분율
도

2차 결과

동의정도
전혀동
동의하
의하지
지않음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동
의함

2

3

4

5

1

2

3

4

5

0.952

1

2

3

4

5

3.52

0.770

1

2

3

4

5

7%

3.32

0.988

1

2

3

4

5

2

7%

3.88

0.781

1

2

3

4

5

학업성취도

2

7%

3.64

0.757

1

2

3

4

5

8

교육성과의 수원국 활용가능성 및
교육정책 기여도

2

7%

4.08

0.759

1

2

3

4

5

9

교육역량 시스템 구축 및
교육시스템과의 연계

2

7%

3.80

0.816

1

2

3

4

5

10

교육환경 개선

2

7%

3.52

0.918

1

2

3

4

5

11

사업수행추진 체계 및 협력체제의
효과성

2

7%

3.32

0.900

1

2

3

4

5

M

SD

44%

4.56

0.712

1

4

15%

3.64

0.907

만족도

3

11%

3.64

4

수원국에의 영향력

3

11%

5

교사의 역량

2

6

교육기회 확대

7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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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항과 관련하여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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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2차 설문분석 결과, OECD DAC에서 제시한 평가기준 중에서 교육분야 개발협력사업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한 세부내용 및 항목에 대한 의견이 아래와 같이 나타났습니다. 이를 참고하시어 귀하께서
각 항목에 대한 동의 정도를 재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 8> 델파이 1, 2차 조사 결과표 (“효율성” 평가기준)
1차 결과
연번

내용

1

비용 대비 효과성

10

2

예산 및 자원 배분의 적절성

3

빈
백분율
도

2차 결과

동의정도
전혀동
동의하
의하지
지않음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동
의함

2

3

4

5

1

2

3

4

5

0.723

1

2

3

4

5

3.92

0.812

1

2

3

4

5

19%

3.72

0.792

1

2

3

4

5

3

11%

3.52

0.872

1

2

3

4

5

비용의 합리적 책정

2

7%

3.84

0.624

1

2

3

4

5

8

수원국의 가버넌스 및 예산 투입 정도

2

7%

3.32

0.802

1

2

3

4

5

9

사후관리 예산 확보

2

7%

3.76

1.012

1

2

3

4

5

10

수원국 인적자원 고려 및 인적 역량강화

2

7%

3.40

1.190

1

2

3

4

5

11

교육에 있어서 측정하기 어려운 기준

2

7%

2.76

1.234

1

2

3

4

5

M

SD

37%

4.28

0.678

1

6

22%

4.12

0.781

사업 수행의 효율성

6

22%

4.24

4

예산지출의 적절성

5

19%

5

사업 참여자의 효율적 의사소통

5

6

수원국의 현지 자원 고려

7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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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항과 관련하여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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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2차 설문분석 결과, OECD DAC에서 제시한 평가기준 중에서 교육분야 개발협력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세부내용 및 항목에 대한 의견이 아래와 같이 나타났습니다. 이를 참고하시어 귀하께서
각 항목에 대한 동의 정도를 재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 9> 델파이 1, 2차 조사 결과표 (“지속가능성” 평가기준)
1차 결과
연번

내용

1

재정자립도

8

2

사후관리계획

3

빈
백분율
도

2차 결과

동의정도
전혀동
동의하
의하지
지않음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동
의함

2

3

4

5

1

2

3

4

5

0.935

1

2

3

4

5

3.77

0.765

1

2

3

4

5

11%

4.08

0.628

1

2

3

4

5

2

7%

3.54

0.647

1

2

3

4

5

사업성과의 지속적인 측정

2

7%

3.58

0.945

1

2

3

4

5

8

학습성과 및 학업성취도의 지속성

2

7%

3.46

0.811

1

2

3

4

5

9

지속적인 파트너십

2

7%

3.81

0.981

1

2

3

4

5

M

SD

30%

4.12

0.816

1

7

26%

4.35

0.562

수원국의 유지관리 역량

7

26%

4.08

4

공여국의 후속 조치

3

11%

5

수원국의 후속 조치

3

6

공여국 정책과의 부합성 및 성과의 정책
반영성

7

합계

36

□ 이 문항과 관련하여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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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 2차 설문분석 결과, OECD DAC에서 제시한 평가기준 중에서 교육분야 개발협력사업의 “영향력”을
평가하기 위한 세부내용 및 항목에 대한 의견이 아래와 같이 나타났습니다. 이를 참고하시어 귀하께서
각 항목에 대한 동의 정도를 재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 10> 델파이 1, 2차 조사 결과표 (“영향력” 평가기준)
1차 결과
연번

내용

1

수혜자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력

9

2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3

빈
백분율
도

2차 결과

동의정도
전혀동
동의하
매우동
보통 동의함
의하지
지않음
의함
않음

M

SD

33%

3.81

1.096

1

2

3

4

5

5

19%

4.08

0.935

1

2

3

4

5

수원국 정책에 기여도

4

15%

4.00

0.764

1

2

3

4

5

4

학업성취도

3

11%

3.58

0.945

1

2

3

4

5

5

비교육분야에 미치는 영향력

3

11%

2.81

0.801

1

2

3

4

5

6

교육, 경제 및 관련 분야의 영향력

2

7%

3.58

0.857

1

2

3

4

5

7

국가에 미치는 영향력

2

7%

3.35

0.745

1

2

3

4

5

8

크로스커팅 이슈를 통한 교육과의 연계전략

2

7%

3.50

0.860

1

2

3

4

5

9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휴먼웨어의통합지원

2

7%

3.23

1.177

1

2

3

4

5

10

양국간의 파트너십

2

7%

3.27

1.079

1

2

3

4

5

11

예상된 긍정적 부정적 영향

2

7%

3.12

1.071

1

2

3

4

5

12

예상치 못한 긍정적 영향

2

7%

2.92

1.093

1

2

3

4

5

13

사업성과의 확산 및 사업 모델로서의 가치

2

7%

3.27

1.218

1

2

3

4

5

14

사업참여자의 역량 개발

2

7%

3.23

1.210

1

2

3

4

5

15

산업발전 효과

2

7%

2.81

0.981

1

2

3

4

5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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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항과 관련하여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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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개발협력사업의 단계별 평가기준
1. OECD DAC의 5대 평가기준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교육개발협력사업의 “설계-집행-성과”라는 각 단계별로
적용했을 때, 전문가들이 응답한 각 단계별 우선순위가 아래와 같이 나타났습니다.
<표 11> 평가기준의 순위평균(우선순위)(1차 분석 결과)
구분

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지속가능성

영향력

설계

1.42 (1)

2.88 (2)

3.62 (4)

3.12 (3)

3.92 (5)

집행

2.85 (3)

2.08 (1)

2.19 (2)

3.65 (4)

4.15 (5)

성과

3.54 (4)

2.08 (1)

4.04 (5)

2.46 (2)

2.85 (3)

(*) 각 평가 기준별 점수는 응답자가 기입한 우선순위 1부터 5까지를 각각 1부터 5까지의 점수를 부여한 후, 응답을 하지 않은
1명을 제외한 26명의 평균치임. 따라서 1에 가까울수록 우선순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함.

1차 설문분석 결과, ‘설계단계’에서는 ‘적절성’의 우선순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각 5개 지표의 우선순위는
‘적절성-효율성-지속가능성-효과성-영향력’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집행단계’에서는 ‘효율성’의
우선순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각 5개 지표의 우선순위는 ‘효율성-효과성-적절성-지속가능성-영향력’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과단계’에서는 집행단계와 마찬가지로 ‘효율성’의 우선순위가 가장
높았고, 각 5개 지표의 우선순위는 ‘효율성-지속가능성-영향력-적절성-효과성’의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표 11> 평가기준의 각 단계별 비중(2차 분석결과)
구분

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지속가능성

영향력

총계

설계

35%

18%

16%

18%

13%

100%

집행

20%

32%

23%

13%

11%

100%

성과

13%

17%

22%

24%

24%

100%

2차 분석 결과, ‘설계단계’에서는 적절성(35%), 효율성(18%), 효과성(16%), 지속가능성(18%), 영향력(13%)
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집행단계’에서는 적절성(20%), 효율성(32%), 효과성(23%), 지속가능성(13%),
영향력(11%)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과단계’에서는 적절성(13%), 효율성(17%), 효과성(22%), 지속
가능성(24%), 영향력(24%)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참고하시어 귀하께서는 각 단계(설계-집행-성과)별로 OECD DAC의 평가기준을 적용할 때에, 각각의
기준을 어느 정도 비중으로 평가해야 하는지 비율을 재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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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평가기준의 각 단계별 비중
구분

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지속가능성

총계

설계

100%

집행

100%

성과

100%

□ 이 문항과 관련하여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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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한국의 교육개발협력사업 성과평가 모형 개발 연구 추가 질문지
한국의 교육개발협력사업 성과평가 모형 개발 연구 추가 질문지

안녕하십니까?
「한국의 교육개발협력사업 성과평가 모형 개발 연구」의 연구진들은 전문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본 연구의 목표인 성과평가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델파이 조사와 각종
문헌연구, 더불어 해외 공여기관 현장 방문을 통해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교육개발협력사업 평가
모형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논의가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사안은
전문가 협의회 및 집중 토론회 등을 통해서 여러 전문가 분들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안의 경우에는 좀 더 광범위하게 여러 집단(교육개발 사업 평가 유경험자, 교육개발협력
전문가,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 전문가)의 전문적인 견해를 반영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에 연구진행 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몇몇 질문에 대해 델파이 조사 전문가 분들에게 정중히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3차 델파이에 응답하시느라 바쁘시겠지만, 잠시만 시간을 내어주셔서 본
연구가 보다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오직 연구 목적만을
위해 사용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8월
연구책임자 김진희 올림

※ 이 조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 주십시오.
∙ 한국교육개발원 국제교육개발협력연구실 박주형(연구위원), 류지연(연구원)
Tel. 02-3460-0367, 02-3460-0632 E-mail. jryu@ke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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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개의 질문에 응답해주시면 됩니다.

1. 귀하께서 보실 때 교육분야 ODA 평가 시, 그 기준으로 OECD DAC의 5대 기준(적절성, 효과성, 효율성,
지속가능성, 영향력) 이외의 크로스커팅 (cross-cutting) 이슈인 1) 성 주류화가 독립적인 기준으로 평가
기준으로 설정되는 것이 적절한지, 아니면 2)성 주류화에 대한 질문들이 5대 기준 각각에 포함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어떤 입장이신지 자유롭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아래의 1-1 및 1-2 참조하여 종합
의견 기술).
∙ 응답

※ 배경 설명
연구진들은 “교육”개발협력사업의 평가가 다른 영역의 개발협력사업과 차별화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분석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성 주류화(gender equity) 기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함. EFA 목표들이
성평등을 달성하는 것(여아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 및 양질의 교육 제공 그리고 여성의 문해율 개선 강조)을
강조하고 있으며, MDGs의 교육관련 목표로 간주되는 성평등 촉진을 고려하였을 때 다른 어떤 영역에서
보다 성 주류화에 대한 강조가 필요함. 특히, 교육의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는 측면에서 여성 교육은
자녀 교육을 통해, 세대를 거쳐(generation to generation) 그 효과가 더욱 오래 나타날 수 있다는 담론이
뒷받침되고 있어, 성주류화는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수 있음. 이러한 측면에서 성 주류화를 기존의 OECD
DAC의 5대 기준에 포함시키기 보다는 독립적인 평가 기준으로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 역시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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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성 주류화가 독립적인 기준으로 포함되는 경우
주요항목
(2차 결과 우선순위 반영)

영역

수원국의 교육정책 및 국가교육발전계획과의 연계성
수원국 수요반영
적절성

사업 설계 및 수행방식의 적절성
수원국의 교육환경 및 역량 수준
국제사회의 교육관련 정책 및 규범과의 연관성
한국의 수원국에 대한 국별지원계획과의 부합성
Activity 달성 여부
output

효과성

purpose
goal

사업 목표(목적)의 달성 여부
산출물
수혜자 개인에 대한 평가(만족도)
교육역량 시스템 구축 및 교육시스템과의 연계
교육성과의 수원국 활용가능성 및 교육정책 기여도
교육기회 확대 여부
교육의 질 향상

비용 대비 효과성
사업 수행의 효율성
효율성

비용의 합리적 책정 및 예산 의 적절성
예산지출의 적절성
사업 참여자의 효율적 의사소통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수원국 정책에 기여도

영향력

학습자에게 미치는 영향력(학업성취도 및 교육의 효과)
양국간의 파트너십
사업참여자의 역량 개발
사후관리계획(수원국 및 공여국의 후속조치)

지속
가능성

수원국의 유지관리 역량(재정자립도)
지속적인 파트너십
사업성과의 지속적인 측정(학습성과 및 학업성취도의 지속성)
교육수요자들의 학교교육 참여 여부
적절성: 수원국의 성평등 정책과의 연관성

성주류화

효율성: 계획서 상의 성주류화 관련 방안 및 계획 이행
효과성: 수원국 성차별 해소, 성평등 촉진 기여도
영향력: 수원국 여성의 역량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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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성 주류화가 5대 기준에 포함되는 경우
성주류화 하위기준들이 OECD DAC의 5대 기준에 포함됨. 예컨대, 수원국의 성평등 정책과의 연관성
은 적절성 기준에, 계획서 상의 성주류화 관련 방안 및 계획 이행은 효율성 기준에, 수원국 성차별
해소, 성평등 촉진 기여도은 효과성 기준에, 수원국 여성의 역량 개발은 영향력 기준에 포함됨.
2. 귀하께서 보실 때 교육분야 ODA 추진에 있어서 유형/무형의 구분에 따라 1) 평가지표가 달라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렇다면 2) 유형/무형 각 사업에서 중요시 되어야 할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
시는지 자유롭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아래의 2-1 및 2-2 참조하여 종합 의견 기술).
∙ 응답

※ 배경 설명
본 연구진들은 교육개발협력사업의 평가를 위해 지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교육개발협력사업의 유형에
따라 평가기준 및 지표가 달라질 것이라고 판단하여 유형별로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노력을 기울임. 최초
에는 교육개발협력사업의 유형을 KEDI의 분류기준(참조 1)이나 대상 중심 교육ODA 유형(연구진의 제안:
참조 2)에 따라 7개 혹은 5개의 지표(안)를 제안하고자 하였음. 하지만, 지표개발 과정에서 각 유형별 차이
점이 거의 드러나지 않아 여러 지표(안)를 제시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함. 그러나 사업 유형을 유형과
무형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는 지표(안)의 차이가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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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유형의 교육ODA 사례 평가 매트릭스: 시설건립(학교설립)
영역

주요항목
수원국의 교육정책 및
국가교육발전계획과의 연계성
수원국 수요반영
사업 설계 및 수행방식의 적절성

적
절
성

수원국의 교육환경 및 역량 수준

∙ 학교설립은 수원국의 요청 혹은 해당지역 주민의 수요를 반영하였는가?
∙ 학교설립 위치･규모･학교급은 적합한가?
∙ 학교설립 사업수행방식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 학교설립지역 주변에 취학 가능 학생들이 충분한가?
∙ 수원국의 교육발전단계를 고려하였을 때 필요한 사업인가?
∙ 학교설립이 MDGs나 EFA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는가?
∙ 학교설립이 국제기구나 선진공여국의 교육ODA 제공 원칙에 부합하는가?

한국의 수원국에 대한
국별지원계획과의 부합성

∙ 학교설립은 해당 국가에 대한 CPS에 지원정책의 우선순위와 부합하는가?

수원국의 성평등 정책과의 연관성

∙ 여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학교인가?
∙ 학교설립계획이 수원국의 성평등 정책과 관련되어 있는가?

Activity
달성 여부

∙ 당초 계획한 목표인 학교설립을 완료하였는가?

사업 목표(목적)의
달성 여부
산출물

purpose

goal

수혜자 개인에 대한
평가(만족도)

∙ 학교설립으로 인해 교육활동이 원활이 이루어졌는가?
∙ (학생, 교원 및 학부모) 학교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한가?

교육역량 시스템 구축
및 교육시스템과의 ∙ 학교설립이 수원국의 교육행정체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연계
교육성과의 수원국
활용가능성 및
교육정책 기여도

∙ 학교설립으로 인해 수원국의 교육정책 및 국가교육발전계획달성에
기여했는가?

교육기회 확대 여부

∙ 학교설립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수의 학생이 교육받았는가?
∙ 학교설립이 상대적 빈곤층의 교육기회 확대에 도움이 되었는가?

수원국 성차별 해소,
∙ 학교설립이 해당 지역의 여성의 교육기회확대에 기여하였는가?
성평등 촉진 기여도
교육의 질 향상

효
율
성

∙ 정부초청장학생교류지원은 수원국의 교육정책 및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우선순위에 해당되는가?

국제사회의 교육관련 정책 및
규범과의 연관성

output

효
과
성

구체적 질문

∙ 학교설립으로 인해 교육의 질이 향상되었는가?

비용 대비 효과성

∙ 더 적은 비용으로 동일한 규모의 학교를 건립할 수 있었나?

사업 수행의 효율성

∙ 학교설립이 목표한 기한 내 정해진 비용으로 이루어졌는가?
∙ 학교설립사업의 관리가 잘 이루어졌는가?

비용의 합리적 책정 및 예산의
적절성

∙ 학교설립계획에 맞게 예산이 책정되었나?

예산지출의 적절성

∙ 예산의 지출이 계획된 대로 이루어졌나?
∙ 예산지출과정에서 불법행위는 없었나?

사업 참여자의 효율적 의사소통

∙ 학교설립과정에서 수원국 담당자와 지속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졌나?
∙ 학교설립과정에서 시공업체와 의사소통이 이루어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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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주요항목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수원국 정책에 기여도

영
향
력

구체적 질문
∙ 학교의 건립으로 인해 지역사회 취학학생 비율이 늘었는가?
∙ 학교설립으로 인해 경제적 영향이 있었는가?
∙ 학교설립으로 인해 수원국의 교육목표 달성에 영향을 미쳤는가?

학습자에게 미치는
∙ 학교설립으로 인해 학생들의 교육받은 효과(학업성취도 및 상급학교
영향력(학업성취도 및 교육 효과) 진학열망 등)가 증가했는가?
양국간의 파트너십
사업참여자의 역량 개발

∙ 학교설립으로 인해 수원국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상승했는가?
∙ 학교설립으로 인해 한국과 수원국의 네트워크가 공고화되었는가?
∙ 학교설립이 교육에 대한 한국의 노하우를 수원국에 전달한 기회가
되었는가?
∙ 사업에 참가한 당사자들이 학교설립과정을 통해 전문성을 향상시켰는가?

영향력: 수원국 여성의 역량 개발 ∙ 수원국 여성의 역량개발에 기여하였는가?
사후관리계획(수원국 및 공여국의 ∙ 한국은 학교설립이후 학교관리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후속조치)
∙ 수원국은 학교를 유지관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지
속
가
능
성

수원국의 유지관리
역량(재정자립도)

∙ 수원국은 학교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가?
∙ 학교의 유지를 위해 수원국은 재원을 어디서 확보하는가?

지속적인 파트너십

∙ 한국과 수원국간의 신뢰수준은 어떠한가?
∙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한국과 수원국과의 파트너십을 유지할 통로가 있는가?

사업성과의 지속적인
측정(학습성과 및 학업성취도의
지속성)

∙ 한국은 학교설립 이후 영향평가를 위한 계획 혹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가?
∙ 한국은 사업성과(학습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있는가?

교육수요자들의 학교교육 참여 여부 ∙ 향후 지속적으로 학교에 취학할 학생들이 존재하는가?

2-2. 무형의 교육ODA 사례 평가 매트릭스: 인력양성(정부초청장학생교류지원)
영역

주요항목
수원국의 교육정책 및
국가교육발전계획과의 연계성
수원국 수요반영
사업 설계 및 수행방식의 적절성

적
절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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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질문
∙ 정부초청장학생교류지원은 수원국의 교육정책 및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우선순위에 해당되는가?
∙ 정부초청장학생교류지원은 수원국의 요청 혹은 해당지역 주민의 수요를
반영하였는가?
∙ 정부초청장학생교류지원을 위한 학생선정 방법이 적절한가?
∙ 정부초청장학생교류지원 사업수행방식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수원국의 교육환경 및 역량 수준 ∙ 수원국의 교육발전단계를 고려하였을 때 필요한 사업인가?
국제사회의 교육관련 정책 및
규범과의 연관성

∙ 정부초청장학생교류지원이 MDGs나 EFA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는가?
∙ 정부초청장학생교류지원이 국제기구나 선진공여국의 교육ODA 제공 원칙에
부합하는가?

한국의 수원국에 대한
국별지원계획과의 부합성

∙ 정부초청장학생교류지원은 해당 국가에 대한 CPS에 지원정책의 우선순위와
부합하는가?

수원국의 성평등 정책과의 연관성

∙ 정부초청장학생교류지원계획이 수원국의 성평등 정책과 관련되어 있는가?
∙ 정부초청장학생교류지원사업의 학생선발에서 성 평등성이 확보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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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주요항목
Activity
달성 여부

사업 목표(목적)의
달성 여부
산출물

output

효
과
성

purpose

goal

수혜자 개인에 대한
평가(만족도)

∙ 당초 계획한 목표인 정부초청장학생교류지원을 완료하였는가?
∙ 정부초청장학생이 수준 높은 교육을 받았는가?
∙ 정부초청장학생의 교육만족도는 어떠한가?

교육역량 시스템 구축
∙ 정부초청장학생교류지원이 수원국의 교육행정체제에 어떤 영향을
및 교육시스템과의
미쳤는가?
연계
교육성과의 수원국
활용가능성 및
교육정책 기여도

∙ 정부초청장학생교류지원으로 인해 수원국의 교육정책 및
국가교육발전계획달성에 기여했는가?

교육기회 확대 여부

∙ 정부초청장학생교류지원이 상대적 빈곤층의 교육기회 확대에 도움이
되었는가?

수원국 성차별 해소, ∙ 정부초청장학생교류지원이 해당 지역의 여성의 교육기회확대에
성평등 촉진 기여도
기여하였는가?
교육의 질 향상

효
율
성

구체적 질문

∙ 정부초청장학생교류지원을 받은 학생들이 수원국의 교육의 질 향성에
기여하는가?

비용 대비 효과성

∙ 정부초청장학생교류지원 예산을 통해 더 많은 학생을 초청할 수는 있었나?

사업 수행의 효율성

∙ 정부초청장학생교류지원이 목표한 기한 내 정해진 비용으로 이루어졌는가?
∙ 정부초청장학생교류지원사업의 관리가 잘 이루어졌는가?

비용의 합리적 책정 및 예산의 적절성 ∙ 정부초청장학생교류지원계획에 맞게 예산이 책정되었나?
예산지출의 적절성

∙ 예산의 지출이 계획된 대로 이루어졌나?
∙ 예산지출과정에서 불법행위는 없었나?

사업 참여자의 효율적 의사소통

∙ 정부초청장학생교류지원 과정에서 수원국 담당자와 지속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졌나?

수원국 정책에 기여도

∙ 정부초청장학생교류지원으로 인해 수원국의 교육목표 달성에 영향을 미쳤는가?

∙ 정부초청장학생교류지원으로 인해 학생들의 교육받은 효과(학업성취 및
학습자에게 미치는
영향력(학업성취 및 교육의 효과) 상급학교 진학열망 등)가 증가했는가?
영
향
력

지
속
가
능
성

양국간의 파트너십

∙ 정부초청장학생교류지원으로 인해 수원국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상승했는가?
∙ 정부초청장학생교류지원으로 인해 한국과 수원국의 네트워크가 공고화되었는가?

사업참여자의 역량 개발

∙ 정부초청장학생교류지원이 교육에 대한 한국의 노하우를 수원국에 전달한
기회가 되었는가?
∙ 사업에 참가한 당사자들이 정부초청장학생교류지원과정을 통해 전문성을
향상시켰는가?

수원국 여성의 역량 개발

∙ 수원국 여성의 교육기회 확대에 도움이 되었는가?
∙ 수원국 여성의 역량개발에 기여하였는가?

사후관리계획(수원국 및 공여국의 ∙ 한국은 정부초청장학생교류지원이후 학생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 수원국은 학생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후속조치)
사업성과의 지속적인
측정(학습성과 및 미래 성과)

∙ 한국은 정부초청장학생교류지원 이후 영향평가를 위한 계획 혹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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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귀하께서 보실 때 한국적 관점에서 공여국의 입장을 지표에 반영하는 것이 좋은지(예컨대, 본 사업을
통해 공여국인 한국의 자체 역량이 강화되는지, 혹은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자유롭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응답

※ 배경 설명
본 연구진들은 교육개발협력사업의 평가를 위해 지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국제적 기준에 입각하여 한국의
교육개발협력사업을 평가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 하지만, 집중토론회와 전문가협의회를 통해서 한국적
입장에서 교육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이 역사와 노하우경험이 다른 타 선진 공여국이나 국제 기구와
동일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았음. 이에 이제 막 공여국 지위로 태동 단계인 들어선 한국적 맥락을 고려할
때- 특히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고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 공여국인 한국의
입장을 반영한 사업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예컨대, 본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우리
나라의 역량 제고, 국가 이미지 제고, 상승 효과 등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포함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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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국제교육개발협력 사업 유형화(안)

□ 참조 1: KEDI 국제교육협력 유형화

콘텐츠
수준

유형
시설
(학교,
센터)

무형

물자/
재정지원

유아교육

∙ 학교 ∙ 교구재
건립
지원, 학업
중등교육 ∙ 연구소 지원
건립 ∙ 실험장비,
TVET
시약,
고등교육
연구지원
초등교육

평생교육
기타

인력양성

시스템/
프로그램개발

연구

단기적
정보교류

정책

∙ 교사양성
∙ 교육프로그램 ∙ 학업성취도 ∙ 교육(모델,
∙ 학생교류
및 시스템
연구
제도)
∙ 대학생 직업 개발
∙ 고등교육
컨설팅
교육/교류 ∙ 커리큘럼
성과연구
∙ 대학설립
∙ 교수 학위
지원
방안용역
취득지원
네트워크,
정책연구
연수, 교류
협의 체제
구축

기타

∙ 올림피아드
∙ 과학캠프
∙ 교사워크숍
∙ 교수 및
대학간
세미나 학회
등

□ 참조 2: 대상 중심 교육ODA 사업 유형화
대상

학생

교원

교육과정

형태

유형

무형

교육행정
(정책･지원･평가)

∙ 학교건립
∙ 교사양성기관
∙ 직업훈련원 건립 건립
∙ 어학실습실
∙ 사이버대학 설립

∙ 교과서 보급
∙ 행정정보화 지원
∙ e-learning
역량강화
∙ ICT 교육지원사업
∙ 교육방송국 건립

∙ 청소년 체육
육성사업
∙ Global Korea
Scholarship(정
부초청장학생교
류지원 등)

∙ 학과신설 및
역량강화
∙ 교육분야 콘텐츠
개발

∙ 교사연수

∙ 기술자격제도
구축
∙ 정책 컨설팅

교육ODA 지원

∙ 교육개발분야협력 정책
컨설팅
∙ 교육분야 원조 수요 발굴
∙ 수요조사 및 원조모델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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