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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ODA 시행기관의 통합적 성과관리와 평가체계 강화로
원조효과성 제고 필요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ODA 시행기관의 성과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출간
- 기관별 평가시스템과 역량에 부합하는 통합적 성과관리 시스템을 도입
하여 우리나라 ODA의 개발효과성을 제고하고, 원조품질 향상을 도모할
필요 있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김흥종)은 『ODA 시행기관의 성과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연구보고서를 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ODA 시행기관의 사업
수행구조와 추진체제를 중심으로 기관별 성과관리와 평가체계를 비교·분석하고,
통합적 성과관리를 위한 개선과제와 평가체제 강화방향을 제시하였다.
한국이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한 2010년 이후, ODA 규모는 지
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같은 기간 ODA 예산은 약 2.8배 증가하여, 2021년
ODA 예산은 3조 7천억 원을 기록하였다. ‘2021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에 따르면 2021년 ODA 사업을 수행하는 시행기관은 총 42개 기관이며 사업건
수는 1,682개이다. 이처럼 양적 규모가 확대되고 참여기관이 증가함에 따라
ODA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2010년 제정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ODA 통합평가
시스템을 도입하는 계기가 되었으나, 기관의 성과관리 역량에 따라 주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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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로 원조사업 품질관리는 물론 사업성과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20
년 4월 전면 개정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국제개발협력 평가의 중요성을 강
조하고 있어 평가결과의 환류를 강화하기 위해 ODA 시행기관의 성과관리와 평
가시스템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에는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이 수립되어 평가 실효성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개별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중심의 평가체제를 개선하여 ODA 사업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평가체제 개선이 모색되고 있다.
본 연구는 42개 ODA 시행기관과 사업추진을 실제로 담당하는 실시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추진하여 각 기관별 원조사업 추진체계와 사업유형, 성과
관리를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자체평가를 시행하
는 기관을 유형화하여 세 가지 모델의 성과관리 및 평가시스템을 비교·분석하
고, 기관의 평가시스템과 역량에 적합한 평가 지표와 기준을 도출하였다. 마지
막으로, 향후 기관 역량에 따라 효율적인 성과관리가 가능하도록 ODA 시행기
관에 대한 체계적인 역량 진단을 통한 통합적인 성과관리 방안 도출을 정책과
제로 제시하였다.
본 보고서의 연구진은 “성과관리 역량 평가항목을 시행기관별 예산규모에 상
관없이 일괄 적용하기보다 사업특성과 수행체제를 고려하여 평가대상 기관 및
적용 항목을 차별화하는 방안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ODA
시행기관의 성과관리 역량진단과 시범평가를 통해 평가항목과 기준의 적정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평가방법과 주요 평가지표를 선정할 때 정성적 판단을 뒷받
침할 수 있는 객관적 정량지표개발도 다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점을 토대로 통합적인 성과관리와 평가 체계가 강화된다면 중장기적으로
개별 ODA 시행기관의 효율적인 시스템을 통해 개발효과성을 제고하고, 원조품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
로 보인다.
보고서 전문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홈페이지(www.kiep.go.kr)의 발간물 코너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별첨. 『ODA 시행기관의 성과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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