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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언

최근 국제사회는 증거기반(Evidence-based) 정책수립 및 개발효과성 제
고를 위해 성과평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2005년 파리선언 채택, 2008년 아
크라행동계획 수립, 2011년 부산선언으로 이어지는 논의의 핵심은 개발원
조가 실질적으로 개발도상국 수혜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지 성과를 명
확히 측정하고, 증거에 기반을 둔 정책을 수립하여 궁극적으로 개발효과성 제
고 노력을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존의 ODA 평가방식은 개발사업의 성과가 실제로 사업에 기인하는
지에 대한 인과관계를 밝힐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동안의 ODA 평가방
법은 주로 비용효과성 평가, 거시경제적 효과 분석, 정성적 평가 등에 집중되어
왔는데, 이 평가방법들은 사업의 성과를 명확히 측정할 수 없고, 추후 정책수립
에도 큰 도움이 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국제사회는 과학적이고 엄밀한 방식으로 개발협력사업의 성과를 측정
하는 영향력평가(Impact Evaluation)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영향력평가는
정밀한 실험적 방법과 계량경제학 기법을 사용하여 사업과 성과 사이의 인과
관계를 밝히는 평가방법입니다. 영향력평가는 사업의 성과를 엄밀히 측정할 뿐만
아니라 사업의 성공 및 실패 요인을 밝힐 수 있기 때문에 추후 평가결과가 증거
기반 정책설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개발
협력사업의 거시경제적 효과와 정성평가에 관심을 두었던 국제기구들과 주요
공여국들은 영향력평가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영향력평가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
ODA 사업의 성과를 명확히 측정하고 개발효과성 제고를 위한 국제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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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에 동참하자는 국내외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
까지 우리나라 개발협력사업에 대해 영향력평가가 이루어진 사례는 극소수이
고 관련 정책과 제도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일부
사업의 성과평가를 위해 실험적 방법에 기반을 둔 영향력평가를 시행하고 있지
만, 현재까지는 마땅한 제도와 정책 없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ODA 성과평가에 영향력평가를
도입하기 위한 개선과제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었
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국제사회의 영향력평가 동향과 평가체제에 대해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미국, 일본 등 영향력평가를 적극
적으로 도입하였거나 현재 도입단계인 주요 공여국과 국제기구들의 성과평가
체제 및 영향력평가 동향을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 ODA 성과평가에 시사점을
도출하였습니다. 또한 영향력평가를 도입할 때 필요한 주요 쟁점을 분석하였습
니다. 평가성 사정, 평가디자인 설계, 평가결과 환류와 같이 평가단계별 쟁점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ODA 성과평가체제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마지막
으로 우리나라가 베트남에서 수행하고 있는 안(眼)보건사업에 대해 무작위통
제실험을 기반으로 하는 영향력평가를 수행한 과정과 결과를 소개하고, 우
리나라에 영향력평가를 도입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방안을 도출하였습니
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ODA 평가체계 전반과 시행기관 차원의 개선과
제, 종합적인 추진전략을 제시하여 체계적인 ODA 성과평가 개선방안을 제안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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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허윤선 박사의 연구책임하에 정지선ㆍ이주영 전문연구원, 유애라
연구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윤상철 교수, 미네소타주립대 이종욱 연구원이
공동 집필하였습니다. 연구 수행과정에서 자문과 조언을 아끼지 않은 권 율 아
시아태평양 본부장, KDI 국제정책대학원 김부열 교수, 국무조정실 맹준호 서
기관, KOICA 이재은 과장에게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아울러 전문가 간담회
에 도움을 주신 EDCF 강경재 박사, 베트남 현지 설문조사에 힘써준 Thanh
Loan Bui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보고서의 연구결과가 우리나라 ODA 성과평가 개선에 유용한
정책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ODA 성과
평가가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증거기반 정책수립에 기여하여, 궁극적으로 우리
나라가 국제사회의 개발효과성 제고 노력에 적극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
합니다.
2017년 12월
원장 현 정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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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그동안 개발협력사업에 대한 평가는 비용 ․ 효과성 분석(Cost-Benefit
Analysis), 질적 평가, 개발원조가 개도국의 거시경제지표에 미치는 영향분석
등에 한정되어왔다. 또한 개발협력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보다는 투입물
(input) 및 활동(activity)의 효율성 및 타당성을 평가하는 모니터링 및 과정
평가에 집중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평가방식은 실제로 사업이 성과로 이어지는
인과관계를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개발협력사업의 평가는 개발협력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것과 동시에 추후의 사업 설계 및 개발효과성 증진에도
시사점을 주어야 하는데, 그동안의 평가방법은 추후 사업 설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증거를 제공하지 못했다.
기존 평가방법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파리선언 및 부산고위급
회담 이후 개발효과성 제고를 위한 평가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개발
협력사업의 효과를 엄밀하고 과학적으로 측정하는 성과평가기법인 영향력평가가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영향력평가는 실험군과 대조군을 설정하고 개발협력
사업이 실시된 상황과 실시되지 않은 상황(Counterfactuals)을 비교하여 사업
이 실험군에 미친 영향을 측정하는 평가방법이다. 기존의 평가방법에 비해 사업과
효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정밀한 실험적 방법론과 계량경제학 기법을 사용하여
측정하기 때문에 사업이 실질적으로 미친 효과를 비교적 정확히 측정할 수 있다.
또한 사업이 성공/실패하는 주요 요인을 밝힐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사업 설계에
활용되어 증거기반(Evidence-based) 정책수립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우리나라 ODA 사업의 효과성을 엄밀하게 측정하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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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의 수요가 커지면서 영향력평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개발사업의 평가는 사업의 전후를 비교하거나, OECD DAC 5대 원칙
에 따르는 사후평가 중심으로 운영되어왔다. 최근에는 국내외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영향력평가가 일부 수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제도적 및 정책적 한계
때문에 일부 사업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영향력평가 논의동향 및 정책, 쟁점을 살펴
보고 우리나라 ODA 성과평가체제에 영향력평가 도입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첫째, 국제사회의 영향력평가 관련 정책
및 수행체제, 사례 등을 비교분석한다. 둘째, 영향력평가 방법 관련 주요 쟁점
들을 자세히 분석한다. 셋째, 우리나라 ODA 사업에 실제로 실험적 방법에 기
반을 둔 영향력평가를 수행하여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고 우리나라 ODA 성과평
가에 실질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ODA 성과관
리에 영향력평가 도입을 위한 과제를 ODA 통합평가체계 차원과 시행기관 차
원에서 분석하고 중장기적 로드맵을 제시한다.
국제사회에 개발효과성 및 증거기반 정책수립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영향력
평가가 중요한 평가방법으로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국제기구와 주요 공여국들
은 영향력평가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개발효과성 관련 논
의를 주도하는 선진 공여기관으로서 2005년 개발영향평가(DIME) 이니셔티브를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영향력평가를 수행하기 시작했다. 영향력평가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략적 영향력평가 기금(SIEF)을 운용하고, 개발영향력
평가(i2i) 프로그램을 수행하며 영향력평가 수행체계를 공고히 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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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영향력평가 결과는 향후 사업의 확장 지원 시 중요한 결정근거로 고려하는
등 효율적인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아시아개발은행은 2007년부터
체계적인 영향력평가 방법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주로 인프라 사업에 준실
험적 방법에 기반을 둔 영향력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대부분 기술지원사업
으로 평가를 수행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미국의 USAID와 MCC는 신규 시범사
업이나 혁신적인 프로젝트에 대해 영향력평가를 실시한다는 평가지침을 보유
하고 있다. 일본도 최근 영향력평가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정착되지 않아 사업담당자의 역량 및 의지에 의해 산발적으로 영향
력평가가 수행되고는 있지만, 조직 내 관심이 커지고 있고 관련 제도도 정비중인
바, 추후 영향력평가를 더욱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사회의 성과평가 동향과 주요 공여국의 영향력평가 관련 평가체제를 비교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평가체제에 영향력평가를 도입할 때 고려해야 할 쟁점
들을 도출할 수 있었다. 가장 먼저 평가성을 판단하고 적절한 평가방법을 도출해
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때 고려해야 할 주요 쟁점들을 제시한다. 평가성
사정의 주요 고려요인은 사업논리의 적절성, 평가가 가능한 제도적 환경,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 접근성 및 품질 등이 있다. 평가방법 디자인 단계에서는
무작위통제실험을 기반으로 하는 영향력평가 방법이 가장 과학적이고 정확하
지만, 사업 특성 및 평가환경에서 무작위통제실험이 불가능한 경우 계량기법을
사용하여 대조군을 설정하는 준실험적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평가
종료단계에서는 영향력평가의 결과를 환류하여 추후 정책 수립 및 사업 설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수립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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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쟁점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베트남에서 수행하고 있는 안보건사업을
대상으로 무작위통제실험을 적용한 영향력평가를 수행한 과정과 결과를 소개
한다. 한국은 베트남 타인호아성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초등학생에 대한 안
보건교육과 안경배급사업을 실시하여 안보건 인프라 접근성 제고에 기여하
고 있다. 이 사업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무작위로 수혜학교와 비수혜학교를
추출하고, 안보건사업이 학생의 시험점수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였다. 베트남
사례분석의 첫 번째 목적은 우리나라가 수행한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데 있
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 영향력평가를 도입할 때 필요한 실질적인 정책적 시
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평가결과 우리나라의 안보건 ODA 사업이 소기의 성
과를 거두었지만, 실질적으로 수혜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사업
요소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추후 우리나라 ODA 사업
에 영향력평가를 적용할 때 사업 ․ 평가 협조를 위한 제도적 기반 및 리스크 관
리 장치, 이해관계자의 인식 제고가 필수적이라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ODA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영향력평가를 도입하기 위
해 ODA 통합평가체계와 시행기관 차원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먼저 우리나라
ODA 평가는 아직까지 명확한 정책이 없기 때문에, 영향력평가와 ODA 성과
관리 개선을 위해 정책수립이 시급하다. 평가정책은 영향력평가를 기존의 사후
평가 및 종료평가와 함께 평가종류에 포함시키고, 대상사업 선정과 사업주기와
의 연계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평가수행주기와 단년 예산제 개선을 통해
영향력평가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갖추어야 한다. 아울러 영향
력평가의 재원을 확대하고 인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산학협력단과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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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외부재원을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시행기관 차원에서는 정책
및 제도적 개선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통합평가체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평가는 개별 시행기관이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시행기관 내
에서 실험적 방법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인식을 확산하여 관련 정책을 수
립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베트남 안보건사업 영향력평가에서 알 수 있듯이 시
행기관 내 정책결정자, 평가담당자, 사업담당자, 수혜자들에 대한 평가방법 교육
과 인식 제고도 영향력평가의 도입 및 효율적인 수행에 필수적이다. 아울러 제도
적으로 평가 계획, 수행, 종료 등 평가단계에 따라 사업팀과 평가팀이 긴밀히 협력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 ODA의 성과관리 개선과 효과성 제고를 위해
영향력평가의 도입과 이를 위한 제반환경 조성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수치적인
목표에 따라 영향력평가 실시횟수를 늘리는 양적인 접근보다는 적절한 사업에
체계적으로 적용, 도출된 결론을 환류하는 질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시급한
과제로 나타났다. 또한 영향력평가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평가팀이 함께 사업
및 평가를 기획하고, 기초선 수집, 중간 모니터링, 종료선 수집 등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장 중심(decentralized)의 상향식(bottom-up) 평가기획이 가능
하도록 평가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영향력평가 대상사업을 선정할 때는
각 시행기관의 대표 분야 및 주제 사업, 현금 지급(cash transfer) 등 새롭고
혁신적인 지원방식, 특정 지역/국가의 시범사업을 확대 적용하고자 할 때 등의
큰 방향성을 바탕으로 하되, 앞서 평가성 검토에서 제시한 핵심 항목인 사업
논리의 적절성, 적절한 평가가 가능한 제도적 환경, 데이터 접근성 및 품질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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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여 대상사업을 선정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평가역량을 강화화고 전략적 영향력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우선 단기적으로는 영향력평가 수행이 용이하고 평가역량
강화에 적합한 교육 및 보건, 농업 분야 사업을 중심으로 영향력평가를 도입
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영향력평가 관련 제도와 정책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성과평가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전략적 추진방향을 마련
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개발효과성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는 대형 플래그십
사업(Flagship project)과 성과검증이 필요한 신규사업을 대상으로 영향력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실험적 방법 적용이 어려운 인프라 사업과 같은 경우에
는 준실험적 방법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증거기반
정책 수립과 개발효과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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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배경
국제개발협력사업에 대한 평가는 시대에 따라 변화해왔다. 초기 평가는 투
입물(input)과 활동(activity)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평가하거나 개발원조가
개발도상국에 미치는 거시경제적인 효과를 측정하는 데 집중되었다. 그러나 이
러한 평가방식으로는 개발협력사업의 성과를 엄밀히 평가할 수 없다는 반성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공여국 및 국제기구들은 성과기반관리(RBM: Resultsbased Management)를 도입하여 개발협력사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
고 평가하기 시작하였다.
최근에는 개발협력사업의 효과를 보다 엄밀히 평가하고 개발효과성을 제고
하기 위해 실험적 방법에 기반을 둔 영향력평가(Impact Evaluation)가 강조
되고 있다. 영향력평가는 실험군과 대조군을 설정하고 개발협력사업이 실시된
상황과 실시되지 않은 상황(Counterfactuals)을 비교하여 사업과 효과 사이
의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기존의 개발사업평가는 사업의 전후 비교
(before-after analysis) 또는 사업의 수혜자와 비수혜자 비교(with-without
analysis)가 많았는데, 이는 사업이 실질적으로 미친 영향력을 파악하는 데 한
계가 있다. 이에 반해 영향력평가는 정밀한 실험적 방법과 계량경제학 기법을
사용하여 사업이 실질적으로 미친 효과를 비교적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실험적 방법에 기반을 둔 평가기법이 주목받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우선 2000년 UN 총회에서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를 수립하면서 빈곤퇴치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에 전례 없이 높은 우선순위가 설정되었기 때문이다. 공동의 목표 수립은
단순히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의 지원과 거
시경제적 지표(예: 일인당 가구수입 등)의 개선보다는 특정 프로그램의 지원을
통해 얼마나 수혜가구의 교육, 보건, 환경 지표가 향상되었는지 구체적인 목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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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을 두게 했다. 이와 더불어 국제사회의 원조효과성 논의가 2003년 ‘원조
효과성에 관한 고위급회담(HLF: High-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
을 시작으로 가속화되었다. 원조효과성에 관한 고위급회담은 2005년 파리선
언의 채택, 2008년 아크라행동계획 수립, 2011년 부산선언으로 이어지면서
성과에 기반한 개발효과성 제고 노력을 강조하였다.1)
개발경제학자들은 실험적 방법 등 엄밀한 평가방법을 구축하여 영향력평가
의 등장에 기여하였다.2) Banerjee, Duflo 등의 개발경제학자들은 노동 및 공
공경제학의 정책평가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실험적 방법과 준실험적 방법을 개
발협력사업의 평가에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사업평가기법은 사업과 결
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힐 뿐만 아니라, 사업이 실패 또는 성공하게 된 요인을
밝힐 수 있기 때문에, 평가결과가 추후 개발협력 사업 및 정책의 설계에 활용되
고 증거기반(Evidence-based) 정책설계에 기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존 경제개발사업의 거시경제적 효과에 관심을 두었던 국제기구
들이나 프로젝트 사후평가(ex-post evaluation)를 주로 수행했던 원조기관들
이 영향력평가 조직을 신설하고, 영향력평가를 위한 자금도 크게 늘리기 시작했
다. 세계은행(World Bank)은 2005년 개발영향평가(DIME: Development
Impact Evaluation) 이니셔티브를 시작하고, 독립평가그룹(IEG: Independent
Evaluation Group)과는 별개로 개발연구부서 내 영향력평가 전담팀을 배치
했다. 이후 프로그램의 실제 효과를 미시적 관점에서 접근하기 위해 전략적 영
향력평가 기금(SIEF: Strategic Impact Evaluation Fund)과 영향력평가 프
로그램(i2i: impact evaluation to development impact)을 운영하는 등 세
계은행이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영향력평가에 집중하였다. 아시아개발은행
(ADB: Asian Development Bank)은 조직 내 ‘영향력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영향력평가 수행을 위한 기술지원사업을 장기간 지원하였다. 미국 국제개발처
1) 손혁상(2013); 박수경, 이주영(2011).
2) Pamies-Sumner(2015),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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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ID), 미국 새천년도전공사(MCC: Millennium Challenge Corporation),
영국 개발협력부(DFID: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는
개발원조사업의 엄밀한 성과평가를 위해 실험적 방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였
고, J-Pal, 3IE, Mathematica 정책연구소 등 유수 연구기관과 협업하여 무작
위통제실험을 기반으로 한 영향력평가를 수행하였다. 일본 국제협력기구
(JICA)는 영향력평가연구회를 설립하여 영향력평가 방법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구축 및 인식 제고에 힘써왔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영향력평가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국
내외적으로 우리나라가 제공한 개발협력사업의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하
고 국제사회의 증거기반 정책수립 동향에 동참하자는 요구가 커지고 있기 때문
이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일부 사업의 성과평가를 위해 무작위통제실
험을 기반으로 하는 영향력평가를 실시하는 등 국내외의 요구에 대응하고 있
다. 국내 학계에서도 최근 영향력평가를 소개하고 국내 도입의 필요성을 촉구
하는 연구가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영향력평가에 대한 관심과 수요에 비해 아직까지 국내에서 영향력평
가가 시행되는 사업은 극소수이고 관련 정책도 부재하다. 현재 우리나라 개발
협력사업의 평가는 사후평가와 종료평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통합
평가체계의 특성상 평가대상사업 선정도 대부분 사업이 시행된 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3) 사업 시행 전에 평가 설계가 이루어져야 하는 영향력평가를 도입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사업 평가시스템에 영향력평가를 도입
하기 위한 정책방안과 영향력평가 방법 및 제도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여 현
실적으로 영향력평가를 시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ODA 성과평가체제에서 영향력평가 도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국제
기구 및 주요 공여국의 성과평가체제와 영향력평가 도입 동향, 영향력평가 사
3) 권율 외(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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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를 비교분석하고 우리나라 ODA 성과평가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할 것이다.
또한 영향력평가 도입 시 주요 쟁점인 평가성(Evaluability) 사정 및 평가방법
설계, 결과 환류 등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보건분야의 개발협력사업에 대해 실험적 방법을 중심으로 하는 영향력평가 방
법을 적용한 과정과 결과를 소개한다. 이는 보건 ODA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ODA 성과평가에 대해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마
지막으로 우리나라 ODA 사업 성과 관리 및 평가 체계에서 영향력평가 도입을
위한 과제를 ODA 통합 평가체계와 시행기관 차원에서 분석하여 우리나라
ODA 성과평가의 개선방안을 마련해보고자 한다.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국제적으로 영향력평가의 중요성이 확산되면서, 영향력평가 방법 및 사례와
관련된 연구들이 해외에서는 다수 수행되었다. 외국문헌 중에서 대표적으로
Gertler et al.(2016)은 세계은행의 지원을 받아 실험적 및 준실험적 영향력평가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고 각 평가방법의 적용 방법 및 사례를 소개하고 있어 영
향력평가 방법에 관한 입문서 역할을 하고 있다. 영향력평가 방법은 사업이
실시되지 않은 상황, 즉 Counterfactuals를 구성하는 방법에 따라 실험적 방법
과 준실험적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무작위통제실험법을 기반으로 하는 실
험적 방법은 개발협력사업의 평가방법 중 가장 엄밀한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Banerjee and Duflo(2009)와 Duflo, Glennerster and Kremer(2007) 등
은 무작위통제실험을 개발협력사업의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이론적 배경과
평가사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 연구들은 기존 패널데이터 또는 구조분
석방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택편의문제가 무작위통제실험을 통해 해결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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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이론과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 또한 개발도상국에서 무작위통제실험을 이
용하여 사업을 평가할 때 고려해야 할 기술적인 이슈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일부 개발경제학자들은 무작위통제실험의 이론적 및 방법론적 당위성은 인정
하지만, 개발현장에서 무작위통제실험으로 사업을 평가할 경우의 위험에 대해
서도 지적한다. 대표적으로 Deaton(2010)은 무작위통제실험을 위시한 프로
젝트 평가방식이 외생성(externality) 문제와 효과의 이질성(heterogeneity)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판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Barrett and Carter(2010)도 무작위통제실험은 윤리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외생성의 문제, 실험과정에서 실패 가능성, 사업 효과성이 아닌 효율성 측정 가능
성 등으로 인해 문제에 부딪힐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한편 무작위통제실험만큼
엄밀하지는 않지만, 경제적이고 윤리적 문제를 피해갈 수 있는 준실험적 방법에
대한 연구들도 다수 수행되었다. 대표적으로 ADB(2011), Ravallion(2007),
Gertler et al.(2016)은 이중차이법(Diff-in-Diff),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불연속회귀(Regression Discontinuity Design) 등의 준
실험적 영향력평가 방법과 개발협력사업의 평가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이론 및
실제 사례를 사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국내연구로는 손기태, 김민희, 박수경(2011)이 처음으로 국내 개발협력분야
에서 무작위통제실험의 중요성과 무작위통제실험을 사용한 해외연구들을 소
개하였다. 김부열(2016)은 무작위통제실험을 기반으로 하는 영향력평가가 국
제개발협력의 원조옹호론과 원조비관론이라는 거대담론으로부터 어떻게 발전
해왔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 논문은 또한 무작위통제실험의 이론적 배경을
자세히 소개하였다. 김현경 외(2016)의 제2장도 무작위통제실험을 중심으로
영향력평가의 의의와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그 외 이상미(2016)도 영향력평가
에서 무작위통제실험과 이중차이법을 활용한 사례를 소개하는 등 최근에 우리
나라에도 영향력평가 관련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개발협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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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영향력평가 방법을 적용한 연구들도 등장하고 있다. Cha et al.(2015)은
2013년 한국국제협력단이 가나에서 시행한 보건사업에 군집무작위통제실험
법을 적용하여 영향력평가를 진행한 사례를 소개한다.
이러한 기존 연구들은 영향력평가의 방법과 사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
다. 영향력평가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국내 원조사업의 성과관리체제를 살펴보
고 국제사회의 영향력평가 정책 및 체제와 비교분석하는 연구가 병행되어야 하
는데, 아직까지 국내외의 평가체제를 영향력평가를 중심으로 비교분석한 연구
는 없는 실정이다.4) 영향력평가의 구체적인 도입방안 수립을 위해서는, 평가
성 분석, 영향력평가 방법 비교분석, 평가 후 환류방안 등 사업과 평가 단계별
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한데, 국내연구들은 대부분 단편적인 방법 및 사례 연
구에 한정되어 있다. 최근 김현경 외(2016)가 보건복지분야 사업평가를 위한
평가체계를 연구하였지만, 영향력평가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보건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체제 분석에 집중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제사회의 성과평가체제
비교분석과 영향력평가의 주요 쟁점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영향력평가 도입
방안을 마련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첫 번째 차별성은 영향력평가를 위한 평가성 사정, 평가방법 설계,
평가결과 환류 방법 등 영향력평가 도입에 필요한 쟁점을 제기한다는 것이다.
특히 기존의 국내연구들이 무작위통제실험과 같은 실험적 방법에 집중하고 있
는 데 반해, 본 연구는 실험적 방법과 준실험적 방법을 함께 소개하고 각 방법
의 주요 쟁점과 사례도 살펴본다. 준실험적 방법은 무작위통제실험에 비해 엄
밀성과 정확성이 다소 떨어질 수 있지만, 비용과 시간 면에서 경제성이 있고, 특
히 우리나라와 같이 인프라 개발사업의 비중이 큰 경우 사업평가에 활용할 수 있
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쟁점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평가체계하에서 영향력
4) 박복영(2013)은 주요 공여국의 원조관리체계를 분석하고 있고, 정지선, 오태현(2013)은 공여국의 국별
성과관리체계를 연구하였다. 그러나 영향력평가를 중심으로 하는 평가체제의 국제비교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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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를 도입할 때 필요한 정책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 본 연구는 주요 공여국의 영향력평가 관련 정책과 체제, 사례를 체
계적으로 분석한다. 국제사회의 영향력평가 도입 동향 등을 연구한 보고서는
다수 존재하지만(예: Pamies-Sumner 2015) 구체적으로 주요국의 영향력평가
체제와 사례를 연구한 것은 본 연구가 처음이다.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
영향력평가를 적극적으로 도입한 국제기구와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공여국
들의 영향력평가 관련 정책 및 체계를 비교분석하고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정
책을 도출하는 것은 추후 우리나라의 영향력평가 도입을 위한 기반 마련에 기
여할 것이다.
세 번째, 본 연구는 실제 우리나라의 개발협력사업을 대상으로 실험적 방법
에 기반을 둔 영향력평가를 실시하여 우리나라 사업의 효과성을 증명하고 우리나
라에 영향력평가를 도입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영향력평가 도
입을 통한 성과평가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문헌분석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영향력평가를 수행해보면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
출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ODA 성과평가에 영향력평가를 도입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과 과제를 도출하여 기존 연구와 차별화하였다. 특히 ODA
통합평가체계와 시행기관 차원의 과제를 제시하여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성과
평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3. 연구 범위 및 구성
본 연구는 우리나라 ODA 사업평가체제에 영향력평가를 도입할 수 있는 정
책방안을 제시하여 증거기반 정책수립에 기여하고 우리나라 개발협력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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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제2장은 지난 시간 동안 변화해온 개발협력사업 평가방법 동향과
최근 실험적 방법 관련 논의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ODA 성과평가에 영향력평
가 도입 의의를 정리한다. 개발협력사업의 성과평가 방법은 개발협력사업의 형
태와 평가목적에 따라 변화를 반복해왔다. 1960년대에는 비용효과성 평가,
1970년대에는 질적 평가, 1980년대에는 거시경제적 효과 평가가 주목받는 등
시대에 따라 새로운 평가방법이 등장하였다. 최근에는 개발효과성에 대한 논의
가 확대되고 사업이 수혜자들에게 미치는 미시적인 영향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
서, 영향력평가가 새로운 평가방법으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영향력평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의 평가
체계와 최근 동향을 분석하고 영향력평가 도입의 의의 및 가능성을 면밀히 분
석한다.
제3장은 국제사회의 영향력평가 동향과 평가체계에 대해 비교분석한다. 세
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 미국, 일본 등 영향력평가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였
거나 현재 도입단계인 주요 공여국 및 국제기구들의 영향력평가 관련 정책과
체제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문헌연구와 현지 출장,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해 국제기구들과 공여국들의 평가정책과 평가성 사정, 영향력평가 방법 결정
및 평가 이행, 결과 환류 등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자세히 살펴본다. 국제기구
및 공여국들의 실험적 평가방법 동향 및 평가체제, 평가사례 분석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ODA 성과평가 개선방안을 체계적으로 도출해본다.
제4장은 우리나라의 원조사업평가에 영향력평가를 도입할 때 고려해야 할
주요 쟁점을 분석한다. 앞서 2장과 3장에서 국제사회의 평가체계와 영향력평
가 관련 논의를 분석한 결과 영향력평가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쟁점들이 도출되
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개발협력사업의 평가성을 판단하고 적절한 평가
방법을 설계하는 것이다. 또한 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실험적 방법과 준
실험적 방법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실험이 이상적으로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평가 종료단계에서는 영향력평가에서 도출된 결과를 환류하여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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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정책 수립 및 사업 설계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이 장에서는 이 세 가지 쟁
점의 이론적 배경과 사례를 분석하여 실제 우리나라 평가체계에 영향력평가를
도입할 때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5장은 우리나라가 베트남에서 수행하고 있는 안(眼)보건사업을 대상으로
무작위통제실험을 기반으로 한 영향력평가를 수행한 과정과 결과를 소개한다.
먼저 3장과 4장에서 도출한 평가성 사정 및 평가디자인 도출에 대한 주요 쟁점
을 짚어보고 베트남 안보건사업을 영향력평가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와 집단 무
작위통제(Cluster Randomized Controlled Trial)를 수행하게 된 배경과 방
법을 설명한다. 또한 수혜자 설문조사를 위한 표본 수 결정 및 표본 추출방법도
자세히 설명한다. 아울러 설문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사
업의 효과성을 파악해본다. 본 장은 우리나라가 지원한 안보건사업이 학생들에
게 미치는 단기적 효과를 평가함과 동시에, 궁극적으로 국내 평가체계에 영향
력평가를 도입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제6장은 영향력평가 도입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ODA 성과평가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특히 우리나라 ODA 평가체계 전반과 시행기관 차원의
과제를 제시하고 종합적인 추진전략을 제안하여,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ODA
성과평가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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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DA 평가의 시대별 변화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평가방법은 시대와 개발협력사업방식, 평가목적 등에
따라 변화해왔다.5) 1960년대에 국제개발협력사업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인프
라 건설이 주를 이루었기 때문에 사업의 비용 대비 효과성을 평가하는 비용효
과성 평가(Cost-benefit Analysis)가 대다수였다. 1970년대에는 개발협력사
업이 교육, 보건, 농촌 등 사회사업분야로 확산되면서 평가방법도 변화하였다.
사회사업이 수혜자의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해 수혜자
에 대한 심층면접과 정성평가를 병행하는 질적 평가가 시작되었고, 1980년대
초까지 이러한 질적 평가가 개발협력사업 평가의 주를 이루었다. 1990년대에
는 구조조정계획(Structural Adjustment Programme)에 대한 지원이 늘어
나면서 개발협력사업이 미치는 거시적인 효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거시경제학 분석모델에 기초하여 구조조정계획의 추진을 위한 근거 마련
에 평가가 집중되었다(표 2-1 참고).6)

표 2-1. 시대별 원조 및 평가의 변화: 1960~2000년
시기

주요 원조 동향

1960년대

인프라 및 농업 프로젝트

1970년대

교육, 보건 등 사회분야 지원 증가

1980년대

1990년대

거시경제학 분석모델에 기초한 구조조정계획
(Structural Adjustment Programme)
‘원조피로’현상 이후 원조효과성 및 굿 거버넌
스 강조

주요 평가방법
비용효과성 분석(Cost benefit Analysis),
사후평가
정성적 평가
거시경제학 분석모델

계량경제학(회귀분석)에 기초한 정량적 평가

5) Morra-Imas and Rist(2009), pp. 19-27.
6) Ibid., p.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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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계속
시기
2000년대

주요 원조 동향
사업의 미시적 효과 중시

2015년 이후 개발효과성 및 증거기반 정책수립 중시

주요 평가방법
실험적 방법 부상
Mixed Method(정성적 방법과 정량적 방법
혼용)

자료: Morra-Imas and Rist(2009), 재인용: Pamies-Sumner(2015).

이처럼 2000년대 이전의 개발협력사업 평가는 사업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
계를 증명하기보다는 개발협력재원 전체의 거시적인 효과를 보여주거나 사업
의 전후 비교(Before-After Analysis)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공여
국들은 사업의 성과평가보다는 사업의 효율성 및 타당성을 평가하는 모니터링
및 과정평가에 집중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방식은 실제로 사업이
결과로 이어지는 인과관계를 밝힐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개발협력사업의 평
가는 개발협력사업의 효과를 측정하는 것과 함께 추후의 정책 및 사업 설계에
도 이바지해야 하는데, 그동안의 평가는 사업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힐
수 없어 추후 사업의 지속 또는 중단, 확대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
하였다. 이러한 평가방법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2000년대 후반
에는 사업의 미시적 영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영향력평가가 새로운 평가방법으
로 등장하였다.
실험적 방법에 기반을 둔 새로운 평가방식은 개발효과성 제고와 증거기반
(evidence-based) 사업 설계에 대한 국제사회의 수요가 급증하고, 공급 측면
에서 개발경제학자들에 의해 엄밀한 평가방법이 구축되면서 2008년 이후 큰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7)
엄밀한 성과평가에 대한 수요는 사실 1980년대에 시작된 원조효과성 논의
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8)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목적으로 시작된 원
7) Pamies-Sumner(2015), p. 10.
8) 김부열(2016), pp.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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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가 과연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가에 대한 의문은
1980년대 이후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1990년대에는 원조가 실제로 개도국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오히려 부정적이라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원
조피로’현상이 나타나 원조가 크게 감소하기도 하였다. 2000년대에는 원조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에 대응하고 개발사업의 성과를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성과중심관리(result-based management)를 통해 개발협력사업의 효과성
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시작되었다. 원조 전체가 개도국의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력을 거시적으로 평가하는 데 한계를 느낀 공여국들이 개별 개발협력사업
이 수혜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시적으로 평가하여 개발협력사업의 효과를
증명하기 시작한 것이다(표 2-1 참고). 원조 감소를 막고 개발협력사업의 정당
성과 국내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개발협력사업들의 실질적인 효
과를 분석하는 평가 틀을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2005년 파리선언은 국제사회의 이러한 노력을 총집합하여 개발협력사업
의 효과성 제고와 증거기반 정책수립을 위한 과학적 성과관리를 강조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파리선언이 발표된 해인 2005년에 미국의 국제개발협력 연
구소인 Center for Global Development(CGD)는 ‘평가 개선을 위한 워킹그
룹(Evaluation Gap Working Group)’을 조직하고 개발협력평가 개선방안
과 영향력평가 도입 등을 포함하는 보고서 “When will we ever learn?
Improving Lives through Impact Evaluation”을 발표하여 영향력평가
도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였다. 실제로 1997년 멕시코의 농촌 빈민구제사업인
Progresa의 성과가 무작위통제실험(RCT: Randomized Controlled Trial)을
통해 증명되고, 이후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등 영향력평가를 실제 정책
수립에 활용하는 사례도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국제기구와 공여국들은 개발
협력사업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이를 추후 사업계획 수립 시 참고하
는 것을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다.9) 단순히 사업의 전후 또는 수혜자/비수혜
9) Angrist and Pischke(2010), 재인용: 김부열(2016),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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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비교하던 사업평가방식에서 벗어나 과학적이고 엄밀한 방식으로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영향력평가가 국제기구 및 공여국의 성과평가에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한편 개발경제학자들은 실험적 방법과 같은 과학적인 영향력평가 방법을
구축하며 공급 측면에서 영향력평가의 부상에 기여하였다. 1990년대부터
실증경제학계 학자들은 사업평가를 위해 계량경제학 기법에 기초한 연구디자
인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10) 노동, 보건, 공공 경제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
찰 가능한 데이터에 의한 정책효과 분석이 가지는 한계가 지적되면서 이에 대
한 대응책으로 의학분야에서 사용하던 무작위통제실험의 적용 가능성이 대두
되었다.11) 개발경제학 분야에서는 Abhijit Banerjee, Esther Duflo, Sendhil
Mullainathan 등이 2003년에 Abdul Latif Jameel Poverty Action Lab
(J-Pal)을 설립하여 무작위통제실험을 개발협력사업의 평가방법으로 본격 도입
하고 성과기반 정책설계에 기여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무작위통제실
험을 기반으로 한 영향력평가가 시작되었다. J-Pal의 개발경제학자들은 전 세
계 개발도상국에서 무작위통제실험을 실시하는 동시에 연구자, 공여국 및 수원
국의 정책결정자, 사업시행기관의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영향력평가 기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여 영향력평가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성과기반 정책수립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개발경제학자들은 무작위통제실험 기법 이외에도 이중차이법
(Diff-in-Diff), 불연속회귀분석(Regression Discontinuity Design), 성향점수
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등의 준실험적 방법(Quasiexperimental
methods)을 개발협력사업의 영향력평가에 도입하였다. 준실험적 방법은 계
량경제학적 기법으로 비교군을 설정하여 사업이 실행되지 않은 경우(Counterfactulas)를 가정하고 개발사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다. 개발협력사업
의 특성상 무작위실험이 윤리적 및 정치적 이유로 불가능한 경우 또는 사업이
10) Gertler et al.(2016).
11) Angrist, Imbens and Rubin(1996); Card(1990); Imbens and Wooldridge(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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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된 이후에 평가가 수행되어 기초선조사가 안되어 있는 경우에는 준실험적
방법을 사용하여 영향력평가를 수행한다.
최근 실험적 및 준실험적 방법에 기초한 영향력평가는 개발경제학의 주류로
부상하여, 많은 개발경제학자들이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12) 2000년대 초
반까지 미미했던 영향력평가 관련 연구 수는 이후 급증하여 2012년에 정점을
찍었다. 성장세는 무작위통제실험에 기반을 둔 연구가 주도하고 있는데, 준실
험적 방법에 기반을 둔 연구의 수도 상대적으로 적기는 하지만 증가추세이다
(그림 2-1 참고).13)

그림 2-1. 개발협력분야에서 영향력평가로 출판된 연구 수(1981~2015년)

주: 실선(RCT)은 무작위통제실험에 기반한 영향력평가 연구개수를, 점선(QE)은 준실험적 방법에 기반한 영향력평가
연구개수를 나타냄.
자료: 3IE(2016), “Is impact Evaluation still on the rise?” http://blogs.3ieimpact.org/is-impact-evaluation-stillon-the-rise/(검색일: 2017. 10. 3).

12) Cameron, Mishra and Brown(2016), p. 1.
13) 3IE(2016), “Is impact Evaluation still on the rise?” http://blogs.3ieimpact.org/is-impact-e
valuation-still-on-the-rise/(검색일: 2017.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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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DA 평가체제에서 영향력평가
영향력평가는 모니터링, 과정평가, 사후평가와 같은 개발사업의 다른 평가
들을 상호 보완하는 평가방식이다. 기존의 사업평가(모니터링, 과정평가, 종료
평가, 사후평가 등)는 OECD DAC 평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업의 적절성, 효
과성, 효율성, 영향력, 지속가능성 등 5개 평가항목을 설정하고 ‘투입(input)활동(activity)-산출(output)-성과(outcome)-파급효과(impact)’에 이르는
성과프레임워크에 따라 사업을 평가한다.14) DAC의 5대 항목에 따라 지표를
설정하고, 사업 계획 및 구성의 적절성, 사업 수행과정의 효율성 및 효과성,
사업 수행 직후 및 이후에 나타난 효과, 사업의 지속가능성 등을 문헌조사와 설문
조사, 인터뷰 등을 활용하여 사후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특히 모니터링 및 과
정평가 등 기존의 평가방식은 ‘투입’과 ‘활동’ 등 사업의 주요 투입요소(input)
의 효율성 및 타당성을 평가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성과 및 파급효과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대부분 사업 수혜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나 간단한 설문조사로 평가
한다. 이러한 사업평가방식은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는지와 사업이 타당
한지를 파악할 수 있고, 사업 수혜자에게 나타난 변화를 어느 정도 관찰할 수는
있지만, 이 같은 변화가 사업으로 인해 생긴 것인지에 대해 판단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영향력평가는 기존의 사업평가방식을 보완하여 사업과 영향력 사이의 인과
관계에 주목한다. 영향력평가, 특히 사업의 효과로 측정된 요소 중 사업에 기인
(Attributed)한 것을 식별하고, 인과관계(Causal relationship)를 밝혀내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한다. 사업평가를 통해 측정한 사업의 적절성, 효과성, 효율
성, 지속가능성 등 다른 요소들은 영향력평가를 통해 측정된 인과관계를 설명

14) 기존의 성과프레임은 ‘성과’를 단기적 효과로, ‘파급효과’를 중장기적 효과로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본문에서 사용하는 영향력평가에서 ‘영향력’은 단기와 중장기에 상관없이 사업에 기인(attributed)한
효과를 모두 가리킨다.

제2장 ODA 성과평가와 영향력평가 • 33

표 2-2. OECD DAC 평가 기준과 요소
OECD DAC 평가기준
적절성

평가 질문
사업의 목표와 요소가 수혜자의 요구, 국가 개발니즈, 국제적 우선순위, 수원국 개
발정책에 부합하는가?

효과성

사업의 목표가 얼마나 달성되었는가(또는 달성될 것으로 예상되는가)?

효율성

자원/투입요소(자본, 인력, 시간 등)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되었는가?

영향력
지속가능성

사업으로 인한 중장기적 영향력(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력을 포함하고, 1차 및 2
차 효과, 간접 및 비간접, 의도한 또는 의도하지 않은)은 어느 정도인가?
사업이 종료된 후 사업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가 지속가능하게 유지될 수 있는가?

자료: OECD DAC(2002); UNICEF(2014).

해주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영향력평가를 통해 파일럿사업의 효과를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의 범위와 수혜자를 확대(Scaling up)한다고 가
정해보자. 이를 위해 영향력평가는 단순히 “사업의 결과가 사업에 기인했는
가?”라는 질문을 넘어서서 “사업의 어떤 요소가 결과에 영향을 끼쳤는가?”, “무
엇이 사업의 효과를 저해하는 요소인가?”와 같은 질문을 통해 사업의 인과관계
와 그 배경을 설명해야 한다. 이때 사업의 성공요인 및 실패요인, 국가정책, 수
혜자 요구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사업평가가 영향력평가를 뒷받침할 수
있다.15)
주요 공여국들은 영향력평가를 본격적으로 도입하면서, 영향력평가와 모니
터링, 과정평가, 종료평가 등 여러 사업평가방식들이 함께 개발효과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실험적 방법에 기반한 평가방법은 다른 평가
방식에 비해 예산과 시간이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영향력평가가 꼭 필요한 사
업을 엄격하게 선정하고, 엄밀한 실험적 방법을 설계하며 적용하는 제도를 구
축하여 영향력평가가 평가체계하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평가체계 내에 성과관리시스템과 영향력평가를 연계하여 평가결과가
추후 사업 설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구축한다.16) 한 예로 세계은행은
15) UNICEF(2014),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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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의 지역보건소 역량강화지원사업의 영향력평가를 무작위통제실험을 통해
진행하면서, 모니터링 및 과정평가를 병행하고, 성과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평가결과가 사업의 운영 및 추후 사업 설계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평가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17)

3. 우리나라의 ODA 성과평가와 영향력평가
가. 우리나라의 ODA 평가체계
개발협력의 후발주자인 우리나라에서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가입을 계기로 효과성 제고를 위
한 평가에 대한 관심이 시작되었다. 2008년 DAC 가입과 함께 실시한 DAC
특별검토(Special Review)에서는 성과관리 제고를 위한 통합평가체제를 마
련하라고 권고하였고, 이에 따라 2009년 5월 제5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ODA에 대한 통합평가체계 구축을 결정하였다. 그 결과 2010년 7월 국제개발
협력위원회 산하의 통합평가소위원회가 구성되었다.18)
평가소위원회에서 총괄하는 ODA 평가는 소위평가와 자체평가로 구분된다.
자체평가는 ODA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이 소관사업에 대해 자체적으로 실
시하는 평가이고, 소위평가는 크게 특정 기관에 국한되지 않고 ODA 정책 및
전략, 국별 · 주제별 · 분야별로 국가 차원의 검토를 위해 실시하는 전략적 평
가이다.19)
16) 자세한 내용은 4장과 5장에서 상세히 기술하였다.
17) WB KEPSIE, http://www.worldbank.org/en/programs/competitiveness-policy-impact
-evaluation-lab/brief/kenya-patient-safety-impact-evaluation-kepsie(검색일: 2017. 10.
23).
18) 정지선, 오태현(2013), pp. 11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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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소위원회는 국무조정실의 국정운영실장이 위원장 역할을 한다. 위원은
정부 측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정부 측에서는 무상원조와 유상원조
주관부처 및 실행기관인 외교부와 기획재정부, KOICA와 한국수출입은행, 그
리고 국무조정실의 실무국장급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민간위원은 학계, 연구
기관, 민간의 평가전문가로 구성되어 있고 2017년 기준 총 9인이다.20) 평가소
위원회는 비상임위원회로 매해 평균 2~3회 정도 개최되어, 원조시행기관에서
제출하는 평가 계획과 결과를 검토,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ODA 성과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의 평가보고서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특히 ODA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이 급격히 늘어나
사업 효과성과 품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2014년부터 ODA 사업을 실시
하는 모든 기관의 자체평가 실시가 의무화21)되면서 평가시행기관 수도 급증하
였다. 2016년 기준으로 보았을 때 ODA 사업건수 대비 평가건수는 약 6% 수준
이다.22)
우리나라의 경우 ODA 평가의 방향과 역할에 대한 포괄적인 정책문서가 아
직 부재하다. OECD가 2016년 DAC 개발평가네트워크 회원기관을 대상으로
평가시스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2015년 기준 46개 회원기관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38개 기관이 평가정책을 가지고 있었다.23) 국제개발협력
위원회가 국무조정실 산하 개발협력분야의 정책기구로 국제개발협력에 관련
한 주요 정책 전반을 심의,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면, 평가소위원회는 ODA
19)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2015), 온라인 자료(검색일：2017. 10. 5), p. 24.
20) ODA Korea, http://www.odakorea.go.kr/ODAPage_2012/T03/L01_S00_04.jsp(검색일:
2017. 11. 17).
21)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는 2013년 7월 평가의무화 내용을 신설하여 제13조(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 2항에서 “각 시행기관은 매년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이에 따른 사업의
추진 실적 및 성과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였다.
22) 단 ODA 사업건수는 연도별 국제개발협력사업 추진계획상에 제시된 사업건수이고 평가는 주로 과거에
실시한 사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해당 수치로 우리나라 전체 사업 수 중 어느 정도를 평가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3) OECD(2016), pp. 40-41. 평가정책 문서는 평가기능과 담당조직, 역할 및 업무범위, 평가품질기준,
종류, 환류, 평가역량 강화, 파트너국가의 역할을 담은 종합적인 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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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우리나라의 ODA 평가건수 · 평가시행기관 수 변화(2012~16년)

자료: 정지선(2014), p. 10;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2017), 온라인 자료(검색일：2017. 11. 2)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사업을 실시하는 주요 원조기관과 유관부처, 청/처/위원회, 지자체 등의 자체
평가 실시에서 평가계획, 시행, 사후관리에 대한 지침 제공과 조정, 총괄 역할
을 담당한다.
우리나라의 ODA 관련 법률인 「국제개발협력기본법」 13조에서는 국제개발
협력위원회가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 및 사업의 추진실
적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KOICA, EDCF를 포함한 모든
ODA 사업 시행기관은 매년 연간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소위원회에
제출하고, 해당 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
다. 이 과정에서 외교부는 무상원조 통합조정기관으로서 KOICA를 포함하여
무상원조를 실시하는 모든 부처, 산하기관, 청/처/위원회, 지자체의 평가 계획
과 결과를 취합하고 조정한 후 평가소위원회에 이를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한
다.24) 기획재정부는 유상원조 총괄기관으로서 EDCF의 평가 계획 및 결과를
취합, 다시 평가소위원회에 전달한다.

24) 현재 외교부에서는 개발협력국의 개발정책과 내 담당자 1인이 모든 무상기관의 평가 계획 및 결과의 검토,
조정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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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우리나라의 ODA 평가체제

자료: OECD(2016), p. 156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KOICA에서는 이사장 직속의 독립보고체계를 가지고 있는 평가심사실에서
기관 내 평가를 총괄한다. KOICA 평가심사실은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에
따라 기관 차원의 평가정책, 사업평가를 총괄하고 평가 관련 연구, 평가역량 강화
교육, 환류를 담당한다. 무상원조 주관기관으로서 우리나라 원조기관 내 평가
전담조직 중 전문성 및 체제 면에서 가장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개별 사
업에 대한 종료평가는 사업담당부서에서 사업예산을 활용하여 실시하고, 평가
심사실은 프로젝트 사후평가와 정책/전략평가, 분야별 평가, 프로그램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영향력평가도 최근 점진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추세이다. 평가
연보에 따르면 KOICA는 평가의 종류별로 차별화된 평가대상 선정기준을 제
시한다. 프로젝트 사후평가의 경우 ① 종료평가 수행 후 2~4년 이내 사업대
상으로 1차 선정 ② 200만 달러 이상 규모의 사업 위주로 2차 선정 ③ 2차 사
업을 대상으로 수요조사/평가성 사정을 통해 최종 평가대상을 선정한다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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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밖에 KOICA 내부 관계자와 외부 관계자를 포함한 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상사업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
다.25) 사후평가의 평가성 사정을 위한 기준에는 정책연관성, 확대적용 가능성,
유용성, 평가가능성, 비용 대비 타당성 등이며, 이외에 평가심사실의 수행인원
과 평가환경도 고려한다. 정책/전략평가, 주제별 평가의 경우 내외부에서 특별
한 요청이 있거나 주요 현안사항 관련 분석이 필요할 때 실시한다.26)
한국수출입은행 산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의 평가는 경협총괄본부 산하 경협지원실의 경협평가팀
이 담당한다. 경협평가팀은 평가 계획 및 관리, 사업담당부서에서 실시하는 종
료평가 검토, 사업 담당 및 기획 부서를 대상으로 평가보고서에서 도출된 교훈
및 제언 공유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조직의 구조상 보고체계의 독립성은 제한
적이다. EDCF 경협평가팀에서 실시하는 자체평가에서는 개별 사업에 대한 프
로젝트 평가 비중이 가장 높고, 그밖에 주제별 평가, 분야별 평가, 국별 평가가
이루어진다. EDCF는 양허성 차관의 위험관리 측면에서 사업담당부서에서 실
시하는 사업심사에 높은 중요성을 두고 있다. EDCF의 평가매뉴얼(2011)에 따
르면 평가대상 선정 시에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매뉴얼에서 제시하는 정책연
관성, 개혁성, 확대적용 가능성, 유용성, 평가 가능성과 함께 경협기금업무 취
급규정에 따른 평가의 필요성, 비용 대비 효용성이 고려된다. 사업평가의 경우
‘경협기금업무 취급규정 제6-5조에 따라 완공평가보고서 제출 후 2년이 경과
한 사업목록을 작성하고, 관련 정책 및 전략, 사업의 중요도 및 예산 등을 고려하
여 평가대상사업을 선정’한다. 그밖에 국별 평가는 중점협력국을 대상으로 하
되 지원실적, CPS 수립 및 업데이트 시점을 고려하고, 분야별 ․ 주제별 평가는
중점지원분야와 지원실적을 고려하여 평가대상을 선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25) KOICA의 평가위원회는 과거 내부 관계자 위주로 구성되었으나, 최근 객관성 및 공정성에 대한 비판의
대응으로 외부전문가를 확대포함하는 등 변화가 있었다.
26) 한국국제협력단(2015), pp.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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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ICA와 EDCF 모두 평가종류별로 보면 프로젝트 단위평가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하다.27) DAC 개발평가네트워크 회원국 혹은 선진공여국의 경우 개별
사업단위보다는 주제나 프로그램 차원의 교훈 도출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다.
평가유형 측면에서도 주제별 평가, 프로그램 평가가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우
리나라는 여전히 개별 사업단위의 목표 달성 여부를 파악하는 데 역량을 집중
하고 있는 상황이다.

나. 영향력평가 정책 및 가이드라인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영향력평가에 대한 별도의 정책이나 가이드라인이 부
재하다. 국제개발위원회 산하의 평가소위원회에서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
과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매뉴얼｣을 통해 원조시행기관의 평가에 대한 가이
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지만, 영향력평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현재
평가소위에서 제시하는 평가지침과 통합평가매뉴얼은 주로 프로젝트 사업의
사후평가(ex-post evaluation)상 기준 및 방법론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
고 영향력에 대한 언급은 사후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DAC 5대 기준에만 간략
히 포함되어 있다. 평가소위 차원에서 매년 실시하는 소위평가에서도 영향력평
가를 별도로 실시한 경우는 없다.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평가의 종류에도 영향력평가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무상원조 시행기관 중 KOICA 정도만이 2013년부터 영
향력평가를 제한적인 범위에서 실시하고 있다. 유상원조 시행기관 EDCF는
2017년부터 영향력평가를 위한 기초작업을 처음 시작한 정도의 상황이다.
KOICA는 국내 원조기관 중에서는 평가 예산 및 인력, 전문성 측면에서 가장
27) KOICA 및 EDCF 평가전문가들은 인터뷰(2017. 10. 18, 서울)에서 개별 프로젝트 평가를 통해 도출
할 수 있는 교훈은 유사성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프로젝트 평가보다는 주제별/분야별 평가 등 전
략적 평가를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외부 이해관계자의 이해부족으로 현실적으로 제약이 많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만 이는 기관의 대표의견이 아니라 ‘평가전문가’의 개인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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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인 평가시스템을 갖춘 기관으로 분류 가능하다. EDCF는 2017년 처음
으로 영향력평가를 위한 기초선 조사를 계획하여 추진 중이다.

다. 영향력평가 현황
KOICA는 최근 3~4년 동안 영향력평가와 성과관리에 대해 관심을 갖고, 보
건분야를 중심으로 시범적 영향력평가를 추진해왔다. 영향력평가의 대상사업
을 선정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선정기준을 활용한다.28) ① 기관 차원의 전략
상 성과 입증이 필요한 사업 ② 국제적으로 인과관계가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
았거나, 논란이 있어 성과 입증이 필요한 분야의 사업 ③ 향후 동일한 사업내용
으로 사업확대(scale-up)가 필요한 경우 ④ 혁신적 기술 혹은 접근방식이 활용
된 경우.
아직은 사업계획단계부터 영향력평가에 대한 설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의 영향력평가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추가로 설계
하여 실시한 사례가 대부분이다. 단 최근에는 사업 설계단계에서 사업담당부서,
현지 사무소, 분야별 관련 부서 사이에 논의를 걸쳐 필요성이 인정되면 사업
집행계획에 영향력평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러한 구도에서는 사업수행
기관, 사업관리기관의 역할 및 과업에 영향력평가와 성과관리도 포함되게 된다.
KOICA가 초창기에 실시한 영향력평가의 경우, 경험과 전문성 미흡으로 무
작위통제실험방법 등 방법론에 정합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러한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에는 연구계획(study protocol), 기초선 조사결과와
같은 단면연구를 단계별로 학술지에 게재하여 영향력평가의 품질을 관리하고
있다. 단계별 학술지 게재를 통해 외부전문가의 체계적인 검토를 받고 필요시
수정하여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KOICA 연구원에서는
게재된 논문을 분석하여 다시 사업에 환류할 수 있도록 환류체계를 구축 중이
28) 이상미(2017), 「KOICA 영향평가 사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ODA 전문가풀 발제자료 참고(6. 30),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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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9) 3~4년 정도 기간의 사업인 경우 특정 범위 · 대상에 초점을 두고 현재 단
년제 예산 내에서 추진 가능한 최소한의 기간을 단계별로 나누어 영향력평가를
실시한다.30)
지금까지 KOICA는 보건(모자보건, 식수위생) 및 농촌개발 분야의 7개 사업
을 대상으로 8건의 영향력평가를 추진했는데, 2건은 완료하였고 나머지 6건은
진행 중이다. 최초로 실시한 영향력평가는 2012년 국문보고서로 에티오피아
아르시존 가족계획 및 모자보건 사업에 대한 영향력평가이다. 그밖에 보건분야
에서 가나 볼타지역 식수사업에 대한 영향력평가를 완료하였다. 그리고 DR콩
고 이디오파 식수위생개선사업, 에티오피아 SNNPR 구라게존 식수위생개선
사업, 가나 볼타 모자보건사업, 인도네시아 의료보험가입요인 분석에 대한 영
향력평가는 진행 중이다. 농촌개발분야에는 미얀마 농촌공동체 개발사업과 캄
보디아 농촌공동체 개발사업에 대한 영향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주로 적용한
영향력평가 방법은 무작위통제실험법과 DID이다.
현재는 사업부서나 현지 사무소가 관심이 있는 경우 자발적으로 제안하고
평가심사실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영향력평가 실시에 대한 기관 차원의 체계적
수행메커니즘이나 인센티브가 없다는 한계가 있다. 내부인력뿐 아니라 외부평
가자의 활용도 필요하지만, 관련 분야와 주제의 영향력평가를 담당할 만한 인
력풀을 찾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31)
EDCF는 경우 2015년 방글라데시 철도사업 영향력평가, 2014년 스리랑카
수자원사업 영향력평가, 2013년 캄보디아 직업훈련원 건립사업 영향력평가,
베트남 보건분야 지원사업 영향력평가 등 영향력평가로 분류한 평가를 4건 정
도 추진하였으나 실험적 방법을 본격 적용하기 어려운 인프라사업의 한계, 전
문인력의 부재로 방법론상의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었다. 사실 EDCF는 영향력

29) 이상미(2016).
30) KOICA 평가전문가 인터뷰(2017. 10. 18, 서울) 참고.
31) EDCF 평가전문가 인터뷰(2017. 10. 18, 서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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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뿐 아니라 프로젝트 평가를 실시할 때도 관련 분야에 대한 평가전문가풀이
협소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통, 통신, 항만, 에너지, 정보통신 등 관련 분
야 전문가가 제한적으로 있다고 해도, 타당성조사 및 사업 수행에 이미 참여하
였다면 외부평가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평가인력 확보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32)
2017년에는 모잠비크 태양광 발전소 건립 시범사업에 대해 사업 수행지역
과 비수행지역에 대한 중장기 영향을 비교하는 준실험적 방법을 적용하여 영향
력평가를 시범적으로 시작하였다. 모잠비크 북부 니아사(Niassa) 주에 대한 전
력망 공급사업의 영향력평가를 하기 위해 2017년에는 기초선 조사를 실시하
고 5년 후 다시 종료선 조사를 할 계획이다.
주요 원조시행기관 외에 보건분야 원조가 활발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경우, 영향력평가에 적합한 보건사업의 특징 때문에 기관 내 관심은 높지만 관
련 경험 및 전문성 부족으로 본격적인 도입에는 제약이 있어, 2018년부터 시범
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33)

32) EDCF 평가전문가 인터뷰(2017. 10. 18, 서울)에 따르면 관련 전공분야의 학계/연구자의 경우 영향력
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관련 학술논문을 발표하기 위해 필요한 충분한 기간과 예산
등 참여할 만한 인센티브와 제도적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33)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평가관계자 인터뷰(2017. 11. 2)에 따르면 KOFIH는 최근 성과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제를 도입, 신규사업에 대해 사업계획단계부터 기초선 조사 및 PDM 구축을 통한 성과
지표 수립 등 성과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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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국제사회의 영향력평가
정책과 체계

1. 세계은행그룹
2. 아시아개발은행
3. 미국
4.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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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mies-Sumner(2015)는 공여기관의 영향력평가 수행체제를 자금지원
규모와 영향력평가 보고서 발간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그룹으로
구분한다. ① 대규모 영향력평가 수행기관(예: 세계은행(World Bank), 미주
개발은행(IDB)) ② 대규모 영향력평가 자금지원기관(예: 영국 개발협력부
(DFID)) ③ 중간수준의 영향력평가 수행기관(예: 미국 새천년도전공사(MCC),
아시아개발은행(ADB), 일본 국제협력기구(JICA), 미국 국제개발처(USAID),
네덜란드협력기구(Dutch Cooperation agency)) ④ 소규모 영향력평가 수행
기관(예: 프랑스 개발청(AFD), 독일재건은행(KfW), 독일 국제협력공사(GIZ),
유엔(UN)) ⑤ 영향력평가 비수행기관(예: 유럽연합(EU), 아프리카개발은행
(AfDB))이다(표 3-1 참고).

표 3-1. 영향력평가 보고서 발간 수 및 지원규모에 따른 비교

기관명

총지원규모 (A)
(약정액, 백만 달러)

지원국가 수 (B)

국가별 평균 지원규모
(A/B)(백만 달러)

영향력평가
보고서 수

그룹 1: 대규모 영향력평가 수행기관
World Bank
IBRD

26,700

188

142

-IDA

16,300

81

201

IDB

11,400

48

238

DFID

6,800

MCC

1,400

483(건 이상)
100(건 이상)

그룹 2: 대규모 영향력평가 자금지원기관
78

87

주로 자금지원

25

56

48

그룹 3: 중간수준의 영향력평가 수행기관
ADB

21,700

67

324

37

JICA

19,900

95

209

26

USAID

11,200

140

80

44

4,200

33

128

약 20

Dutch Cooperation
agency

그룹 4: 소규모 영향력평가 수행기관
AFD

8,000

73

110

10

KfW

6,300

140

65

약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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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계속

기관명

총지원규모 (A)
(약정액, 백만 달러)

지원국가 수 (B)

국가별 평균 지원규모
(A/B)(백만 달러)

영향력평가
보고서 수

GIZ

2,800

130

54

약5

UN

11,300

147

77

약 10

그룹 5: 영향력평가 비수행기관
EU(EC, EIB)

12,300

150

82

-

AfDB

8,500

53

160

-

자료: Pamies-Sumner(2015), p. 23.

본 연구에서는 기존 문헌의 영향력평가군 구분에 따라 대규모 영향력평가
수행기관(그룹 1)과 중간수준의 영향력평가 수행기관(그룹 3)을 사례연구 대상
기관으로 설정하였다.34) 사례연구 대상으로 선정된 기관은 세계은행그룹,
아시아개발은행, 미국 MCC, 미국 USAID, 일본 JICA 총 5개 기관이다. 각 기관
의 영향력평가 관련 정책, 수행체제, 사례 등에 대한 분석을 종합한 결과는 [표
3-2]에 제시되어 있다. 본 장에서는 각 기관 또는 국가별로 보다 상세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표 3-2. 기관별 영향력평가 수행체제

기관명

정책

평가수행체제
- IEG: 그룹 전체의 전반적인

- 개발협력에 대한 지식

평가 담당, 독립평가그룹

세계

레버리지 효과 확대를

- 개발효과성위원회: 감독

은행

위한 영향력평가 실시

- DECIE: 개발경제부서 연구

그룹

- 학습조직으로서의 전
략적 목표 수립

그룹, 개발영향평가 담당
- IFC 성과측정부(Result
Management Unit)

영향력평가 사례

구분

- 탄자니아 보건
분야 i2i 이니셔
티브 ‘시범평가
확대 사례’- 비
누로 손씻기 캠
페인 및 위생접

대규모
영향력평가
수행기관

근성 개선 프로
그램

34) 그룹 2의 DFID는 주로 자금지원에 집중하고 있고, 그룹 4의 독일 KFW, GIZ 등은 사례 수가 적고 영향력
평가 관련 정책이 명확히 수립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사례연구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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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계속
기관명

정책

평가수행체제

영향력평가 사례

구분

- 몽골 푸드스탬프

중간수준의

및 메디카드 프

영향력평가

- 영향력평가위원회: 감독·
관리
ADB

- 영향력평가 수행을 위

- E RD (경 제 지 역 연 구 부 ):

한 기술지원사업 실시

영향력평가 수행 기술지원
- IED(독립평가부): 영향력

로그램

수행기관

평가 수행
- MCC M&E 정책 발표
(2017)
MCC

- 기대되는 학습효과가
있고, 비용이 확보되
었을 때, 시범사업에

- 정책평가부: 평가 전반 관장
- 사업팀이 외부 컨설턴트를
활용하여 영향력평가 발주

- 인도네시아 지역
사회를 바탕으로
한 보건 및 영양
지원 프로젝트

중간수준의
영향력평가
수행기관

대해 영향력평가 수행
- USAID Evaluation
Policy 발표(2011)
- 평가지침 ADS 201.3.
5.13.

USAID

- 신규 시범사업이나 혁
신적인 프로젝트에 대
해 영향력평가 수행
- 10억 엔 이상 사업은
외부 사후평가 실시
JICA

- 영향력평가는 평가팀,
사업팀, JICA 연구원
등에서 실시

- OLER(학습평가연구부):
평가 담당, 평가방법 제공
및 기술지원 역할 수행
- 글로벌개발연구실: 평가

- 적정수준의 교육
프로그램

영향력검토팀: 개발혁신

중간수준의
영향력평가
수행기관

벤처(DIV) 자금 지원

- 외무성 평가부: 분야별/국
별 정책 및 전략평가
- JICA 평가부: 프로젝트 평
가 및 영향력평가 수행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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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보홀
관개사업

중간수준의
영향력평가
수행기관

1. 세계은행그룹
가. 영향력평가 현황 및 정책
세계은행은 원조사업의 성과평가, 연구 및 교육을 목적으로 영향력평가를
가장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는 기관 중 하나이다. 세계은행그룹은 1999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평균 16건의 영향력평가를 수행해왔으며, 2005년 개발영향
평가(DIME: Development Impact Evaluation) 이니셔티브의 설립 등
일련의 활동을 기점으로 영향력평가를 본격 활성화하였다. [그림 3-1]과 같이
세계은행그룹의 2005~10년간 영향력평가 횟수는 연평균 62건으로 급증하였
으며 2016년 영향력평가 수행건수는 226건에 달했다.35) 이외에도 세계은행은
영향력평가를 위한 전략적 기금(SIEF: Strategic Impact Evaluation Fund)을
운영하면서, 지역별 · 네트워크별 · 주제별 영향력평가를 다양하게 실시한다.
2000년 이후 세계은행그룹에서 수행된 영향력평가는 주로 교육, 금융 및
민간부문개발, 조건부현금지원과 관련된 주제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지역별로
는 아프리카가 165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남미 123건, 남아시아 62건, 동남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58건 순으로 나타났다.36) 평가방법론을 보면 과거에는
준실험적 방법이 우세했지만 2004년 이후에는 실험적 방법이 더 많아졌고,
2007년 이후로는 실험적 방법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특히 2009~10년 사이
착수한 영향력평가 중 83%는 무작위추출방식이었다.37) 준실험적 방법으로는
성향점수매칭, 이중차이법(DID: Difference in Difference), 단일차분법
(Single Difference), 도구변수(IV: Instrumental Variable) 방식들이 활용
되었다.
35) World Bank Group(2016).
36) 2000년 이후 세계은행에서 수행된 영향력평가 430건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IEG(2012), p. 29.
37) IEG(2012), p.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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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세계은행그룹의 영향력평가 횟수(1999~2010년)

자료: IEG(2012).

세계은행이 영향력평가를 강조하는 이유는 개발협력에 대한 지식의 축적을
통해 학습조직(learning organization)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조직의
전략적 목표를 수립했기 때문이다. DIME은 설립 초기에 주요 정책에 대한 지
식관리 목적으로 활용되었으나, 2008년 이후에는 세계은행그룹 전체에 적용
되는 분권화된 프로그램으로 전환되었다. 조직 차원에서 증거에 기반을 둔 성
과를 강조하고 영향력평가를 전략적으로 중시하면서 이러한 변화가 나타났다.
아울러 2011년 국제개발협회(IDA) 제16차 재원보충보고서 ｢개발 결과의 확
산(Delivering development results)｣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영향력평가 활
용에 대한 조직 차원의 전략적 접근을 환영한다고 밝히며, 영향력평가 수행을
위한 재원과 연간 최소 수행횟수 등을 성과지표로 수립하였다.38)
영향력평가 정책은 2012년 세계은행그룹의 독립평가기구인 IEG(Independent
Evaluation Group)가 세계은행그룹이 기존에 수행한 영향력평가에 대한 적
38) IDA(2011a), p. 20; IDA(201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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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성과 효과성을 평가하면서 더욱 구체화된다. 이 평가를 계기로 그룹 내 영향
력평가 전략프레임워크가 구축되었고, 국제금융공사(IFC)는 영향력평가의 성
공사례들을 모아 평가사업 선택기준과 활용정보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수립
하였다.39) 최근에는 동일 가이드라인 2판을 발행하여 영향력평가에 대한 지식
공유를 계속 강조하고 있다.

나. 평가수행체계
세계은행그룹의 영향력평가 수행체제는 크게 세 개 부서로 이루어져 있다.
우선 그룹 차원에서는 독립평가부서인 IEG가 전반적인 평가를 담당한다. IEG
그림 3-2. 세계은행그룹의 ODA 평가체제

주: 1) 집행이사회와 세계은행 총재는 정책결정단위의 상위조직이며, IEG, DEC, RMU 세 개 조직이 영향력평가를 수행하는
주요 부서임.
2) 점선으로 표시된 CODE, CDI, Operation units은 평가결과를 검토하고, 평가팀과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함.
자료: OECD(2016); World Bank 홈페이지(검색일: 2017. 7. 12); IFC 홈페이지(검색일: 2017. 7. 12)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39) Gertler et al.(2011). 2016년에는 2판이 발행되었다. Gertler et al.(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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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세계은행그룹 내에서 수행되는 프로그램 및 활동들의 적절성, 효율성, 효과
성을 평가하며 평가결과를 집행이사회에 직접 보고한다. IEG의 활동은 개발효
과성위원회(Committee on Development Effectiveness)의 지시를 따른다.
IEG는 대체로 세계은행의 프로젝트 사후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기존에 세계
은행그룹에서 수행된 영향력평가에 대한 독립평가를 실시하거나 전략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도 한다.
다음으로 세계은행 차원에서는 개발경제부서(DEC: Development Economics
Vice Presidency) 내 개발연구그룹에서 영향력평가를 수행한다. 연구그룹 내
에는 영향평가팀(DEC-IE)이 있어 영향력평가를 집중 수행하고 있다. 개발
연구그룹은 IEG와 달리 연구 관련 부서이기 때문에 세계은행에서 지원한 활동에
국한하지 않고 타기관 사업에 대한 영향력평가와 기술지원도 하고 있다.40) 개발
연구그룹은 앞서 언급한 DIME 이니셔티브와 i2i(impact evaluation to
development impact) 프로그램 등을 담당한다. 개발연구그룹은 팀 내 평가
전문가 이외에도 지역별, 주제별 사업팀 대표와 협업하여 영향력평가를 실시
하고 평가결과의 교육과 확산을 위한 워크숍, 세미나 등을 개최한다. 운영부서는
DIME의 영향력평가에 대한 전략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며, 분야 전문부서인
글로벌 프랙티스(Global Practice)는 평가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영향력평가
대상사업을 선정한다. 선정된 영향력평가 대상사업에 대해 DEC는 운영부서와
함께 프로젝트 설계 및 실험적 방법론의 구축을 돕는다. 이때 공여국 및 수원국
도 함께 참여시켜 연구목적의 설정, 정책 제안의 채택, 실험적 방법론 적용을 위
한 개입시점 등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이해 및 인식 제고
에 힘쓰고 있다.41)

40) White(2006), p. 22.
41) World Bank Group(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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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세계은행 영향력평가 다자 신탁기금프로그램 i2i의 운영체제

자료: World Bank Group(2016), p. 74.

DIME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 가장 활발히 영향력평가를 지원하는 프로
그램은 다자 신탁기금프로그램인 i2i이다. 이 기금은 2014년 3월 DFID의 출연
으로 설립되었으며, DIME과 협력하여 자문위원회 및 기술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그림 3-3 참고). 2016년 기준 i2i 프로그램을 통해 84건의 영향력평가가
수행 중이며 7건이 완료되었고, 4건의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마지막으로 IFC에서 수행하는 영향력평가는 양적으로는 많지 않지만, 주로
정부나 민간기업에 제공하는 자문서비스의 성과에 대한 영향력평가에 집중
하고 있다. IFC의 성과측정부(RMU: Result Management Unit)에서 대부분의
영향력평가를 관장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 2012년까지 IFC에서 수행한
123건의 평가 중 절반(66건)이 영향력평가로 실시되었다.42) IFC의 영향력
평가는 RMU의 모니터링 및 평가예산을 주로 활용했으나, 지역사업예산과
비즈니스라인 예산, 공여국 지원 등의 자금을 점차 더 많이 활용하고 있다. 평가

42) IEG(2013b), p.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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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개발영향부(CDI: Development Impact Department)의 감독을
받는다.43)
세계은행은 다양한 재원으로 산발적으로 수행되어오던 영향력평가의 재원
을 단일화하고 효율적으로 조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내외부의 다양한
자금지원을 통해 수행되던 영향력평가 재원체계를 조율하라는 IEG의 권고에
따라 2012년에 세계은행은 신탁기금 개혁을 추진하였다. IFC는 당해연도
평가전략계획에 맞춰 CDI에서 영향력평가를 위한 다양한 자금출처를 조율
하도록 하였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는 DFID와 타 공여국/기관들이 공동지원
하는 SIEF 기금이 운영되고 있다.
SIEF는 프로그램 및 정책의 성과를 과학적으로 보다 엄밀하게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육, 보건, 물과 위생, 유아발달과 관련된 분야의 영향력평가를 지원
하고 있다. 평가방법으로는 주로 무작위통제실험방식을 채택한다. 기금 운영
담당부서인 DIME은 분야별 담당부서인 글로벌 프랙티스의 제안서를 심사 ·
평가하여 영향력평가 대상사업을 선정한다. 영향력평가 타당성 검토(IE
feasibility assessment) 과정을 보면, 평가제안서 선정 내부기준에 따라 내
· 외부 평가위원회가 제안서를 심사하여 3배수를 선정하고, 평가전문가들의
기술자문을 통해 평가제안서가 수정 · 개선된 후 다시 블라인드 테스트를 거쳐
최종 영향력평가 대상사업이 선정된다.

다. 영향력평가 사례분석44)
세계은행은 탄자니아정부와 공동으로 ‘비누로 손 씻기(HWWS: Handwash with Soap) 장려사업’과 ‘종합위생 및 마케팅 프로그램(TSSM: Total
Sanitation and Sanitation Marketing)’을 지원하였다.45) 이 사업은 사업
43) IEG(2013a).
44) 사례의 내용은 Bertha, Coville, and Martinez(2015)를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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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단계에서부터 사업의 영향력을 적시에 측정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고, 두
사업이 서로 어떠한 시너지효과를 갖는지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평가할 수 있도
록 설계되었다. ‘비누로 손 씻기 장려사업’은 마을주민 중 대표자를 선정하여
가구주 및 육아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그 외 로드쇼, 라디오 프
로그램, 기타 대중매체를 통해 이 캠페인을 홍보하는 사업이다. ‘종합위생 및
마케팅 프로그램’은 가정 내 화장실 시설을 개선하고 노상배변을 막기 위해 현
지 기술자와 연계하여 가정 내 깨끗한 화장실 시설을 설치 및 판매할 수 있는
역량 강화를 돕는 프로그램이다. 두 사업은 탄자니아 농촌지역의 10개 구역 15
만 가구를 대상으로 직접적인 인센티브나 보조금 없이 주민행동을 변화시키는
방식을 채택하였고, 평가는 RCT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10개 구역 181개 농촌
지구(wards)의 전체 수혜그룹은 네 그룹으로 나누어졌다: HWWS 프로그램
수혜지역, TSSM 프로그램 수혜지역, HWWS과 TSSM의 동시 수혜지역, 그리
고 아무 프로그램도 받지 못한 지역. 각 그룹은 모두 임의로 할당하였다. 그 결
과 약 3,600가구가 표본으로 추출되었다.
영향력평가 결과 TSSM과 HWWS을 각각 지원받은 지역에서는 설사, 영양
실조, 소모성질환, 빈혈의 발병률에 변화가 없었으나, TSSM 및 HWWS 병합
지구에서는 설사 발병률이 감소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역에서 소모성질환과
빈혈은 개선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이 사업은 설사 발병률 감소
에서는 소기의 성과가 있으나, 궁극적인 건강상태의 개선에는 유의미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HWWS 프로그램이 주민들의 인식 개선에는 도움
이 되었으나, 실질적인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지는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
된다. 전체 실험대상 중 13% 미만이 손을 씻는 행동을 보였으며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TSSM 프로그램의 경우 캠페인을 통해 개선된
화장실을 설치한 가구는 기존 50%에서 65%로 확대되었으나, 노상배변을 하고
45) i2i 이니셔티브 중 “시범평가 확대사례(Taking Pilot Evaluations to Scale)”가 이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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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답한 인구의 비중은 크게 줄지 않았다.
본 평가결과는 기대했던 영향력과 실제 영향력의 간극이 발생할 수 있으며,
영향력평가가 그 원인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된다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평가
보고서는 추후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의 주요 투입요소에 변화가
필요하고 효율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2. 아시아개발은행
가. 영향력평가 현황 및 정책
아시아개발은행(ADB)은 1980년대부터 영향력평가를 수행해왔다.46) 그러나
2006년까지의 영향력평가는 주로 프로젝트 관련 문헌 검토, 모니터링 및 평가
데이터 분석, 간단한 현지 조사, 경제성 분석 및 소표본 수혜자 설문조사 등을
바탕으로 실시되어 엄밀한 의미의 영향력평가로 보기 어렵다. 2007년 이후부터
는 유의미한 대조군 설정, 대표본 설문조사, 질적 분석방법과 접목한 양적 분석
방법 적용 등에 기초하여 보다 체계적인 평가방법을 도입하기 시작하였다.47)
ADB는 2010년 이후로 영향력평가의 규모를 늘리고 정책적으로 주류화
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48) 2010년 10월부터 2015년 9월까지 5년간
100만 달러를 ‘ADB 영향력평가 실시(Implementing Impact Evaluation
at ADB)’라는 기술지원사업에 투입하여 영향력평가를 크게 확대하였다.49) 이
46) ADB에서 최초 영향력평가는 1984년에 수행되었다(ADB ODE 2007, p. 43).
47) ADB, Impact Evaluation Studies, https://www.adb.org/documents/series/impact-evalu
ation-studies(검색일: 2017. 7. 12).
48) ADB, Project Data Sheet of Project 44353-012, https://www.adb.org/projects/44353-012
/main#project-pds(검색일: 2017. 7. 12).
49) ADB(2012), “Developing Impact Evaluation Methodologies, Approaches, and Capacities in
Selected Developing Member Countries,”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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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은 영향력평가 수행팀에 대한 기술지원과 개도국 공무원 및 ADB 담당자
들에 대한 영향력평가 인식 제고사업 등을 골자로 한다. 2013년에는 이전의
기술지원사업을 450만 달러로 확대하여 평가방법론의 개발과 관련 영향력평가
기술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50) 이 사업은 사업에 대한 영향력평가뿐만 아니
라 영향력평가 수행을 위한 데이터 포털사이트 구축 및 영향력평가 역량 강화,
지식공유 워크숍 개최 등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한다(표 3-3 참고).

표 3-3. 아시아개발은행의 영향력평가 추진을 위한 기술지원사업

사업명

Implementing Impact
Evaluation at ADB

사업기간

규모
(백만 달러)
- 영향력평가

2010.12
~

1.00

2015. 9

력평가 인식 증진 및 역량 강화

- 영향력평가

Evaluation
Methodologies,

2013. 1

Approaches and

~ 현재

Member Countries

- 개발도상국 공무원 및 ADB 직원 대상 영향
- 영향력평가 수행 지역팀 기술지원

Developing Impact

Capacities in Developing

사업내용

- 영향력평가 방법론, 관점 개발
4.50

- 영향력평가 데이터 포털사이트 구축
- 영향력평가 수 행 역 량 강 화 및 지 식 공 유
워크숍 및 세미나 개최

자료: ADB, Implementing Impact Evaluation at ADB, https://www.adb.org/data/implementing-impact-eval
uation-at-adb(검색일: 2017. 7. 6); ADB, Project Data Sheet of Project 44353-012, https://www.adb.org
/projects/44353-012/main#project-pds(검색일: 2017. 7. 12); ADB, Project Data Sheet of Project 46185
-001, https://www.adb.org/projects/46185-001/main#project-pds(검색일: 2017. 7. 12).

ADB는 기술지원을 통해 2015년 2월 기준 총 42건의 영향력평가를 실시하
였다. [그림 3-4]와 [그림 3-5]는 현재 완료되었거나 2015년 당시 수행 중인
영향력평가의 분야별 비중을 나타낸다. 교통분야에 대한 영향력평가가 가장 많
이 수행되었으며(7건, 17%), 다음으로 보건(6건, 14%), 교육(5건, 11%), 사회
50) 이 기술지원사업은 “개도국의 영향력평가 방법론, 접근법 및 역량 개발(Developing Impact
Evaluation Methodologies, Approaches, and Capacities in Selected Developing Member
Countries)”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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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망/수자원 및 위생/에너지(4건, 10%) 순으로 영향력평가가 실시되었다.51)
주로 교통 및 에너지 분야에 대규모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영향
력평가는 대부분 무작위통제실험이 아닌 성향점수매칭이나 이중차이법을 활
용한 준실험적 방법을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이는 대규모 인프라 구축사업의
경우에는 무작위로 수혜군과 비수혜군을 배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52)

그림 3-4. 영향력평가의 분야별 분포(완료)

그림 3-5. 영향력평가의 분야별 분포(진행 중)

(단위: %)

주: 2015년 2월 기준.
자료: ADB(2015a) 참고하여 저자 작성.

(단위: %)

주: 2015년 2월 기준.
자료: ADB(2015c) 참고하여 저자 작성.

나. 평가수행체계
ADB는 사업의 성과평가를 두 단계로 나눠서 실시하고 있다. 1단계 평가는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로, 사업이 종료된 후 1~2년 내 또는 사업 수행 중간에 사업
부가 자체적으로 수행한다.53) 2단계 평가는 독립평가부(IED: Independent
Evaluation Department)가 실시하는 평가이다. IED는 ADB가 추진하는 프로
51) ADB(2015a); ADB(2015c)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이 수치는 2015년 2월 기준으로 완료된 영향력평
가뿐만 아니라 진행 중인 영향력평가를 대상으로 도출하였다.
52) Hansen, Andersen and White(2011), p. 3.
53) OECD(2016), p.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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젝트 및 프로그램은 물론, 국가협력전략과 지원 정책과 계획, 절차 등에 대한
평가를 담당하고 있다.54) 2016년 IED의 예산은 1,164만 2,000달러이며, 전체
ADB 예산의 1.83%를 차지한다.55)
아시아개발은행의 영향력평가는 IED와 경제연구부(ERD: Economics and
Research Department), 지역부서(regional department)가 수행하고 있
다. IED는 영향력평가를 주제별 평가나 지식프로그램의 형태로 추진하고 있으
며, ERD는 영향력평가 추진을 위한 기술지원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기술지원
사업으로 추진되지 않는 영향력평가의 경우 지역부서의 연구과제로 추진되기
도 한다.56)
IED에서 추진하는 영향력평가는 평가방법 제안서(evaluation approach
paper)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영향력평가가 완료되면 IED 경
영진에게 제출되고, 위원회 회람 후 개발효과성위원회(DEC: Development
Effectiveness Committee)57)에서 결과를 검토한다.
기술지원으로 추진되는 영향력평가는 주로 지역부서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다. 지역부서가 영향력평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선정하여 제안서를 제출하
고, 내부 승인과정을 거쳐 추진된다. 지역부서 이외에 ADB 내 연구원이 개별적
으로 영향력평가를 추진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주로 새로운 방법론을 도입할
시 활용된다. 평가성을 사정할 때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상황(counterfactual)
을 확실히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평가성 사정의 기준이 된다.58)
54) OECD(2016), p. 81.
55) OECD(2016), p. 83.
56) ADB(2012), pp. xix-xx.
57) DEC는 2000년 12월 ADB 이사회에서 설립이 결정되었으며, 2001년부터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DEC
는 ADB의 프로그램 및 활동이 기대하는 성과를 달성했는지, ADB의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이사회에 보고하는 것이 주요 업무이다. DEC가 하는 활동을 세부적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① IED의 연간 작업프로그램 검토 ② 선정된 IED 평가보고서 및 평가와 관련된 ADB 활동
검토 ③ 우선순위가 높은 평가 이슈나 ADB 활동의 적절성, 효율성 및 효과성과 관련된 평가 이슈에 대
해 이사회에 보고 및 제언 ④ 이사회 의결 안건 수행에 대한 모니터링 및 이사회 보고 ⑤ 프로젝트 준비
와 관련된 연간 프로그램 검토 ⑥ 차관 및 기술지원 포트폴리오에 대한 연차보고서 검토(ADB, Develop
ment Effectiveness Committee, https://www.adb.org/about/development-effectiveness
-committee, 검색일: 2017.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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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에는 기술지원하에서 추진되는 영향력평가를 관리 · 감독하기 위
하여 여러 팀으로 구성된 영향력평가위원회(IEC: Interdepartmental Impact
Evaluation Committee)가 설립되었다.59) 영향력평가위원회는 중앙운영서
비스사무소(Central Operations Services Office), ERD, IED, 지역 및 지속
가능개발부, 지역부서의 직원들로 구성된다.60) IEC는 기술지원프로그램으로
제출되는 영향력평가 제안서를 검토하여 승인하며, 제안서 승인 후 6개월 이내
에 첫 계약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IEC가 해당 프로젝트를 취소할 수 있다.61)
DEC는 IED에서 실시된 영향력평가의 결과에 대해서 환류 및 반영하는 역할을
한다.
그림 3-6. ADB의 평가체계

자료: OECD(2016), p. 82의 그림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58) ADB 영향력평가 관계자 화상 및 전화 인터뷰(2017. 9. 28).
59) ADB(2012), pp. xix-xx.
60) ADB(2011), p. 4.
61) ADB(2015),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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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영향력평가 사례분석62)
ADB는 몽골에서 ‘푸드스탬프 지급사업(FSP: Food Stamp Program)’ 및
‘메디카드 사업(Medicard Program)’이 보건지표에 미치는 영향력을 측정한
바 있다. 이 사업은 기존 영양보급 프로그램의 확대 및 수정을 목적으로 몽골정
부와 협력하여 수행되었다.
몽골은 광업부문의 성장에 힘입어 2000년 이후 꾸준한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었는데, 2008~09년에 발생한 국제적인 금융위기 및 광물자원가격 폭락으
로 위기를 겪었다. 특히 소득이 급격히 하락한 빈곤층이 식량을 사지 못하거나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영양실조 및 각종 질병에 노출되는 경
우가 발생하였다. 이에 몽골정부는 ADB의 지원을 받아 빈곤층에 푸드스탬프
와 메디카드를 배급하는 사업을 실시하였고, 영향력평가를 통해 두 사업의 효
과를 확인하여 해당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은지, 프로그램의
설계를 수정해야 하는지, 프로그램을 제도화시킬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자 하였다.
‘푸드스탬프 지급 프로그램’은 극빈층에 고단백 음식을 살 수 있는 구매권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음식소비를 증진시키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어른 1인
당 매월 1만 투그릭(MNT), 어린이의 경우 5,000투그릭 정도가 지원되었으며,
2012년 12월 기준 1만 6,335가구, 총 9만 8,270명에게 푸드스탬프가 지급되
었다. 한편 ‘메디카드 사업(Medicard Program)’은 의약품 구매, 질병진단서
비스, 입원치료 및 이동간호 서비스에 대한 비용 지출을 지원하여 의료서비스
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12년 5월 기준 2,334가구,
총 1만 4,876명을 대상으로 메디카드가 지원되었다. 두 사업의 수혜자는 극빈층

62) 사례분석의 내용은 ADB(2014)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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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 때문에 준실험적 방법론인 불연속회귀모형(RDD: Regression Discontinuity
Design)을 활용하여 영향력평가가 수행되었다.63)
영향력평가는 셀렝게 지역 내 5개 군(soum), 오르혼 지역 내 2개 군, 울란바
토르 내 7개 지역의 1,515가구 9,716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실험군은
760가구, 대조군은 755가구로 구성되었다. 이 영향력평가는 RDD를 활용하
였기 때문에 수혜 적격성 기준점수 인근에 분포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평가지역 내에서 47개의 클러스터를 무작위로 선택해 표본집단을 선정하였다.
영향력평가결과 두 사업 수혜자의 음식섭취 및 식단구성이 긍정적이고 유의
미하게 나아진 것을 알 수 있었다. 수혜집단이 비수혜집단에 비해 대출 등에 대
한 재정적 의존이 줄어들었고, 가구의 생활수준에 대한 자가평가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건 및 교육 지표와 고용지표에는 사업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보고서는 이에 대해 사업이 보건 및 교육 지
표에 좀더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재원 확대 및 인식 제고가 필수
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메디카드 사업’은 운영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푸드스탬프 지원사업’은 식량부족과 같은 빈
곤층의 식량 불안정성을 해결하는 데 상당히 효과적이므로 향후 이 사업을 확대
하여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63) 두 프로그램은 특정 PMT(proxy mean test) 점수 이하를 기록한 가구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대상가
구가 겹치기 때문에 영향력평가 시 두 프로그램의 효과를 완전히 분리하여 분석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62 • ODA 성과평가 개선방안과 정책과제: 영향력평가를 중심으로

3. 미국
가. 영향력평가 현황 및 정책
2016년 발표된 미국 국제개발처(USAID)의 평가정책에 따르면 USAID는
실증적 근거에 기반하여 정책 및 재원투입방향을 결정하고, 보다 많은 지식을
창출하기 위해 개발협력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다른 공여기관에 비해
USAID는 개발사업에 대한 평가 시 무작위통제실험 접근방식을 중시하는 것이
특징적이다.64) 2011년 발표된 USAID의 평가정책문서는 실험적 방법론이 가
장 강력한 증거를 생성한다고 밝히며, 무작위배정방식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대
안적인 방법론이 활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65) 최근의 평가정책도 영향력
평가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며 실험적 방법을 강조한다.

“영향력평가는 개입(intervention)66)으로 인해 개발성과가 나타내는 변화를
측정하는 것이다. 즉 영향력평가는 인과관계를 바탕으로 하며, 관측된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활동 이외의 다른 요소들을 통제하기 위해 신뢰할 만하고 견고하게
정의된 대조군을 필요로 한다. 무작위로 배정된 수혜자와 통제그룹 간의 차이를
보여주는 영향력평가는 연구대상사업과 측정된 성과 간의 관계에 대한 가장 강력
한 증거를 제시한다”(USAID 2016).

미국 대외원조에 대한 평가정책은 2010년 4개년 외교개발검토(QDDR:
Quadrennial Diplomacy and Development Review)를 통해 각 기관에서
새롭게 제정 혹은 수정되었다. 국회연구소에서 작성한 이 검토서는 대외원조
예산을 성과에 따라 책정해야 한다고 강조하였고, 특히 USAID의 모니터링 및

64) Pamies-Sumner(2015), p. 29.
65) USAID(2011).
66) 여기에서 개입(intervention)은 개발협력 사업, 활동 등의 용어로도 자주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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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능이 강화되어야 함을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USAID, 국무부, MCC는
각각 2011년과 2012년에 걸쳐 신규 평가정책을 발표한다. 최근에 실시된
2015 QDDR 검토보고서 역시 데이터의 전략적인 활용과 원조기관의 평가역
량 강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하였다.67)
USAID는 평가대상사업과 외부평가자를 선정할 때에는 개별 사업팀(미션)
이 필요한 평가를 직접 제안하고, 입찰경쟁을 통해 평가자를 선택한다. 사업팀
이나 현지 사무소가 평가컨설턴트를 관리할 능력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워싱
턴 본부의 평가전문가들이 필요한 도움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사업의 구성활
동계획을 수립할 때 향후 평가수행이 용이하도록 사업활동계획 수립을 돕고 있
으며, USAID의 분야별 전략을 고려하여 향후 증거기반 정책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평가 및 사업 계획 수립을 도와준다. 교육사업의 경우 분야별 전략에
따라 초등학생 읽기능력 향상, 취약국 교육수준 향상 등 전략목표가 얼마나 달
성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평가 설계를 지원한다. 민주주의와 거버넌스분
야 사업에서는 현지 책무성 향상이 주요 전략이므로, 사업계획 수립 시에 평가에
필요한 요소들을 고려하도록 한다.
이렇게 제도적으로는 평가계획 수립단계에서 상위의 정책, 사업 계획과
활동, 평가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사무소의
역량에 따라 제대로 실천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다만 현지 사무소가 학계 전문
가와 장기 계약을 맺고 있는 경우에는 평가 역량 및 결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
다.68)
USAID의 경우 프로그램 사이클 전 주기에 걸쳐 평가의 계획, 수행,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평가지침(ADS: USAID Automated Directives System)
이 수립되어 있다. 실제 적용할 때는 수원국 및 사업의 상황을 고려하여 유연

67) Lawson(2016), p. 1.
68) 현지 출장(2017년 8월 28일)을 통해 확인한 결과 민주주의와 거버넌스 분야 사업의 경우 시카고 대
학과 협업하여 평가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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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적용하고 있다. 세부 평가지침(ADS 201.3.5.13)에 따르면 각 사업 수행
부서는 프로그램 예산의 3%를 반드시 평가예산으로 책정해야 하며, 특별한 경
우를 제외하고 모든 평가결과는 온라인에 공개한다.69) 특히 새로 시행되는 시
범사업이나 혁신적인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반드시 영향력평가를 수행하여 그
사업의 확장 및 새로운 사업 방식의 적용 필요성을 점검하도록 요구하고 있
다.70) 다만 프로젝트당 최소 하나의 평가를 수행하도록 요청하는 규정은 다양
하게 해석된다. 즉 그 평가대상은 프로젝트 전체가 될 수도 있고, 사업의 구성
요소 중 한 가지 활동이나 일부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평가의 대상범위가 제
한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의 프로젝트가 5년간 수행되는 경우, 해당 프로젝트
에 대한 평가범위가 매우 유연할 수 있다. 비록 평가 정책과 지침이 수립되어
있지만 기관 차원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은 사업팀이 현지에서 사업을 수행할
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평가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미국의 공적개발원조사업은 위 세 기관 이외에도 기타 부처 등 총 22개 기관
이 수행하는 분절화된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러나 대외원조사업에 대한 평가는
법으로 제정하여 연방정부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된다. 1993년 제정된 정
부성과결과법령(GPRA: 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이 각
기관의 대외원조사업 평가정책의 근간을 이룬다.71)
영향력평가를 위한 새로운 자금지원수단으로 USAID는 2010년 2,400만 달러
규모의 개발혁신벤처(DIV: Development Innovation Ventures)기금을
설립하여 개도국 지원사업의 영향력평가를 지원하였다. 2015년 기준 USAID와
MCC에서 수행된 영향력평가는 총 92건이다.72)

69) USAID의 평가보고서는 Development Experience Clearinghouse 웹사이트에 공개되어 있다
(검색일: 2017. 7. 12).
70) OECD(2016), p. 220.
71) OECD(2016), p. 2.
72) Pamies-Sumner(2015), 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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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평가수행체계
미국이 지원한 개발협력사업의 평가는 대표적으로 국무부, MCC, USAID
세 기관에서 수행한다(그림 3-7 참고). 미 국무부의 개발원조 · 자원부(Office
of Foreign Assistance and Resource)는 평가정책의 이행 여부를 검토하고
기술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림 3-7. 미국의 개발협력사업 평가체제

자료: OECD(2016), p. 221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

미국 ODA 평가 담당부서 인력은 2016년 기준 국무부 6명, USAID 22명,
MCC 25명이다.73) 이 중에서 전문평가인력은 각 4명, 17명, 20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USAID와 MCC는 각각 평가부서 예산이 1,400만 유로, 2,000만 유로로
73) OECD(2016), p.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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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USAID 평가부서의 예산은 주로 운영부서의 능력배양
을 위해 활용되며, 약 100여 개의 운영부서가 평가연락관(evaluation pointof–contact)을 보유하고 있다.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개별 프로
그램 예산의 3%로 별도 편성되며, 영향력평가는 그 중에서도 시범사업에 한해
비정규적으로 편성된다.
USAID의 경우 학습 · 평가 · 연구부(OLER: Office of Learning, Evaluation,
and Research)와 글로벌 개발연구실에서 평가를 담당한다. 학습평가연구부
(OLER)는 본부 내 정책 · 기획 · 학습센터(Bureau for Policy, Planning and
Learning) 산하에 있다. OLER는 2010년에 조직되어 현재까지 USAID가 효
과적인 학습조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학습, 평가, 연구, 정책 형성, 전략 및
프로그램의 기획, 타 공여기관과의 개발협력 등을 담당한다. 평가결과는 조직
내 개별 운영부서에서 활용 및 학습되는 것이 주요 목표이기 때문에 OLER은
평가방법을 가르치고 기술을 지원하는 활동을 주로 수행한다. 미국의 영향력평
가체제는 현지 사무소와 사업팀을 중심으로 매우 분권화되어 있으며, 정책적으
로 내부 평가수행보다는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영향력평가만을 수행하고 있다.
본부에서는 평가전략을 수립하고,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담당하며, 사업팀과
현지 사무소의 요청이 있을 때 기술자문을 제공한다. 학습평가연구팀에서는 일
부 정책평가를 수행하기도 하는데, 여기에는 평가에 대한 평가(메타평가), 또는
분야별·다국가 지원프로그램 평가 등이 포함된다.
USAID의 기능별 파트에는 식량안보, 글로벌 보건, 경제성장/교육/환경,
민주주의/분쟁/인도주의 지원분야와 함께 글로벌개발연구실(U.S. Global
Development Lab)이 USAID의 개발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실험적 · 과학적
연구를 담당한다. 글로벌개발연구실은 과학 · 기술 · 혁신 · 파트너십 바탕의
연구성과 확산을 목적으로 2014년 설치된 연구조직으로, 연구실 산하에 5개
센터, 2개 팀을 두고 있으며, 그 중 평가 · 영향력 검토팀(Lab/EIA: Office of
Evaluation and Impact Assessment)이 영향력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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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C는 자체적인 평가정책(2012)에 따라 전반적인 프로젝트 주기 안에
평가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각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와 영향력을 평가한다.
평가 전반을 관장하는 부서는 정책 · 평가부(Department of Policy and
Evaluation)이다. MCC는 프로그램의 완비성을 검토하기 위해 프로젝트 평가성
사정(PEA 툴: project evaluability assessment tool)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PEA 툴은 각 사업에 대해 △ 문제의 진단 △ 프로젝트 목표 및 논리구조 △ 리스크
및 가정 △ 프로젝트 참여 및 수혜자 △ 책무성 및 학습 매트릭스가 얼마나 잘
파악 ․ 계획되었는지 평가한다. 사업을 계획할 때부터 평가성을 검토하고, 주요
평가 질문을 수립하는 것은 사업 설계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사업 진행과정 및
사업 종료 후 데이터 수집을 용이하게 한다. 특히 양자원조 지원 시 파악된 평가지
표 초안은 추후 운영상의 정의, 베이스라인, 목표 등으로 구체화되어 사업 수행에
유용하게 활용된다.

다. 영향력평가 사례분석
미국이 지원한 ‘맞춤형 교육사업(TaRL: Teaching at the Right Level)’에
대한 영향력평가는 추후 정책확대에 기여한 성공사례로 꼽힌다. 이 사업은
NGO Pratham이 수행하고 있는 교육사업으로, USAID와 빌게이츠 재단 등의
지원을 받았으며, J-Pal이 영향력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맞춤형 교육사업’은 획일적인 학년별 커리큘럼에서 벗어나 등록된 학년
과는 무관하게 학생의 학습능력에 따라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교육지원사업이
다.74) 이러한 접근법은 인도를 비롯한 일부 국가의 학년별 구분과 학생들의 실제
학습능력이 불일치한다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하였다. Pratham은 인도의

74) Pratham, TaRL Summary of Intervention, http://www.pratham.org/templates/pratham/i
mages/Evaluations_of_Pratham_Teaching_at_the_Right_Level_TaRL_programs_by_J-P
AL.pdf(검색일: 2017.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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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학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독해력과 숫자인식, 산술연산 등을 개
개인의 수준에 맞게 가르쳤다. 이 사업은 가르치는 방식뿐 아니라 프로그램 리
더를 다양하게 구성하여 가장 효과적인 프로그램 모델을 찾는 데 주목하였다. 프
로그램의 리더를 정할 때 일부 지역에서는 정규 학습시간 내 정규직 교사가 리
더를 맡게 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커뮤니티 자원봉사자들이 학습을 주도하게
했다.

표 3-4. 맞춤형 교육사업(TaRL) 시행모델
지원내용

기간 및 지역

진행자

기간

과목/학년

Pratham의 인도 활동
- 언어
1. Balsakhi
중등교육을 수료한 지역청소년
강사가 소액의 급여를 받으며 방
과후 별도로 학업취약아동을 교
육함.

2001~03년

학교

: Gujarat 내

Maharashtra와

정규

Gujarati,

Gujarat

커뮤니티 강사

수업시간 외

(Mumbai,

(유료)

하루 2시간

Vadodara의

(매 학년

도시지역)

전체 기간)

Mumbai 내
Hindi,
Marathi
- 수학
(2~4학년)

2. 독해 및 산수 능력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기반 학습
무급마을 자원봉사자들에게 기본
적인 독해기술 교수법을 훈련시키
고, 독서수업을 열도록 장려함.

2005~06년
Uttar Pradesh
(Jaunpur의
농촌지역)

학교
커뮤니티

수업시간 외

자원봉사자

하루 2시간

(무료)

(학년 중
2~3개월)
학교

2008~10년
Bihar

커뮤니티

수업시간 외

(West

자원봉사자

60여 일

무급마을 자원봉사자들이 학교 밖

Champaran의

(무급)

(매 학년

에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농촌지역)

3. Read India Ⅰ

전체 기간)

- 독해: Hindi
- 수학
(학년과 관계 없이
7~14세의 아동)

- 독해: Hindi
- 작문: Hindi
- 수학
(1~4학년)

추가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
학교

련시키고, 학과일정 내 적절한 방

2008~10년

식과 교재를 사용하도록 정규교사

Uttarakhand

커뮤니티

수업시간 외

의 훈련과 모니터링을 실시함.

(Dehradun &

자원봉사자

50여 일

Haridwar의

(무급)

(매 학년

농촌지역)

전체 기간)

- 독해: Hindi
- 작문: Hindi
- 수학
(1~4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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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계속
지원내용

기간 및 지역

진행자

기간

과목/학년

Pratham의 인도 활동
4. Read India Ⅰ- 여름캠프
3번 사업의 일환으로, 여름캠프(1

2008년
Bihar

개월) 동안 정규교사가 보충교육 (West-Champar
을 실시함.
5. 학습 향상 프로그램
학습수준에 따라 3~5학년 아동을
재분류한 뒤 연수를 받은 교사가
정규수업일에 교육을 실시함.

an의 농촌지역)

지역사회봉사자
(무급)의 지원을
받는
기간제(para)
교사 및 정규교사

1달 동안

- 독해: Hindi

3~4시간씩

- 작문: Hindi

일주일 5회

- 수학

(여름기간)

(3~5학년)

학교

2012~13년
Haryana

정부지원으로

정규수업시간

(Mahendragarh

모니터링받는

내 하루 1시간

& Kurukshetra의

정규교사

(매 학년

- 독해: Hindi
(3~5학년)

전체 기간)

농촌지역)

학교
6. 학습캠프
수준별로 그룹지은 아동을 상대로
Pratham의 팀원과 마을 자원봉
사가 단기집중교육을 진행함.

2013~14년
Uttar Pradesh
(Sitapur &
Unnao의
농촌지역)

정규수업시
Pratham 직원

간 외 하루

- 독해: Hindi

및 마을

3시간씩

- 작문: Hindi

자원봉사자

1~2개월

- 수학

(무료)

간격으로

(3~5학년)

10~20일
(총 50일)

인도 외의 지역활동
학교

1. 교사 및 지역봉사자 이니셔티브
학습이 뒤처진 아동에게 기초지식을

2011~13년

커뮤니티

가르치도록 교사와 지역사회의 지

Ghana

자원봉사자

원자들을 교육함.

정규수업시
간 내 또는
방과 후 하루
2시간

- 언어
: 현지어, 영어
- 수학
(1~3학년)

2. 추가 교사 프로그램(ETP)
학교에 무작위로 추가적인 계약직
교사를 배치함(정규교사와 같은
자격요건을 갖추었지만 월급은 보다
낮은 수준).
ETP 대상 학교의 절반은 초기 시험

학교
2005~07년

공무원 및 현지

정규수업시간

West Kenya

고용 계약교사

(매 학년

점수로, 나머지 절반은 무작위로

전체 기간)

- 언어
- 수학
(1학년)

나눠짐. 계약직 및 정규교사는 무작
위로 새로운 교실에 배치됨.
자료: Pratham, TaRL Summary of Intervention, http://www.pratham.org/templates/pratham/images/Evaluation
s_of_Pratham_Teaching_at_the_Right_Level_TaRL_programs_by_J-PAL.pdf(검색일: 2017.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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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력평가 결과 지역강사에 의한 맞춤형 교육은 학생들의 성적 향상에 효
과가 있었으나, 지역강사가 보충학습이 아닌 대체교사의 역할을 수행했을 때에
는 그 효과가 낮았다(표 3-5). 학습캠프모델은 대체로 효과성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으나, 정규교육과정에 편입된 경우 교사의 노력과 구체적인 학습목표가 중
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이 있었다. 영향력평가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에 대해 현지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인력과
적극적인 의사소통, 사업 진행과정을 바탕으로 평가방법을 조정할 수 있는 유
연성 등이 필수적이라는 시사점도 도출되었다. 맞춤형 교육사업의 영향력평가
결과는 Pratham의 ‘Read India 프로그램’이 추후 인도 19개 주로 확장하는
데 정책적 증거를 제시하였다.

표 3-5. 맞춤형 교육사업(TaRL)의 시행모델별 영향력평가결과
개입

결과

정책적 시사점

Pratham의 인도 활동

1. Balsakhi

- 평균 시험점수 향상
- 지역강사에 의한 수준맞춤형 교육은
(1년차: 0.14sd, 2년차: 0.28sd)
적은 비용으로 효과적인 학습성과를
- Balsakhi에 보내진 학생들의 점수가
가져옴.
가장 높음(2년 차: 0.6sd).

- 최종 결과, 초기에 독해가 불가능하던
2. 독해 및 산수 능력
아동의 7.9%가 철자를 읽을 수 있게 됨.
향상을 위한 지역
- 최종결과, 초기에 철자만 읽을 수 있던
사회기반의 학습
아동의 3.3%가 글을 읽을 수 있게 됨.

아동 수의 최대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확대가 필요함(목표 참석아동
수의 1/5 미만이 참여).
지역사회기반의 개입은 학교 출석률
또는 역할확대에 영향력이 없음.

- ‘오직 자료만 이용’ 및 ‘자료와 교사 연
- 테스트 점수 향상에 유일하게 미친 영향
수’의 전반적인 영향은 미비함.
은 교사 연수, 교육자료, 마을자원봉사
- 교사 연수, 자료, 자원봉사자의 개입
자의 협력임.
으로 인해 시험점수가 0.11sd 향상됨.
3. Read India Ⅰ

- 교사의 노력이 미비했기에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있음(자원봉사자가 보충교사
가 아닌 대체교사로의 역할을 수행함).
- 모든 개입이 전반적인 점수에 영향력
- 또는 자원봉사자가 강의가 아닌 기타 업무
이 없음.
를 수행하도록 요청받았을 가능성이 있음.
- 위 프로젝트 기간 동안 교사 파업이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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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계속
개입

결과
- 독해: 0.08sd 향상

4. Read India Ⅰ - - 수학: 0.08sd 향상
여름캠프
- 철자독해가능수준 또는 표준 이하의
아동에게 독해능력 향상 결과가 집중됨.

5. 학습 향상 프로그램

- 기본 Hindi 구술: 0.15sd 향상
- 기본 Hindi 작문: 0.135sd 향상
- 독해가 수학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정책적 시사점
- 정부 주도의 교사는 커리큘럼을 완성하
지 않아도 되지만, 구체적인 학습목표를
지시받았을 때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음.
- 위 프로젝트의 결과는 단기 학습캠프도
효과가 있음을 증명함.
- 수업통합모델을 통해 TaRL 접근법을
사용 및 평가한 첫 사례임.
- 정규교사들이 학교 수업일 동안 긍정적
인 학습성과를 달성했음을 알 수 있음.

- 10일/20일 프로그램 모두
효과가 높음.
- 최종결과(Hindi)
10일: 0.71sd 향상
20일: 0.61sd 향상

6. 학습 캠프

평균 20~22%p 향상
- 최종결과(수학)
10일: 0.69sd 향상

- 10일/20일 프로젝트 모두 기본학습결
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 위 사업의 규모는 훨씬 크지만 타 평가
의 결과를 보완해주기도 함.
- Hindi와 수학의 향상은 보통 연간 향상

20일: 0.61sd 향상

하는 바에 비해 2배 이상임.

평균 17~18%p 향상
- 학생들의 학습수준이 0.9~1.3 향상됨.
인도 외의 지역에서의 활동
1. 교사 연수 보조 프로 - 예비결과: 방과 후 TCA로 인해 평균 - 학습수준에 맞게 교육을 조정할 경우 기
그램
시험점수가 0.09sd 향상됨.
본실력이 향상됨.
- 초기에 비해 모든 능력이 향상됨(위 프
로그램 학생은 0.14sd를 더 받음).
-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tracking의 효
2. 추가 교사 프로그램

과가 존재
- 정규교사는 Tracking 학교의 상위분
야에 배정되었을 때 non-Tracking
학교에 배정되었을 때보다 수업에 참
여 및 교육하는 경향이 11% 높음.

자료: Pratham, TaRL Summary of Intervention, http://www.pratham.org/templates/pratham/images/Evaluations_
of_Pratham_Teaching_at_the_Right_Level_TaRL_programs_by_J-PAL.pdf(검색일: 2017.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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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본
가. 영향력평가 현황 및 정책
일본은 최근 정책 전반에 걸쳐 증거기반 정책입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75) 그 일환으로 개발협력사업의 평가에서 영향력평가를 적극적으로 도
입하여 활용하고 있다.76) 일본의 개발협력사업에 엄격한 의미에서의 영향력
평가(strict impact evaluation)가 처음 도입된 것은 2006년으로, 일본국제
협력은행(JBIC: 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이 엔차관
사업에 대해서 영향력평가를 수행하였다. 일본국제협력기구(JICA: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도 조직 내 영향력평가방법을 도입하
기 위하여 2007년 12월에 평가부서의 직원과 외부 평가전문가들로 구성된 영
향력평가연구회(Impact Evaluation Study Group)를 조직하였다.77) 영향력
평가연구회는 영향력평가방법을 JICA 사업의 평가에서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
과 가이드라인을 구축하고, 영향력평가결과가 프로젝트 사이클에 지속적으로
반영되는 것을 목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여 영향력평가 인식 제고에 기여하였
다.78) JBIC과 JICA가 2008년 10월 합병한 이후 영향력평가 도입 노력은 이어
지고 있다. JICA는 최근에도 영향력평가에 대한 조직 내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영향력평가 관련 워크숍 및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사업
에 대해 실험적 방법론을 적용한 영향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79)
JICA는 2012년 보건분야 개발협력사업에 영향력평가를 도입하기 위한 지
75) 일본정부는 정부 전반에 걸쳐 ‘증거기반 정책입안(EBPM: Evidence-Based Policy Making)’의 정
착을 강조하고 있다. 2017년 EBPM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가 경제통계체계 개혁을 발표하였으며, 8
월 1일 야마모토 코조 행정개혁담당장관의 주재로 제1회 EBPM 추진위원회가 개최되었다.
76) JICA 관계자 인터뷰(2017. 9. 26, 일본 도쿄).
77) 단, 영향력평가연구회는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다.
78) JICA(2009), p. 32.
79) JICA 관계자 인터뷰(2017. 9. 26, 일본 도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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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을 발표한 바 있다.80) 아울러 2016년 5월에 발표된 『JICA 사업평가 핸드북』
(Ver. 1.1.)에서는 영향력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간략하게 제시
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영향력평가를 위한 평가성 사정 절차(그림
3-8 참고)를 제시하고 영향력평가방법 디자인과 이행방안 등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영향력평가 관련 지침 및 평가성 사정 절차 등은 홍보 및 인식 부족
으로 실제로는 잘 활용되지 않고 있다. JICA 내부의 영향력평가는 아직까지 지
침과 제도에 따르기보다 해당 사업 및 평가 담당자의 관심과 이해가 있을 경우
에 한해 제한적으로 수행되고 있다.81)

그림 3-8. 영향력평가 실시 판단을 위한 절차

자료: JICA(2016), p. 66.

80) Kozuka(2013), “Practical Challenges in Impact Evaluation: Experience from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JICA)” 참고. 해당 가이드라인은 JICA의 인간개발부에서
2012년 8월 개별적으로 보건분야사업에 대한 영향력평가 도입을 위한 지침(保健分野協力におけるイ
ンパクト評価の導入に係る指針)을 마련하였으나, JICA의 공식적인 지침은 아니다.
81) JICA 관계자 인터뷰(2017. 9. 26, 일본 도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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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CA는 준실험적 방법 및 실험적 방법을 활용하여 인프라, 교육, 보건, 환경,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력평가를 추진하고 있다. JICA에서 수행된 영향
력평가는 2009년 이전에는 주로 준실험적 방법을 이용하였으나, 2009년에 부
르키나파소에서 실시한 교육분야의 영향력평가에 처음으로 무작위통제실험을
도입하였으며, 최근에는 무작위통제실험를 활용한 영향력평가를 점차 늘려가
고 있는 추세이다.82)

나. 평가수행체계
일본이 지원한 개발협력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는 일본 외무성과 JICA가 각각
실시하고 있다. 외무성의 ODA 평가는 사업에 대한 평가보다는 프로그램 및 정
책 평가 위주로 수행되는 반면,83) JICA는 주로 사업단위로 평가하며, 프로젝
트 및 프로그램 평가, 영향력평가, 주제별 평가 등을 수행한다. 외교부가 수행
하는 ODA 평가예산은 94만 2,000유로로 전체 ODA 예산의 0.03%를 차지하
며, 이 비용은 외교부의 운영예산 내에서 처리된다.84)
JICA는 모든 개발협력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수행한다. 2014년을 기준으로
연간 126건의 평가가 수행되었으며, 지난 5년 동안에는 1,262건의 사전평가,
795건의 사후평가, 12건의 주제별 평가가 이루어졌고, 10건의 영향력평가도
실시되었다.85) JICA 내 평가 관련된 상주직원은 29명이며, 평가예산은 57만
1,000유로로 ODA 예산의 0.07%을 차지한다. 최근 성과평가에 대한 중요성
이 확산됨에 따라 일본의 ODA 평가 인력 및 예산은 증가추세다.86)

82) JICA 관계자 인터뷰(2017. 9. 26, 일본 도쿄).
83) OECD(2016), pp. 151-152.
84) OECD(2016), p. 153.
85) OECD(2016), p. 154.
86) OECD(2016), p.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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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일본의 ODA 평가체제

자료: OECD(2016), p. 151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JICA가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평가는 JICA 내 평가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평가부의 역할은 사업평가 계획 및 조율, 평가방법론 개발, 평가 관리 및 수행
등이다. JICA는 사업의 성과 개선 및 개발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사업을 실시하
기 전부터 실시한 이후까지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87) 사전평가
(ex-ante evaluation)의 경우, 사업부(operational department)가 개별적
인 기술지원사업 또는 차관 및 증여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88) 사후평가
(ex-post evaluation)의 경우 평가대상사업과 평가주체는 사업규모로 결정된
다. 10억 엔이 넘는 사업에 대해서는 외부 평가전문가를 고용하여 평가부서가
사후평가를 수행하고, 2,000만 엔 이상 10억 엔 미만의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해외지역사무소가 평가부의 지원을 받아 사후평가를 수행하고 있다.89) 또한
지역이나 지원분야, 지원방법 등 일정한 주제와 관련된 프로젝트에 대해 주제
87) JICA, 事業評価, https://www.jica.go.jp/activities/evaluation/index.html(검색일: 2017. 11. 17).
88) OECD(2016).
89) OECD(2016), p.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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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마련된 평가기준에 따라 주제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90)
영향력평가는 평가부 이외에 사업부와 JICA 연구소에서도 수행하고 있
다.91) JICA 본부에서 추진되는 영향력평가는 주로 사업부의 요청에 의해서 이
루어진다. 이 경우 평가부와의 협의를 통해 평가계획이 구체화되며, 실제 평가
는 사업부와 평가부가 협력하여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만약에 사업부
내 영향력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부의 도움 없이 사
업부에서 직접 추진하는 경우도 있다.92) 단 새롭게 도입되는 분야 및 형태의
사업에 대한 영향력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는 평가팀이 주도적으로 영향력
평가를 추진하기도 한다. 현재 JICA에서 민관협력(PPP: Public-Private
Partnership)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 평가부에서 PPP 관련 영향력평가를 주
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93) JICA 연구소는 주로 학술적인 목적을 가지고 연구
소에 배정된 연구예산을 활용하여 영향력평가를 추진한다.
이처럼 현재는 JICA의 영향력평가가 여러 경로를 통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
고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JICA는 모든 영향력평가를 사업부가 주도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94)
JICA의 영향력평가 예산은 사업에 따라 10만 달러부터 100만 달러로 다
양하게 나타난다.95) JICA 내 영향력평가는 많은 경우 사업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데, 이 경우 영향력평가를 위한 별도의 기금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
문에 대부분 프로젝트 예산 내에서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일부 사업의 경우에
는 JICA 본부에 마련된 공동운영비를 활용하여 영향력평가를 수행하기도
한다.96)
90) JICA, テーマ別の評価など, https://www.jica.go.jp/activities/evaluation/program.html(검
색일: 2017. 11. 17).
91) JICA, “Impact Evaluation Reports,” https://www.jica.go.jp/english/our_work/evaluation
/tech_and_grant/impact/index.html(검색일: 2017. 7. 6, 7. 14).
92) 현지 조사결과 JICA 평가팀은 주로 사업팀이 수행하는 영향력평가에 자문을 제공한다고 한다.
93) JICA 관계자 인터뷰(2017. 9. 26, 일본 도쿄).
94) JICA 관계자 인터뷰(2017. 9. 26, 일본 도쿄).
95) Pamies-Sumner(2015), p.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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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영향력평가 사례분석97)
JICA의 포트폴리오에서 인프라 사업의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대부분의
영향력평가가 인프라 사업을 대상으로 추진되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아시아에
지원된 관개시설 건설사업 4건에 대한 영향력평가를 들 수 있다.98) 인프라 사
업의 경우 무작위통제실험법을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JICA는 자연실험이나
준실험적 방법(이중차이법, 성향점수매칭, 불연속회귀모형)을 활용하여 관개
사업의 영향력을 파악하였다(표 3-6 참고).99)

표 3-6. 관개시설 관련 사업에 대한 시범 영향력평가

국가

사업명

사업의 영향력
(농업생산량 제외)

방법

태국

파사크 관개사업

-

이중차이법

필리핀

보홀 관개사업

사회적 자본에 대한 영향력

성향점수매칭*

인도네시아

3차 소규모 관개사업

쌀 강화시스템(SRI) 도입의

불연속회귀모형

영향력

/성향점수매칭

사회적 자본에 대한 영향력

자연실험

스리랑카

왈라베 좌안 관개시설 개선 및
확장 사업

주：*실제 영향력평가에서는 이중차이법을 활용하였음.
자료: JICA(2011), p. 56.

이 연구에서는 ‘필리핀 보홀 2차 관개사업(Bohol Irrigation Project
Phase 2)’에 대한 영향력평가 사례를 소개한다. 이 사업은 JICA의 지원으로
1999년부터 2008년까지 필리핀 보홀 지역에서 실시된 관개 인프라 사업이다.

96) JICA 관계자 인터뷰(2017. 9. 26, 일본 도쿄). 공동운영비는 JICA 내부에 공동으로 마련된 예비비
성격의 재원이며, 사전 신청 및 승인 절차를 통해 활용할 수 있다.
97) 사례의 내용은 JICA(2012)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98) JICA(2011), p. 56.
99) JICA(2011), p. 56.

78 • ODA 성과평가 개선방안과 정책과제: 영향력평가를 중심으로

보홀 2차 관개사업은 보홀관개시스템(BIS: Bohol Irrigation System) 구축
및 카파야관개시스템(Capayas Irrigation System) 확장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1999년부터 2008년까지 필리핀 보홀 북부지역에 바용간 댐
(Bayongan Dam), 운하, 배수로 및 농수로 건설과 농지 정리를 통해 농업생산량
증대 및 농가소득 향상을 꾀하였다. 총사업비용은 76억 5,300만 엔이며, 이 중
JICA 차관으로 60억 1,400만 엔이 제공된 대규모 사업이다. 이 영향력평가는
대규모로 추진되는 관개인프라 개발사업의 다면적인 영향력을 보다 엄밀
하게 추정하여 향후 유사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을 얻기 위해서 수행되었
다.100)
보홀 지역은 관개사업 전에는 천수에 의존하여 농사를 지었으나 사업 후에
는 관개에 의한 농업으로 전환되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 영향력평가에서는 관
개사업이 수혜자의 경제적 및 비경제적 활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표 3-7 참고). 평가방법은 사업이 실시되지 않은 지역을 대조군으로 설정하
고, 기초선 및 종료선 설문조사를 활용하는 이중차이법(DID)이 사용되었
다.101) 대조군은 관개사업 수혜지역과 수문학(관개사업의 타당성),102) 농경
학(관개농업의 가능성)103) 및 사회경제적 요소(관개가능지 활용력) 측면에서
유사한 특성을 가진 인근 천수지역(rainfed areas)의 농부들로 선정하였
다.104)

100) JICA(2011), p. 56.
101) 2011년에 발표된 JICA의 연차보고서에서는 보홀 관개사업에 대한 영향력평가 방법으로 성향점수매
칭을 사용한다고 명시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이중차이법을 활용하여 영향력평가를 실시하였다.
102) 수문학적 유사성을 가진 대조군을 설정하기 위해 JICA와 NIA가 실시한 타당성 조사에 포함되었으나,
실제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천수지역을 대조군 후보로 설정하였다.
103) 농경학은 관개농업잠재력 또는 관개시설이 존재할 때 잠재적인 수확량에 의해 결정된다. 일차적으
로 근접한 유사한 지역을 대조군으로 설정하여 농업기후(agroclimate)조건이 비슷하며, 토양조건
역시 실험군과 대조군이 유사함을 확인하여 선정하였다.
104) JICA(2012),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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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영향력평가에서 활용한 지표
구분

주요 내용
관개지 한 구획당 투입(input of an irrigated parcel):
농업 현대화(agricultural modernization) 과정
관개지 한 구획당 산출(output of an irrigated parcel)

경제적 활동

관개지 한 구획당 소득(income of an irrigated parcel)
1인당 농업 총소득
1인당 비농업 총소득
자산

비경제적 사회활동

마을 내 단체활동 참여
지역사회 내외 양자 정보교환 여부

자료: JICA(2012), pp. 1-3, pp. 27-28.

평가결과 수혜지역의 벼 수확량, 쌀 생산으로 인한 총수입, 소득 등이 천수지
역에 비해 높으며, 농업소득 및 일인당 가구소득, 농업 및 비농업의 자산가치
역시 천수지역에 비해 수혜지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 현대화도 관개
시설을 도입한 지역에서 더 잘 이루어지고 있었다. 관개시설을 활용하는 수혜
지역은 화학비료 사용량도 천수지역에 비해서 많고, 신품종 쌀을 도입하여 재
배하였으나, 천수지역의 경우에는 원래 재배하던 품종의 쌀을 재배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표 3-8 참고).
수확량의 변화는 천수지역이 관개시설을 활용하는 지역에 비해서 크게 나타
나며, 특히 가뭄이 발생하는 계절의 수확량 변동이 두드러졌다(표 3-8 참고).
비경제활동에 대한 영향력평가결과 관개사업으로 인해 단체활동에 대한 참
여도가 높아지고 가뭄기에 물 스트레스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혜지역 중에서도 관리활동에 대한 주민 참여율이 낮을 경우에는 높은 지역에
비해 물 스트레스의 발생빈도도 높고, 쌀 생산량 및 쌀 생산을 통한 소득증대
정도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민 참여율이 낮을 경우 공정한 물 사용
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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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관개인프라사업이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력평가결과
관개지역
(수혜지역)

천수지역
(비수혜지역)

논 수확량(Paddy Yield)2)

2.3t/ha

1.3t/ha

농업 현대화: 화학비료 사용

53.75kg/ha

34.25kg/ha

전기 활용

0기와 1기 활용

쌀 생산으로 인한 총수입

37,448페소/ha

19,319페소/ha

쌀 생산으로 인한 총비용

19,536페소/ha

12,063페소/ha

쌀 생산을 통한 소득

17,912페소/ha

6,609페소/ha

0.42

0.62

14,144페소/ha

4,705페소/ha

구분

농업 현대화: 신품종 쌀(하이브리드 쌀) 재배 여부

바란게이지역 평균생산량 대비 산출량 변화
경제적
활동

1)

농업소득
일인당 농업소득

2,836페소/ha

2,291페소/ha

일인당 비농업소득

5,125페소/ha

6,611페소/ha

일인당 가구소득

10,635페소/ha

8,905페소/ha

농업자산가치

5,820페소/ha

1,862페소/ha

비농업자산가치

8,133페소/ha

6,037페소/ha

총자산가치(축산 제외)

11,306페소/ha

7,899페소/ha

축산 자산가치

3,297페소/ha

6,999페소/ha

주: 1) 경제적 활동에 해당하는 평가결과는 1~4기까지의 값을 평균치로 제시.
2) 관개지역의 경우에도 가뭄과 홍수가 존재하는 2기와 4기에 논 수확량에 해당 자연재해의 부정적인 영향을 피할
수 없었음.
자료: JICA(2012), pp. 1-3, pp. 27-28.

결과적으로 보홀 2차 관개사업은 관개시설 활용을 통한 쌀 생산량 증가로
인해 더 높고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됨으로써 수혜지역 농부들의
생계를 상당 부분 향상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물 사용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개시설사용자연합(IA: Irrigators'
Association)과 지역사회의 단체활동 관리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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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영향력평가 도입을 위한
주요 쟁점

1. 평가성 (Evaluability) 사정
2. 평가방법 설계
3. 평가결과 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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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에서는 우리나라의 ODA 성과평가에서 영향력평가 도입을 위한 주요
쟁점을 정리한다. 첫 번째 쟁점은 영향력평가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평가성
사정에 관한 것이다. 다음으로 영향력평가의 목적, 사업특징, 평가환경 등을 고려
하여 평가방법을 결정하는 방식과 주요 평가방법의 쟁점을 설명하였다. 무작위
통제실험이 가장 엄밀한 영향력평가방법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개발협력사업의
특성상 모든 사업의 영향력평가에 무작위통제실험을 적용할 수 없고, 평가질문,
사업의 특성 및 분야, 평가환경을 고려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영향력평가의 결과를 환류하여 실제로 정책 수립에 기여하기 위한
주요 방안을 정리하였다.

1. 평가성(Evaluability) 사정
영향력평가는 대개 상당한 예산과 인력, 그리고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
에 모든 사업에 영향력평가를 적용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앞서 살펴본 미국, 영국, 세계은행과는 달리 아직 개발협력 평가 경험과
전문성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영향력평가에 대해 다양한 원조이해관계자 차원
의 이해 및 인지도 역시 낮은 상황이다. 따라서 영향력평가를 본격적으로 도입
하기에 앞서, 영향력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적절히 선정하여 시범적
으로 도입한 후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는 접근이 현실적이다. Leeuw and
Vaessen(2009)는 영향력평가를 실시하기에 적절한 경우와 적절하지 않은 경
우를 [그림 4-1]과 같이 구분한다.
[그림 4-1]에서 나타났듯이 특히 평가대상사업이 얼마나 평가성(evaluability)이 있는지를 사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실 평가성은 영향력평가
뿐 아니라 모든 형태 및 방법을 따르는 평가에서 사전적으로 파악되어야 할 요
소이다. 평가성이 충분하지 않는 사업을 억지로 평가한다면 해당 평가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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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영향력평가의 적절성 판단

영향력평가가 적절할 때

영향력평가가 부적절할 때

▪ 영향력평가를 통해 얻고자 하는 정보(사업 성공여부, 관련 교훈,

▪ 다른 방식의 평가로 의사결정에 보다 유용한 정보를 도출

투명성 제고, 비용효과성 등)에 대해 명확한 수요가 있을 때

▪ 평가성 사정 결과에 따르면 영향력평가를 실시할 만한 정치적,
기술적 상황, 예산, 인력이 적절할 때
- 명확한 목표 및 온도가 있고, 시점이 타당하고 핵심이해관계자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때
- 대안 및 제약요인 검토 후 명확한 평가계획이 도출 가능할 때
- 사업특징과 배경, 데이터에 대한 수요, 평가 수행에 필요한 충분

할 수 있을 때

▪ 복잡한 영향력평가 방법론 개발과 활용에 과도한 예산이
필요할 때

▪ 정치적, 기술적 한계와 예산/인력 제약으로 신뢰성, 정합성
있는 정보 도출이 불가능할 때

▪ 정치적 이유 등으로 평가결과가 활용되지 않거나 악용될
가능성이 있을 때

한 예산/전문성이 준비되었을 때

자료: Leeuw and Vaessen(2009), pp. 47-48.

도출된 결론, 제언 역시 연관성이나 유의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OECD 개발원조위원회에서는 평가성을 ‘개발사업이 신뢰성 있고 체계적인 방
법으로 평가될 수 있는 정도’로 정의한다. Davies(2013)는 평가성 사정을 위
해 검토할 사항을 원칙적 측면과 실제 적용단계에서 파악해야 하는 내용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즉 첫째, 원칙적으로는 사업계획 차원에서 평가할 만한지
현재의 사업논리(intervention logic)를 검토하고 둘째, 실제 이행 시에는 평
가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접근성, 평가가 가능한 제도적 환경 및 역량 조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105)
평가성 사정은 언제 실시하느냐에 따라 목적과 중점적으로 검토할 항목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사업 초기단계에는 사업논리 등 사업 구성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사업 구성의 평가성에 초점을 둔다. 반면 평가를 실시
하기 이전단계에는 적절한 평가가 가능한 제도적 환경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평가시점을 연기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한다(표 4-1).

105) Davies(2013),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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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평가성 사정의 목적별 중점검토 항목, 시기, 결과
평가성 사정의 주요
목적
사업논리 개선
성과관리계획 개선

중점검토항목
- 사업계획의 적절성
- 데이터의 접근성 및 품질

평가성 사정시기
사업 초기
: 계획 승인 이전
사업 초기
：성과관리계획 승인 이전

- 적절한 평가가 가능한 제

- 평가 실시 직전

도적 환경
평가계획에 필요한
정보 획득

성과관리시스템 개선

시의 용이성
- 평가시점에 대한 의사
결정

- 데이터 접근성 및 품질
- 적절한 평가가 가능한 제

사업계획의 적절성 개선

- 해당 시점에서 평가 실

- 데이터의 접근성 및 품질
평가시점 결정

결과물

- 평가 질문, 방법, 예산/
- 평가 실시 직전

도적 환경

인력, 전문성에 대한 의
사결정

자료: Peersman, Guijt, and Pasanen(2015), p. 5.

영향력평가에서는 특히 원조기관의 지원으로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를 파악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이 측정된 변화의 원인인지에 대한 인과관계의
파악이 핵심이다. 이러한 영향력평가의 특징을 고려할 때 평가성 사정을 위해
서는 현실성(plausibility), 실시 가능성(feasibility), 유용성(utility)에 대한
세 가지 핵심 질문을 확인해야 한다.106)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확인하면서 앞
서 제시한 사업논리의 적절성, 평가에 도움이 되는 제도적 환경, 관련 정보의
접근성 및 품질 등의 이슈를 파악할 수 있다: 첫째, 영향력에 대한 기대가 현실
적인가? 둘째, 영향력을 파악하거나 측정할 수 있는가? 셋째, 영향력평가가 유
용하게 활용될 것인가?
먼저 영향력에 대한 기대가 현실적인지 여부는 사업논리가 적절하고 합당한
지를 검토하며 파악할 수 있다. 영향력평가를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사업활동
을 통해 의도하고자 하는 사업 성과(outcome)와 영향(impact)이 발생할 수
있어야 한다. 사업논리를 통해 성과/영향이 발생할 수 있을지를 확인하는 과정
106) Dunn(2008), p. 1.

86 • ODA 성과평가 개선방안과 정책과제: 영향력평가를 중심으로

에서 사업내용을 재구성하거나 성과, 영향에 대한 목표치를 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다. 영향력평가의 현실성을 보기 위해 사업논리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어떤 내용을 어떤 시점에서 평가할 것인지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예
를 들어 지원논리가 제대로 구성되지 않은 경우 억지로 영향력평가를 추진하기
보다는 사업효과성이 보다 높아질 수 있도록 방향을 조정하고 사업추진과정을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 영향력평가의 현실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요 이해
관계자들이 사업의 구성과 지원논리에 대해 같은 이해를 해야 하고, 사업활동
과 계획한 영향 간의 논리적 연계성이 있어야 한다. 사업 지원논리의 적절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세부 체크리스트는 [표 4-2]와 같다.

표 4-2. 평가성 사정을 위한 지원논리 적절성 체크리스트
항목

체크리스트
1. 사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명확히 나타나 있는가?
2. 사업 추진의 근거가 확실한가?

지원의 타당성

3. 해당 사업이 수원국 정부/공여기관 전략에 부합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있는가?
4. 사업활동기간 내에 목표 달성이 가능한가?
5. 사업 구성에 재원 제공기관이 기대하는 활동 및 성과가 포함되어 있는가?
1. 사업목표와 의도하는 파급효과가 타깃그룹의 수요에 부합되는가? 타깃그룹의 수요

수혜자

분석이 명확한가?
2. 수혜자 그룹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가?
3. 소외그룹 및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룹이 명시되어 있는가?
1. 변화이론이 존재하거나 도출될 수 있는가? 투입, 활동, 산출물, 성과, 영향과 상호 인
과관계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는가?
2. 핵심 이해관계자 사이에 변화이론에 대한 합의가 어느 정도인가?
3. 각각의 사업구성내용(components)간 복합적인 상호관계가 있는가? 상호관계가

변화이론 혹은
PDM

의도한 사업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예측되어 있는가?
4. 투입, 산출물, 성과, 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론이 제시되어 있는가?
5. 변화이론 중 가장 불명확한 인과관계, 혹은 사업 성공에 필수적인 인과관계로 영향
력평가가 필요한 부분이 파악되는가?
6. 사업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지만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관계자
의 역할에 대한 가정이 명확한가?

자료：Ibid.,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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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에 따라 사업활동을 통해 의도하는 성과와 영향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즉 명확한 인과관계가 파악되면 영향력평가를 추진한다.
지원의 타당성, 지원논리와 수혜자 분석이 불충분하거나 일관성이 부족하지만
아직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경우, 영향력평가를 바로 실시하기보다는 보완의 노
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먼저 부족한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고 기대하는 성과/영
향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목표하는 성과와 영향을 상세히 정리하고 성공
의 핵심 요인을 파악해야 한다. 사업목표가 불명확한 경우일지라도, 영향력평
가가 반드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사업목표가 초기에 설정되지 않은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비목표성 평가(goal-free evaluation)’에서는 사업목표 달성
여부보다 타깃그룹의 개발수요가 얼마나 반영되었는지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둔다.107) 하지만 이러한 경우 매우 체계적이고 심도 깊은 수요조사(needs
assessment)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만약 지원논리상의 미흡한 점이 용이하게
해결될 수 없거나 해결 가능하다고 해도 너무 늦게 해결된다면 영향력평가를 수
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무리하게 영향력평가를 실시한다 할지라도 본래 의도
한 영향을 파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영향력평가 대신 사업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거나 이행과정을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
두 번째 핵심 질문은 영향력을 측정하는 것이 얼마나 실현 가능한가(feasibility)
여부이다. 평가에 필요한 중요하고 가치 있는 정보가 얼마나 측정 가능한지, 제대
로 된 영향력평가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양질의 데이터가 접근 가능한지, 충분한
예산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실시 가능성이 좌우된다. 평가대상사업의 성격에 따라
인과관계를 추적하기 위한 표본추출방법, 표본의 크기, 기초선 자료, 실험군 및
대조군 선정 등의 평가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107) Mathison(2005, p. 177)에 따르면 ‘비목표성 평가’는 평가이론가인 스크리븐(Michael Scriven)이
처음 도입한 평가방법론이자 유형이다. 스크리븐은 ‘평가는 해당 사업이 목표로 한 것보다는 실제로
해당 사업이 무엇을 했는가를 검토하는 데 가치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여기관이나 공여국 관
리자가 강조하는 사업목표보다는 수혜자의 수요와 우선순위를 해결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데 초점
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업의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수혜자의 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
요하다는 접근이기 때문에 면밀한 수요분석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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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질의 데이터를 수집, 취합하는 데 필요한 역량, 예산 및 시간이 부족하다면
데이터 부족 혹은 편향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다시 불충분한 정보에 기
반한 의사결정의 문제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영향력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것
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평가성 사정을 통해 적절하고 타당한 평
가방법의 도출이 가능하며, 이를 이해관계자에게 적절히 설명하면서 추가적인
장애요인을 해결해나갈 수 있다. 영향력평가를 실시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결정
하는 데 중요한 데이터의 접근성과 품질에 대한 타당성 체크리스트는 [표 4-3]
과 같다.
마지막으로 영향력평가의 유용성 및 활용 여부(utility)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영향력평가는 용도와 활용주체가 명확하고, 평가를 통해 유용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때만 실시되어야 한다. 대규모 예산과 시간을 투입하여 영향력
평가를 실시하였지만, 결과가 제대로 원조사업에 피드백, 활용되지 않는 경우
도 많다. 영향력평가에 투입할 수 있는 가용예산과 전문성 있는 인력 여부, 그
리고 영향력평가의 실시 시점과 목적에 따라 활용도는 달라질 수 있다. 공여기
관, 수원국 정부, 수혜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따라 영향력평가에서 기대하
는 정보는 다르기 때문에 영향력평가는 다양한 정보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계
획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정확하게 어떤 이해관계자가 어떤
정보를, 언제, 어떤 용도로 원하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해관계자가 영
향력평가에서 참여적 접근, 평가디자인상의 체계적 방법 등 어떤 접근을 중시
하는지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해관계자의 정보수요와 기대에 따라 평가시
기, 수집하는 데이터의 종류,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방법, 결과 공유의 경로가 달
라질 수 있다. 한편 충분한 수요가 없거나, 결과가 의사결정에 활용될 여지가
제한적이거나, 핵심 평가질문에 대해 이해관계자 사이의 합의가 부족하거나,
관련 데이터가 부족하여 신빙성 있는 근거가 확보되기 힘들거나 하는 경우 영
향력평가의 결과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을 수 있다. 영향력평가의 유용성 혹은
활용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이해관계자, 평가 목적 및 용도, 핵심 평가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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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평가성 사정을 위한 실시 가능성 체크리스트
항목
관련 자료

체크리스트
1. 관련 자료가 접근 가능한가? 추가 정보나 확인이 필요하다면 자료 작성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가?
1. 중간평가, 과정평가 등 과거에 실시한 평가가 있는가? 영향력평가와 연관성이 있고 기
초선 자료 등으로 활용 가능한가?

과거 실시한 평가

2. 과거 평가의 장단점이 무엇인가?
3. 원데이터(raw data)가 접근 가능한가? 표본이 명확하고 구분 가능한가? 데이터 수집
수단이 존재하는가?
1. 기존 데이터는 어떤 것이 있는가? 접근 가능한가?(모니터링 데이터, 관련 국가 통계,
해당 사업 혹은 유사 사업에 대해 과거 실시한 과정/성과/영향력평가 데이터)
2. 관련 데이터가 존재한다면:
- 담당자/기관이 연락 가능하고 영향력평가에 협조할 수 있는가?
- 핵심 수혜그룹에 대한 데이터가 접근 가능한가?

핵심 평가 질문을
위한 데이터 접근성

- 변화이론의 핵심 요소에 부합되는 표준화된 측정지표가 있는가?
- 중요한 정량/정성적 지표에 필요한 데이터가 접근 가능하거나 수집되는 중인가?
- 데이터 품질이 검증 가능한가? 원자료, 표본추출과정, 데이터 수집수단이 접근 가능
한가?
- 평가대상사업의 목적, 핵심 수혜그룹에 대한 데이터가 성별, 연령대별, 인종별로 분리
가능한가?
- 기초선 자료가 부재하다면 양질의 데이터 수집에 대한 합리적인 계획이 있는가?
1.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데 가능한 전략/제약 요인이 존재하는가? 실험적, 준실험적, 비

인과관계

실험적 방법론을 적용할 만한가?
2. 동일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성과/영향에 대해 해당 사업의 기여 정도를 구분하여 파악
하는 데 방해가 되는 다른 사업이 추진되었는가?
1. 기존 M&E 체제를 활용하여 영향력평가와 관련 있는 양질의 데이터가 도출 가능한가?

모니터링 및
평가역량

2.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위한 역할 및 책임이 명확한가?
3. 활용 가능한 M&E 체제를 구축하고 유지하기에 예산이 충분한가?
4. 데이터가 접근 가능하지 않을 때 기존 인력과 시스템을 통해 데이터 수집이 가능한가?
데이터 수집을 위한 역량평가가 있었는가? 필요 시 역량 강화 노력이 있었는가?

자료：Ibid., p. 17.

(KEQ: Key Evaluation Questions)108) 및 평가방법에 관한 [표 4-4]의 체크
리스트로 확인 가능하다.

108) ‘핵심 평가질문’(KEQ)이란 해당 평가를 통해 궁극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최종적인 정보에 대한 상
위질문(high-level questions)으로, 면담 대상자 혹은 설문조사를 통해서 파악하고자 하는 하위 개
념의 평가질문과는 다른 개념이다. 평가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 KEQ를 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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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평가성 사정을 위한 활용도 체크리스트

항목

체크리스트
1. 영향력평가를 추진하기 시작한 주체와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가?
2. 영향력평가의 핵심 이해관계자는 누구인가? 각각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한가?

이해관계자

3. 핵심 이해관계자가 평가과정에 관여하고자 하는가? 반발이나 제약이 있는가?
4. 핵심 이해관계자는 유용하고 믿을 만한 영향력평가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예산/인
력의 필요성을 이해하는가?
5. 과거 평가경험으로 인해 이해관계자의 평가에 대한 참여, 관심이 영향을 받는가?
1. 영향력평가의 주요 목적은 무엇인가? 이해관계자 사이에 시각과 수요의 간극이 큰
가? 그로 인해 평가과정에 부정적 영향이 올 수 있는가? 해결 가능한가? 다양한 정
보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가?
2. 영향력평가가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가? 어떤 주체, 어떤 의사결정
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

평가 목적과 용도

3. 이해관계자별로 영향력평가의 용도에 대해 어떤 기대를 하는가? 주요 활용주체가
누구인가? 다른 시각이 존재하는가? 용도에 대한 기대가 현실적인가?
4. 이해관계자에 대한 결과 공유는 평가의 종료시점에 이루어지는가? 혹은 평가과정
의 전 단계에 참여하는가?
5. 평가결과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메커니즘/전략(결과 공유 워크숍 등의 채널)이
존재하는가?
6. 잠재적인 부정적 결과를 관리하기 위한 논의가 있었는가?
1. 평가대상사업의 목적에 대해 이해관계자간 합의가 있는가? 혹은 이해관계자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항목에 차이가 있는가?
2. 핵심 평가질문이 명확히 도출되었는가? 영향력평가에 적합한가? 핵심 평가질문에
대한 합의가 있는가? 합의가 없다면 조정 여지가 있는가?

핵심 평가질문,
평가방법

3. 평가대상사업의 구성, 영향력평가를 위한 가용데이터 및 예산/인력을 고려할 때 핵심
평가질문이 현실적인가? 아니라면 변화이론을 활용하여 가장 중요하거나 혁신적인
인과관계를 도출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가?
4. 이해관계자별로 영향력평가 방법에 대한 기대나 관심이 유사한가? 해당 영향력평
가 방법이 핵심 평가질문, 데이터 접근성, 사업 및 평가 시점, 가용예산을 고려할 때
적절한가?

자료：Ibid., p. 15.

활용도 체크리스트를 확인한 후 영향력평가에 대한 목적과 수요가 명확하
고, 핵심 평가질문에 대한 합의가 있으며, 결과 공개 및 활용, 부정적 결과 관리
계획에 대한 전략이 있거나 마련 중이면 영향력평가를 추진할 수 있다. 만약 이
해관계자간 시각과 기대가 다르지만 영향력평가로 충분히 충족 혹은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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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 그리고 평가예산, 기간 대비 핵심 평가질문의 수가 지나치게 많더라도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고 영향력평가로 해결할 수 있다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약간의 준비작업 후 영향력평가를 추진할 수 있다. 반면 영향력평가에 대한 관
심과 수요가 부족하고, 의미 있고 유용한 영향력평가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협
상이나 조정을 하는 데 제도적 환경이 적절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향력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영향력평가 이행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에는 평가 시점 및 예산, 조정
메커니즘, 평가윤리, 위험관리 등이 있다(표 4-5 참고). [표 4-5]의 체크리스트
는 모든 영향력평가 이행 시 고려해야 하지만, 영향력평가가 이른 시일 안에 시
행되는 경우 반드시 사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표 4-5. 영향력평가 이행 관련 체크리스트
항목

체크리스트
1. 평가대상사업의 기간, 규모, 체계성을 고려할 때 영향 파악과 유용한 교훈이 기대할
만한가?
2. 계획된 영향력평가기간 동안 정권변화, 계절변화 등 타당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평가 시점 및 예산

외부환경적 요인이 존재하는가?
3. 영향력평가에 필요한 예산, 기간은 충분한가?
4. 적절한 전문성을 가진 평가자가 있는가?
5. 영향력평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대상사업 범위 확대계획이 있는가?
1. 영향력평가에 관여해야 하는 수혜자, 공여기구, 정부부처, NGO, 연구기관이 어디

조정 메커니즘

인가?
2. 조정 메커니즘이 가능한가? 이에 대한 논의 및 합의가 있었는가? 역할 및 책임 분담
이 명확한가?
1. 어떤 평가윤리 이슈가 있는가? 확인 가능한가? 시의적절하고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가?

평가윤리

2. 평가윤리로 인해 어떤 제약이 발생할 것인가?
3. 평가윤리 관련 가이드라인이 있는가? 윤리와 관련해 발생하는 이슈는 어떻게, 누가
해결할 것인가?
1. 치안 및 날씨 등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요인이 확인, 논의되었는가? 영향력

위험관리

평가에 협조해줄 수 있는 주요 이해관계자, 담당직원이 해외파견 등으로 부재하지
는 않은가?

자료：Ibid., 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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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 체크리스트와 이행 관련 체크리스트의 결과에 따라 평가 가능, 조정
후 가능, 평가 불가와 같은 세 가지 방향의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평가디자인
측면에서, 그리고 이행을 위한 실무적 측면에서 유용하고 신뢰성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환경이면 영향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데이터가 불충분하거
나 원활한 현지 조사가 힘들거나 역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즉각적인 영향력평가
수행보다는 문제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기존 M&E 시스템을 강화하고 영
향력평가를 위한 추가예산을 투입하는 한편 외부전문가를 활용하는 등의 조정
및 개선 절차를 거친 후 영향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역량, 예산, 시점 및 위험
측면에서 많은 제약요인이 존재할 때는 영향력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편이 바람
직하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영향력평가를 실시하기보다는 역량 개선 및 데
이터 품질 개선 등을 위한 대규모 예산 투입 및 제도적 개선 노력이 사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영향력평가의 평가성 사정은 원조기관 내 성과관리 차원에서 실시할 수도
있지만 사업담당자보다는 외부 독립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평
가성 사정과 이에 따른 영향력평가는 별도의 독립기관에 발주하여 이해관계 충
돌을 방지해야 한다. 평가성 사정은 한 사람 이상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 특
히 복잡다단한 사업이거나 많은 이해관계자가 있을 경우, 여러 명의 검토자가
참여하여 역할분담을 통해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는 한편, 복합적인 쟁점을 확
인해야 한다. 평가성 사정은 문헌분석만으로는 힘들며 인터뷰, 토론, 주요 이해
관계자 미팅을 함께 실시해야 한다. 예산이 충분한 경우 대상사업지 방문을 통
한 조사가 가장 이상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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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방법 설계
가. 평가방법 설계 시 고려사항
평가성 사정을 통해 평가 여부를 결정한 후에는 평가방법을 선택하고 구체
적인 평가방법을 설계하는 것이 다음 순서이다.109) 영향력평가의 주요 방법은
실험적 방법과 준실험적 방법이 있는데, 평가 목적과 환경, 사업특징들을 고려
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을 설계하는 것은 영향력평가의 핵심이다.
Baker(2000), Rogers et al.(2015), Stern et al.(2012) 등은 영향력평가

그림 4-2. 영향력평가방법 선택 시 고려요인

자료: Rogers et al.(2015); Baker(2000); Stern et al.(2012) 참고하여 저자 작성.

109) 일반적으로 평가성 사정단계에서 가능한 평가방법을 검토하고, 평가방법 가능 여부에 따라 평가성 사정
결과가 달라지기도 하는 등 평가성 사정과 평가방법 설계는 초기단계에서 동시에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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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요 방법들 중에서 특정한 평가방법을 선택하고 구체적인 평가방법을 설계
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제시하고 있다.110) 이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영향력평가 디자인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요인은 예산 및 시간 제약, 평가대상사
업, 평가환경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그림 4-2 참고).
먼저 시간 및 예산 제약조건은 평가방법 설계 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한다. 영향력평가의 주요 방법 중 실험적 방법의 경우에는 사업이 시작되기 전
에 미리 평가설계를 진행하고 사업 시행 전에 기초선 조사(Baseline)를 완성해
야 한다. 실험적 방법 중 무작위통제실험과 준실험적 방법 중 이중차이법과 같
은 방법은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수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사
업의 효과를 측정해야 하는데, 이때 사업이 모든 수혜자에게 시행되고 모두에
게 충분한 효과111)를 낼 때까지 시간적으로 여유 있게 평가를 디자인해야 한
다.112) 예산 측면에서 무작위통제실험은 직접 설문조사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
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반면 준실험적 방법은 가구설문, 인구조사
설문 등 기수집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절약된다.113) 따라
서 주어진 평가 시간과 예산을 고려하여 평가방법을 설계하는 것이 현실적
이다.
평가대상사업의 시행단계와 지원방식도 평가디자인 선택에 중요한 고려
요소이다. 특히 평가설계시점에서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에 따라 평가
디자인이 달라진다. 사업 기획과 평가가 사업 시행 이전에 동시에 진행된다면,

110) Baker(2000)은 영향력평가 디자인을 설계할 때, 평가 질문과 시간 및 예산적 제약, 시행역량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Rogers et al.(2015)는 자원 제약, 평가대상, 평가환경 등을 고려하여
평가디자인을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11) 사업 이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효과성 측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기준
은 사업마다 다르겠지만, Grossman(1994)는 사업 시행 이후 12~18개월 후에야 비로소 사업의 효
과성을 면밀히 평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단기장학금사업과 같은 경우 이보다 짧은 시간 안
에 영향력을 측정하여야 시간의 경과에 따라 효과가 사라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반면 도로와 댐
같은 대형 인프라 건설사업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사업의 영향력이 발생하는 데 수년이 걸릴 수도 있
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평가디자인을 선택해야 한다.
112) Baker(2000), p. 24.
113) Rogers et al.(2015), pp.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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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이전에 기초선 조사를 실시하고 시간차를 두어 실험군과 대조군에 대해
사업을 시행하는 등 실험적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평가설계시점에 이
미 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되었고 사후적인 영향력평가방법을 써야 한다면, 성
향점수매칭과 같은 준실험적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114) 사업의 지원
방식도 영향력평가방법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인도주의적 사업을 포함한 일
부 개발사업의 경우 윤리적 및 정치적 이유로 무작위실험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115) 또한 인프라사업과 같은 대형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의 수혜
군과 비수혜군을 무작위로 나누는 것이 불가능하고, 사업의 수혜 여부도 통제
하기 어렵기 때문에 무작위실험이 불가능하다.116) 이 경우에도 준실험적 방법
을 통해 영향력을 측정하는 방식이 널리 쓰이고 있다.
평가환경도 고려해야 하는 요소 중 하나이다. 평가환경은 평가목적과 평가

표 4-6. 평가목적에 따른 영향력평가방법
세부 평가목적

평가질문

필요요건

귀속성(Attribution)

사업이 영향력을

단일사업과 영향력에

분석

발생시켰는가?

대한 분석 필요

사업이 영향력에 얼만큼

여러 사업에 대한

기여했는가?

데이터 필요

Apportioning 분석

영향력평가방법
- 무작위통제실험
- 불연속회귀분석
- 성향점수매칭
- 회귀분석
- 구조방정식 모델

- 변화이론(Theory of Change)
설명(Explanation)

사업이 영향력에 어떻게
기여하였는가?

에 기반한 과정 분석

- 다양한 모델의 RCT

- 사업의 여러 구성요소에 대한 - 과정평가
다각적 시도

이 사업이 다른
일반화 또는 사업확산 곳에서도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가?

- 사업 수행 환경분석
- 다양한 수행지역에 대한 분석

자료: Rogers et al.(2015), table 3.1 기반으로 저자 작성.

114) Gertler et al.(2016); Baker(2000), p. 25.
115) Puri et al.(2015), pp. 9-11.
116) Cameron, Shah, and Olivia(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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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국가/지역에서
RCT 수행
- 정성적 분석

수행체제 등을 포함한다. 영향력평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사업과 영향력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지만, 인과관계를 기술하는 방식에 따라 귀속
성(Attribution), 기여도(Contribution), 설명(Explanation) 등으로 평가목적
을 세분화할 수 있다. 세부 목적에 따라 평가질문도 달라지고, 평가방법도 달라
질 수 있으므로, 평가의 세부 목적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표
4-6 참고).
마지막으로 영향력평가방법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는 개도국에서
의 평가수행체제이다. 영향력평가는 대부분 개도국 현지의 사업수행체제 및 개
도국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이루어진다. 특히 현지 평가수행기관의 평
가팀 구성은 영향력평가 성패의 핵심 요소이다. 우선 현지 사업수행기관 또는
평가수행기관에 영향력평가방법에 정통하고 평가경험이 풍부한 평가전문가가
있어야 하고, 데이터 수집 및 품질관리를 할 수 있는 관리자가 필요하며, 정부
및 공공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현지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가 필수적이
다.117)
위와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 평가방법을 선택한 이후에도, 평가자들은 유
연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평가방법을 검증해야 한다. 무작위실험의 경우 평가
수행단계에서는 특히 결과에 다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인들을 배재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사업이 수행되는 기간 동안 다른 개발사업
이 동시에 진행되는지 여부, 사업 수혜자들과 비수혜자들 간의 교류로 인한 파
급효과(spillover effect)가 발생하는지 여부 등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또
한 영향력평가를 통해 내린 결론들이 내적 및 외적 타당성(internal and
external threats)이 충분한지도 다각도로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118)

117) Baker(2000), p. 25.
118) Gertler et al.(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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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험적 방법
앞서 설명했듯이 전 세계적으로 널리 수행되고 있는 영향력평가방법은 무작
위통제실험법을 중심으로 하는 실험적 방법과 준실험적 방법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개발경제학자들은 이 중에서 무작위통제실험법이 가장 이상적인(gold
standard) Counterfactuals를 구축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 무작위통제실험
법은 사업 수혜자(실험군)와 비수혜자(대조군)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사업을 무
작위로 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119) 수혜자와 비수혜자가 무작위로 선택되
었기 때문에 실험군과 대조군은 평균적으로 같은 특징을 가진 복제집단으로 보
일 수 있고, 사업 수혜를 임의로 선택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선택편의(Selection
bias)가 통제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무작위통제실험법에 의한 영향력평가방법은 Rubin(1974)의 가상결과
모델(Potential Outcome model)에서 소개되었다. Rubin(1974)에 따르면,
무작위통제실험법은 개인  가 아닌 무작위로 선택된 실험군과 대조군의 평균
결과값을 비교하여 선택편의를 제거하고 평균 처치효과(Average Treatment
Effect)를 계산할 수 있다. 이를 수식으로 알아보기 위해, 개인  가 사업의 수혜
를 받았을 때 결과값을  (T는 treatment의 약자), 사업의 수혜를 받지 않았
을 때 결과값을  라고 가정하자. 영향력평가는 사업으로 인해 수혜자의 결
과값이 사업을 수혜받지 않았을 때보다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므
로, 개발사업의 개인  에 대한 효과성은    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똑
같은 개인 i 가 사업의 수혜를 받는 경우와 받지 않는 경우는 동시에 관찰할 수
없으므로, 개인단위에서 사업의 효과성은 측정할 수 없다. 이에 영향력평가에
서는 N명의 수혜군과 대조군의 평균 결과값을 비교하여 평균 처치효과를 측정
한다.
119) 무작위 추출(sampling)과 배정(assignment)은 각기 다른 과정인데, 일반적인 RCT에서는 무작위
추출과 배정이 모두 함께 쓰인다(Gertler et al. 2016, p.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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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4-1]

[식 4-1]에 Counterfactuals, 즉 실험군 사람들이 개발협력사업의 수혜를
받지 못한 가상의 결과값인      를 오른쪽 항에 더하고 빼주면, 식의 결
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정밀한 결과값을 얻을 수 있다.
          
                       
                  

[식 4-2]

[식 4-2]에서 첫 번째 항인       는 처치효과(Treatment effect)
이고, 두 번째 항인         는 선택편의가 된다. 이는 실제로 서
로 다른 실험군과 대조군의 그룹 평균값을 비교하게 되면, 개발협력사업의 효
과를 나타내는 처치효과와 함께 선택편의효과도 함께 측정하게 된다는 것을 수
식으로 증명해준다. 영향력평가에서 핵심은 이러한 선택편의를 제거하여 개발
협력사업의 효과인 처치효과만을 도출해내는 것이다.
무작위통제실험법은 선택편의를 가장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영향력평
가 방법이다. 실험군과 대조군을 무작위로 배정하기 때문에 개발협력사업의 수
혜 여부는 실험군과 대조군의 결과값인 Y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이
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 선택편의
가 0이 된다.
무작위통제실험법은 관찰 불가능한 변수에 의한 편의도 통제 가능하다는 장
점이 있다.120) 예를 들어 장학금(X)이 학생의 학교성적(Y)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를 측정하는 영향력평가가 있다고 하자. 학생의 학교성적을 결정하는
요인은 장학금 수혜 여부와 함께 관찰 불가능한 학생의 능력 또는 성격(Z)이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120) White(2013), p.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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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4-3]

[식 4-3]에서  는 학생 i 의 학교성적을 나타내고,  는 장학금 수혜 여부,
 는 학생의 능력을 말한다. 장학금 수혜가 학교성적에 미치는 평균 처치효과

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장학금 수혜집단의 평균 학교성적(       )과 비수
혜집단의 평균 학교성적(       )을 비교하면 된다.
                          
   （        

[식 4-4]

무작위통제실험법에서는         , 즉 실험군과 비교군의 평
균 능력이 같기 때문에 [식 4-4]의 두 번째 항은 0이 된다.
한편 무작위통제실험법은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실제 평가에서 활용하
는 데 어려움이 있다. White(2013)와 Barrett and Carter(2010)는 무작위통
제실험의 주요 쟁점들을 설명하고 있다. 무작위통제실험의 첫 번째 단점은 실
험이 과연 개발협력사업 평가환경에서 적절한가의 의문에 부딪힐 수 있다는 것
이다. 개발사업들은 대부분 필요한 수혜그룹을 대상으로 설계된다. 가장 필요
한 사람에게 적시에 필요한 도움을 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평가를 한다
는 이유로, 필요한 사람들을 무작위로 나누어 일부에게만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은 정치적 및 윤리적 문제에 부딪힐 수 있다.121) 많은 평가에서 시간차를 두
어 실험군과 통제군에 차례로 사업을 시행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때에도 어느 집단을 먼저 실험군으로 선택할지에 대한 윤리적 문제에 부딪힌
다.122)
두 번째로 무작위통제실험은 사업 시행 전에(ex ante) 설계를 미리 해야 하
기 때문에 시간 및 예산적 제약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의

121) Barrett and Carter(2010)는 개발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를 다양한 사례를 들어 설명
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Barrett and Carter(2010), pp. 519-522 참고.
122) White(2013), p.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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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은 현지 조사 및 서베이, 파일럿 조사 등으로 인해 평가예산이 사업 자체
예산보다 많아지는 경우가 있다. 예산제약을 이유로 실험군과 수혜군의 수를
줄일 경우 통계적 유의성이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실험군과 수혜
군의 수를 예산에 맞춰서는 안된다. 유효성 검사(Power Calculation)를 통해
실험군과 수혜군에 속한 집단의 크기, 최소한의 효과 크기, 통계적 신뢰성들을
고려하여 필요한 실험군과 수혜군의 수를 결정해야 한다. 더불어 실험군과 대
조군 사이에 사업의 파급효과(spillover effect)를 통제할 수 있도록 실험을 설
계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든다.
또한 무작위통제실험은 외적 타당성(external validity)이 취약하다는 비판
도 받고 있다.123) 이는 특정 집단에서 무작위통제실험의 결과가 유의미하게 나
타났다고 해서 이를 그 집단을 넘어서는 집단, 또는 인구 전체에 대한 보편적인
결과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무작위통제실험이 실시된 마을은 전 세계 어
떠한 마을과도 같은 상황이 아니다.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 효과가 입증된 사
업을 다른 마을 또는 국가로 확장시켜 실행할 경우에 파일럿 프로그램이 시행
된 마을과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 준실험적 방법
준실험적 방법은 Counterfactuals를 무작위실험이 아닌 계량기법을 사용
하여 정교하게 구성하는 방법이다. 보통 윤리 및 정치적인 이유로 무작위실험
이 불가능한 경우나 사업 초기에 평가설계를 하지 못하여 기초선 조사 데이터
가 부재한 경우, 인프라 건설과 인도주의적 지원과 같은 분야의 영향력평가에
서 널리 쓰인다.
최근 학계와 일부 공여국을 중심으로 무작위통제실험의 맹점에 대한 비판이

123) Acemoglu(2009); Ravallion(2009); Deaton(2010); 재인용: Barrett and Carter(2010), p. 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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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세지고,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완벽한 무작위통제실험’을 실시하는 것이 실
질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대두되고 있다.124) 3IE가 2016년에 발표한
영향력평가 메타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에 무작위통제실험의 건수가 정
점을 찍은 이후 무작위통제실험의 건수는 조금 줄어들었다. 이 보고서는 이에
반해 준실험적 방법에 의한 영향력평가는 감소폭이 무작위통제실험에 비해 작
다고 주장한다(그림 2-1 참고).125)
준실험적 방법은 무작위로 사업을 배정하여 대조군을 설정한 것이 아니라
계량기법을 사용하여 최대한 대조군에 유사한 비교군(Comparison group)을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과관계 측정 시 편의문제가 여전히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 때문에 무작위실험방법을 Counterfactuals 설정의 황금기준
(golden standard)으로 삼는 일부 학자들은 준실험적 방법을 통해 도출된
사업의 영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관측 가능한 데이터를 사용
하여 선택편의를 통제하는 성향매칭은 관측 불가능한 개인의 성향 등에서 여전
히 선택편의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준실험적 방법은 무작위통제실험법에 비해 비용 및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ADB, IDB, JICA 등 공여국들의 개발사업 영향력평가
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 특히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등
의 방법은 초기에 기초선 조사가 부재하더라도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사업이 이미 시작된 후에도 영향력을 평가할 수 있다.
영향력평가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준실험적 방법으로는 이중차이법(DID)
이 있다. 대표적으로 2014년 JICA가 잠비아에서 수행한 식수개발사업,126)
아르헨티나에서 수행한 식수민영화사업 등에 대한 영향력평가에서 DID를 활
용하였다. DID는 Ashenfelter(1978)에 의해 처음 소개된 이후 개발경제학에
124) Deaton(2010); Barrett and Carter(2010).
125) 3IE(2016), “Is impact Evaluation still on the rise?” http://blogs.3ieimpact.org/is-impactevaluation-still-on-the-rise/(검색일: 2017. 8. 30).
126) Shimamura et al.(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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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뿐만 아니라 계량경제학 전반에 걸처 널리 쓰이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사
업 전후(before-after)를 1차 차분(Difference)하고, 사업 시행 유무(with
and without intervention)를 2차 차분하여 두 단계의 차이를 측정한다고 하
여 이중차이법이라 불린다. 사업 실험군과 비교군을 대상으로 각각 사업 전후
차이( ∆ , ∆)를 측정하여 사업이 실시된 경우와 실시되지 않은 경우의 영
향력 차이( ∆  ∆ )를 비교하는 방식이다.

표 4-7. 이중차이법의 성과측정방법
구분

사업 전

사업 후

차이

실험군





∆    

비교군





∆    

차이

<이중차이>

∆∆  ∆  ∆

자료: 저자 작성.

DID는 관찰 가능한 변수와 관찰 불가능한 변수에 대한 실험군과 대조군 사
이의 차이를 허용하되, 사업이 성과에 주는 영향력은 두 집단에 똑같이 나타난
다는 것을 가정한다. 마찬가지로 외부효과에 의한 성과의 변화는 두 집단간의
특성 차이와 상관없이 똑같이 나타난다는 것을 가정한다. DID는 이미 존재하
는 패널데이터를 사용하여 손쉽게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위의 가정, 즉 사업의 효과가 실험군과 비실험군에 똑같이 나타날 수
있다는 가정이 틀릴 경우에는 DID를 사용하여 평가한 영향력에 편의가 있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Heckman and Smith(1999)는 사업 시행 전에 외부
효과에 의해 사업 수혜자들의 소득만 줄어들 경우, DID을 사용하여 사업의 성
과를 측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개발경제학자들
은 DID를 사용하여 사업의 영향력을 측정할 때 사업주기 이전의 패널데이터를
사용하여 실험군과 대조군 사이의 특성과 변화가 같다는 것을 증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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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력평가의 준실험적 방법 중 불연속회귀분석설계(RDD: Regression
Discontinuity Design)방법도 많이 사용된다. 이 방법은 실험군과 비교군 구
분 시 자격기준(eligibility criteria)이 적용되는 개발사업의 영향력평가방법
으로 적합하다. 예를 들어 개도국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해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가정할 경우, 장학금 수혜자 자격기준을 월 가계소득 50달러 이하
의 학생으로 정할 수 있다. 이때 월 가계소득 50달러의 학생들은 장학금 수혜
대상이 되는 반면, 월 가계소득 51달러의 학생들은 비수혜자로 분류될 수 있
다. 불연속회귀분석설계는 이러한 자격기준점을 중심으로 수혜자와 비수혜자
간의 장학금 수혜 이후 학업성적을 비교하여 사업의 영향력을 평가한다.
RDD에서 실험군은 자격기준을 가까스로 충족한 수혜자들이고, 대조군은
자격기준에 아깝게 미달한 비수혜자들이다. 이들은 장학금 수혜 여부를 제외하
고는 대부분의 특징이 비슷할 것이라고 가정한다. 실제로 위 예에서 월 가계소
득 51달러인 학생들과 50달러인 학생들은 가족환경, 교육에 대한 지출 등이 대
부분 비슷할 것이다.
그러나 RDD를 활용한 영향력평가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수혜자의 범위가 자격기준 바로 전후여서 국지적이라는 단점이 있다. 평균 처치
효과(Average Treatement effect)가 아닌 국지적 평균 처치효과(Local Average
treatment effect)이기 때문에, RDD를 이용하여 측정한 사업의 영향력이 전체
수혜자에게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RDD가 자격기준 전후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측
정한 영향력은 편의가 없고 엄밀하기 때문에, 실제로 개도국의 사업평가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 실제로 개도국의 사업평가에서 RDD가 사용된 사례는 많다.
아시아개발은행은 몽골의 사회복지프로그램의 영향력을 평가할 때 RDD를 활
용하였다. Buddelmeyer and Skoufias(2004)는 멕시코의 Progressa 사업
의 영향력을 평가할 때 RDD를 적용하여 무작위통제실험법을 사용한 영향력
평가와 비교하였다.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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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불연속회귀분석설계(Regression discontinuity design)

자료: J-Pal(2011), Impact Evaluation Workshop Program .

성향점수매칭법(PSM: Propensity Score Matching)도 영향력평가에 많
이 쓰인다. 성향점수매칭법은 ‘사업에 참여할 성향점수’를 기반으로 하여 비슷
한 성향을 가진 비수혜자를 수혜자의 대조군으로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성향
점수는 수식으로 표현하면 [식 4-5]와 같다.
    Pr     

       

[식 4-5]

[식 4-5]에서 Z는 통제변수로, 실험군과 비수혜자의 관찰 가능한 특성을 포함
한다. 성향점수매칭법은 Z를 통제하는 조건적 성향(conditional probability)
이 수혜자와 비수혜자 사이에 비슷하게 나타나며, 이를 기반으로 각각의 실험

127) Gertler et al.(2016), p. 90; Ravallion(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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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 대조군을 설정하여 실험군과 대조군 사이의 성과를 비교하여 사업의 영향
력을 측정한다.128) 성향점수매칭법을 사용한 대표적인 영향력평가 사례는 아
르헨티나 고용보험프로그램,129) 방글라데시 마이크로파이낸스프로그램,130)
ADB가 실행한 네팔 농업용수개발사업의 영향력평가131) 등이 있다.
성향점수매칭법은 개발협력사업을 무작위로 배정할 수 없는 경우와 사업 시
표 4-8. 영향력평가방법의 대조군 및 주요 쟁점
구분

방법론

대조군

주요 쟁점
ㆍ실험 중 임의적인 실험군 및 대조군 변
동, 프로그램 이탈자 양상의 차이, 호

실험적
방법

무작위통제실험

무작위로 사업의 비수혜자로

손효과(Hawthrone effect) 등의 실

구분된 참가자

험효과 등을 통제하기 위한 시간 및
비용이 큼.
ㆍ윤리적 문제
ㆍ사업이 없을 경우, 실험군과 대조군은

이중차이

비수혜자 중 사업 전후 데이터가

(Diff-in-Diff)

있는 개인

실험기간 동안 상태가 동일한 양상으
로 변해야 함.
ㆍ대조군과 실험군 사이의 특징 차이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경우 편의 발생

각 수혜자와 나이, 성별, 직업 등
준실험적
방법

성향점수매칭

관찰 가능한 특성이 비슷하여

ㆍ관찰되지 않은 변수가 결과에 영향을

사업에 참가할 가능성이 비슷한

미칠 경우 선택편의 발생

비수혜자
ㆍ수혜자격의 전후로 수혜군과 비수혜
불연속회귀분석

사업 수혜 자격기준에 미달하는

(RDD)

비수혜자

군이 정해지는데, 이 둘의 특징이 통계
적으로 같아야 함.
ㆍ수혜자격의 조작이 발생할 경우 편의
발생

자료: J-Pal(2013), “Impact Evaluation Methods: What are they and what assumptions must hold for each
to be valid?”

128) Rosenbaum and Rubin(1983).
129) Jalan and Ravallion(2003).
130) Duvendack and Palmer-Jones(2012).
131) ADB(2011), https://www.adb.org/sites/default/files/evaluation-document/35900/file
s/rie-nepal.pdf(검색일: 2017.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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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이전에 기초선 조사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 쓸 수 있는 영향력평가방법이
다.132) 그러나 여전히 Z 이외에 관찰 불가능한 변수에 의한 선택편의를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되기 때문에 사용에 주의를 요한다.
이상으로 영향력평가방법을 간단히 살펴보고, 각 방법별 주요 쟁점에 대해
알아보았다. 여러 가지 영향력평가방법 중에 어느 하나가 우월하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평가 상황 및 사업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Ravallion(2009), Gertler et al.(2016)은 평가결과의 검증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최소 2개 이상의 영향력평가방법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
고 있다.

3. 평가결과 환류
영향력평가가 시행된 이후의 단계에서는 평가로 얻은 결과를 어떻게 향후
사업 및 정책 수립에 반영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이다. Jones et al.(2009)에
따르면 영향력평가는 사후평가나 과정평가와 같은 다른 평가에 비해 개발협력
사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데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증거기반 정책수립’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
다. 또한 원조지출에 대한 성과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Value for Money’에
중요한 입증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공여국, 정책결정자, 공여국 국민들에 대
한 책무성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
실제로 영향력평가를 통해 후속사업 설계와 사업확대 등에 도움을 준 사례
는 많이 찾아볼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초등학교 구충제 배급사업
(Miguel and Kremer 2004)을 들 수 있다. 구충제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케냐에서 무작위추출한 75개 학교 중 25개 학교를 무작위실험군으로 배정하
132) Ravallion(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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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구충제를 나누어주고, 아이들의 건강 및 교육 변화를 관찰한 실험결과, 구충
제가 아이들의 건강 및 교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
구결과를 바탕으로 케냐 전역은 물론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전역에 대대적으로
구충제 배급사업이 실시되었다. 케냐의 모기장 배급 프로그램의 영향력평가
사례(Cohen and Dupas 2010)는 모기장을 무상으로 배급할 것인지 또는
최소한의 비용을 부담하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실시되었
다. 실험결과 무상으로 모기장을 배급한 그룹이 비용을 부담시킨 그룹에 비해
말라리아 유병률이 낮다는 것이 입증되었고, 이후 모기장 무상배급은 전 세계
적으로 확대되었다.
영향력평가결과를 실제로 정책 입안자 및 사업계획 수립 담당자가 업무에 반
영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존재한다. 국제개발협력분야 비영리재단 협
의체인 Inter Action이 2011년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개발협력사업 담
당자들은 ‘추가적인 업무부담’ 또는 ‘반영할 유인(Incentives) 부재’ 등의 이
유를 들어 영향력평가결과를 사업계획 수립 시 반영하는 것이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영향력평가는 비용과 시간 면에서 다른 평가에 비해 투입된 자원이
많고, 영향력평가의 등장배경에 기존 평가와는 달리 사업계획단계로의 환류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작용했기 때문에, 평가결과를 환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하다.
Baanante and Valdivia(2015), Bonbright and Accountability(2012),
Banberger and Kirk(2009) 등은 영향력평가의 결과를 환류하는 데 필요한
쟁점들을 지적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평가체계하에서 영향력평가를 체
계적으로 도입하고 성과기반관리(RBM)시스템과 결과 환류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133) 이는 영향력평가 예산 확보, 평가계획 수립, 개발도상국 현장에서
평가 이행 등이 평가체제하에서 유기적으로 운영되어, 영향력평가결과가 향후 사
133) Bonbright and Accountability(2012), pp.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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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및 평가 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를 말한다. 영향력평가는 대체로 오랜 시
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업의 효과를 단시간에 예측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
다. 이는 필요한 때에 사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향후 사업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Bonbright and Accountability(2012)는 영향력평가의 특징
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가 높아져 예산구조가 유연하게 운영되고, 평가자
들이 중간결과라도 증거로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면 이를 보완할 수 있다
고 주장한다. MCC도 사후적 영향(post-compact)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영향
력평가결과가 사업 종료 후 몇 년이 경과한 후 나오더라도, 추후 사업계획에 반
영될 수 있는 평가 및 사업계획 시스템을 구축하였다.134)

그림 4-4. 성과기반관리(RBM)하에서의 영향력평가결과 환류

자료: 저자 작성.

영향력평가결과를 환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후에는 시스템이 잘 운
영될 수 있도록 평가수행자 및 사업계획 수립자들에게 인센티브와 보상을 적절
히 주는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책 실패가 밝혀져도 평가수행자와

134) https://www.mcc.gov/our-impact/m-and-e(검색일: 2017.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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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 만약 조직이 정책
실패에 대해 불이익을 줄 경우 평가수행자와 사업수행자들이 영향력평가결과
를 인정하지 않고 조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사업계획 수립자들에게는
영향력평가결과를 사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어 시스템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135)
마지막으로 영향력평가결과를 환류하기 위해서는 정책결정자, 사업수행자,
평가수행자, 수혜자, 공여국 국민들 등 이해관계자들의 영향력평가에 대한 이
해와 관심이 확산되어야 한다.136) 영향력평가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수행단
계에서 실험, 데이터 수집, 수혜자 인터뷰와 같은 과정이 필수적인데, 이는 사
업수행자와 평가수행자들의 영향력평가에 대한 인식과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
다. 이를 위해 영향력평가의 필요성, 기대효과, 방법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통
해 평가방법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확립하고 이해관계자들이 영향력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유인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영향력평가는 다
른 평가에 비해 비용과 시간에 대한 투자가 필수적인바, 이에 대한 정책결정자와
공여국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가 필요하다. IDB는 영향력평가결과를 한데 모아
정책결정자 및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개발효과성보고서(Development
Effectiveness Report)를 매년 발간하고 있다. 이는 IDB의 주요 사업들의 성
과를 객관적으로 보여줌과 동시에 영향력평가에 대한 일반 국민 및 정책결정자
들의 이해와 관심을 도모하는 효과가 있다.137) 결론적으로 영향력평가결과 환
류의 제약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표 4-9 참고).

135) Bonbright and Accountability(2012), pp. 14-15; Baanante and Valdivia(2015), p. 20.
136) Baanante and Valdivia(2015), p. 25.
137) IDB, https://publications.iadb.org/handle/11319/8019(검색일: 2017.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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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영향력평가결과 환류의 이점과 제약요인
영향력평가결과 환류의 이점
- 향후 사업 계획 및 이행 강화
- 사업의 계속 및 확산에 대한 증거 마련

영향력평가결과 환류의 제약요인
- 영향력평가의 시간 소요로 향후 사업계획에 즉각
적으로 반영 곤란

- 사업 중단에 대한 증거 마련

- 평가결과를 사업 계획 및 이행에 반영할 유인 부족

- 정책결정자 및 국민들의 사업에 대한 인식 및 지지

- 평가수행자와 사업수행자 간의 평가방법에 대한

확보

합의 도출 및 유인 마련 어려움

자료: Banberger and Kirk(2009). Figure 1과 Figure 2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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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에서는 우리나라가 베트남에서 수행하고 있는 보건 ODA 사업을 대상
으로 무작위통제실험기법을 활용하여 영향력평가를 수행한 과정과 결과를
소개한다.
베트남은 ODA 효과성 제고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대표적 모범 수원국이
자 우리나라 최대 수원국이다. OECD 개발효과성 모니터링 보고서(2016)에
따르면 베트남은 높은 주인의식과 상호 책무성을 보유한 모범적인 파트너 국가
이다. 베트남은 국가 차원의 장기개발비전, 국가개발계획, 분야별 전략(교육,
보건, 교통, 공공재정)을 보유하고 있으며, ODA 예산에 대한 국회검토를 거쳐
투명성과 상호 책무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베트남은 우리나라 ODA의 최대
수원국으로서 유무상 ODA 통합 중점협력대상국가이다. 우리나라는 2010년과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베트남에 대한 국가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을 수립하고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오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영향력평가 도입을 위한 사례국가로 베트남을
선정하였다. 또한 영향력평가 사례로 베트남 보건 ODA 사업을 선정하고 평가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4장에서 설명한 쟁점들을 활용하였다. 먼저 베트남 보건
ODA 사업의 평가성을 사정하기 위해 [그림 4-1]과 [표 4-1]에서 제시된 평가
성 사정 시 검토항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본 사업은 기자재 및 안(眼)보
건교육 제공이라는 우리나라 안보건사업의 전형적인 특징을 가지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엄밀한 영향력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효과성 검증에 대한 수요가 있
다. 또한 사업기획단계에 경제학자 및 보건학자로 구성된 평가팀이 전문적인
평가계획을 세울 수 있었고, 현지 대학에 설문조사전문가가 있어 데이터 품질
및 접근성이 확보된 환경을 갖추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사업을 지원하는 성남
시와 수혜지역인 베트남 타인호아(Thanh hoa) 성 등 공여기관과 수원국이 모
두 영향력평가에 대한 인식이 충분하고 영향력평가를 활용한 개발효과성 제고
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 평가를 위한 제도적 환경이 갖춰져 있었다. 이외에
평가 윤리, 예산, 위험관리와 같은 요인들도 모두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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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력평가의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이 영향력평가방법은 학교기반 클러스터무작위통제(Cluster Randomized
Controlled Trial)를 활용하였는데, 이는 사업의 특성상 개인에 대한 무작위
통제실험이 불가능하고, 비수혜자에 대한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가장 적절한
평가방법이다. 또한 유효성 검사를 통해 통계적으로 신뢰성 있는 학교 수 및 학
교당 학생 수를 계산하고, 예산 및 시간을 고려하여 설문조사계획 및 데이터 분
석계획을 수립하고 또 계획대로 수행하였다.
영향력평가결과는 향후 이 사업의 모델을 베트남 내 타 지역 및 타 국가로 확
대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활용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사례분석을 통해 초등학
교 안경 보급사업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단기적 교육효과를 평가함과 동시에,
영향력평가를 실질적으로 활용한 과정과 결과를 소개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내
ODA 성과평가체계를 고려한 정책 도입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1. 연구배경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는 2012년 기준 전 세
계 15세 이하 1,900만 명의 아동들이 제한된 안보건서비스 접근성으로 인해
쉽게 교정 가능한 시각장애로 고통받고 있다고 집계하고 있다.138) 시각장애는
아동 개개인의 건강상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의 학습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시각장애로 인해 단기적으로 학업성취도가 저하될 뿐만 아니라 장
기적으로 사회적 참여, 경제적 잠재성, 개인의 전반적인 삶의 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아동들은 시력 이상으로 인
해 학교교육에서 도태될 수 있고, 이로 인해 더 쉽게 빈곤에 빠질 수 있다.

138) WHO(2012); WHO(2014), “Visual Impairment and Blindness,” 온라인 자료(검색일：2017.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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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으로 굴절 이상은 눈의 굴절에 이상이 있어 초점을 맞추는 데 어려움
을 겪는 시각장애를 말하는 것으로 근시, 원시, 난시, 노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중 노안을 제외한 근시, 원시, 난시 등 굴절 이상은 예방에 한계가 있는 반
면, 치료는 안경을 사용하여 비교적 쉽게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이
안경이 개발도상국 아동들에게는 너무 비싸거나 안경을 맞추기 위해 안과 및
안경점을 여러 번 방문해야 하는 과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개발도상국, 특히
소외지역 아동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Centre for
Vision in the Developing World의 발표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안경이 필
요한 개발도상국 아동 중 60%가 안경을 쓰지 못하고 있다.139) 이들은 안경을
구입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안보건 인프라 시설에 대한 접근이 어려
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특히 개발도상국 아동들
이 더 높은 수준의 교육에 대한 기회가 제한될 경우 전반적인 인적자원 개발의
격차가 점차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단순히 안경에 대한 접근성 부족이 불필
요한 경제적 비용과 불평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베트남은 2011년 하위 중소득국에 진입하고, 개발도상국 중에서 가장 경제
발전이 빠른 국가로 평가되지만,140) 여전히 안보건 인프라가 취약하여 이 분야
에 개발수요가 있다. 베트남에는 2012년 기준 약 1,400만~3,600만 명이 굴절
이상으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중 약 300만 명이 청소년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141) 15세 이하 베트남 어린이의 실명 중 굴절 이상으로
인한 실명이 36.4%이며,142) 학령기 어린이의 10~25%가 굴절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143) Paudel et al.(2014)는 호치민(Ho Chi Minh) 지역을 조사
139) Centre for Vision in the Developing World 웹사이트, http://cvdw.org(검색일: 2017. 10. 10).
140) World Bank(2013), Vietnam: Achieving Success as a Middle-income Country, http://www.
worldbank.org/en/results/2013/04/12/vietnam-achieving-success-as-a-middle-inco
me-country(검색일: 2017. 7. 22).
141) IAPB(2014), “WSD14 Case: Refractive Errors,” https://www.iapb.org/wsd14/wsd14-caserefractive-errors(검색일: 2017. 8. 30).
142) Limburg et al.(2012).
143) MoH(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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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 이 지역 초 ․ 중등 학교 학생들의 굴절 이상은 39.4%에 달한다고 보고
하고 있다. 미국 국제개발청(USAID)도 최근 연구에서 베트남 어린이 다섯 명
중 한 명꼴로 굴절 이상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이들의 대부분이 안검진을 받지
못하거나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144)
이들에게 적절한 안보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약 2,000명의 안과의사
나 검안사 등 안보건인력이 필요하지만 현재 베트남에는 안보건인력이 현저하
게 부족하고, 특히 굴절 이상을 진단 및 치료할 수 있는 검안사를 양성하는 공
식적인 교육기관도 한 곳에 불과하여 안보건 관련 인프라 부족이 심각한 상황
이다.145) 안보건 인프라 및 서비스 접근성은 소외지역일수록 더 낙후되어 있
다. 안보건서비스를 받거나 안경을 쉽게 접하기 어려운 시골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베트남 학생들은 안검진이나 안경 제작, 사후관리를 위한 교통비, 검진비
등 기타 부대비용이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크기 때문에 제대로 된 안
보건서비스를 받기가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많은 국제개발 NGO나 구호단체들은 베트남을 포함한 많은 개발도
상국의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안경을 제공하거나 안검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들은 단발성으로 진행되고, 사업이 실질적으로
아이들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을 평가하지 못했다. 따라서 안경보급사업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안경 및 안보건 서비스 제공사업이 학업성취도 등 어린이
와 청소년의 교육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안보건사업을 연구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Zhao et al.(2000)은 중국
베이징 북동부 순이주(Shunyi District)에서 1988년부터 1998년까지 5~15
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안검진프로그램을 분석하여 학령기 어린이들
의 굴절 이상과 시력장애 유병률을 분석하여 굴절 이상으로 인한 시력저하가
144) USAID(2014), “Over 15,000 Children Receive Vision Care Through U.S.-Supported Project,”
https://www.usaid.gov/vietnam/press-release/june-10-2014-over-15000-childrenreceive-vision-care-through-us-supported.(검색일：2017. 5. 11)
145) IAPB(2014), “WSD14 Case: Refractive Errors,” https://www.iapb.org/wsd14/wsd14-caserefractive-errors(검색일: 2017.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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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기 어린이들에게 중요한 공공보건상의 문제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Zhao

et al.(2000)의 경우 실제 굴절 이상이 아이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고, 더 나아가 안경을 통한 시력교정이 굴절 이상
어린이들의 교육과 학업성취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연구를 진
행하지 않았다.
중국의 2개 성에서 1만 9,977명의 초등학교 4~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
행된 Yi et al.(2015)은 연구대상 학생의 약 24%가 굴절 이상으로 인한 저시력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약 4%만이 안경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안보건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시골지역 학령기 어린이들에 대한 안보건서비스
제공과 안경보급이 시급한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Yi et al.(2015)은 저
시력 학생이 정상시력 학생에 비해 수학성적이 0.1표준오차 낮으며, 특히 심각
한 굴절 이상 학생의 경우에는 정상시력 학생에 비해 수학성적이 0.28표준오
차 낮다고 밝혔다. 하지만 Yi et al.(2015)의 경우 굴절 이상이 학생들의 수학
성적 외 다른 교과목, 특히 읽기능력과 관련된 과목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분석을 하지 않았고, 안경을 통해 굴절 이상을 교정했을 경우 굴절 이
상 아이들의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를 진행하
지는 않았다.
Glewwe, Park, and Zhao(2016)는 무작위통제실험법을 활용하여 중국 서부
간쑤(Gansu) 성의 시골지역 251개 초등학교 4~6학년 2만 9,000명의 학생들
을 대상으로 2004년에 진행된 안경보급사업의 교육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약 12%의 학생들이 굴절 이상으로 인해 저시력을 가지고 있다.
Glewwe, Park, and Zhao(2016)는 저시력 학생이 1년 동안 안경을 착용할
경우 약 0.16~0.22SD 평균 시험성적이 상승한다는 결과를 발표하였고, 특히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에게 안경을 통한 학업성취도 향상이 더 크게 나타났
다고 한다. Glewwe, Park, and Zhao(2016)의 경우 처음으로 개발도상국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안경보급의 교육효과를 분석한 연구이지만, 다른 대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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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와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진행된 연구라는 점에서 중국과 다른 사회문화적
환경을 가진 여러 개발도상국에서 진행되는 안경보급사업의 효과에 대한 연구
가 더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Ma et al.(2014)의 연구는 중국 서부의 인접한 두 지역인 간쑤(Gansu) 성
의 톈수이(Tianshui) 현과 산시(Shanxi) 성의 위린(Yulin) 현 252개 초등학
교 4~5학년 학생 1만 9,934명 중 굴절 이상인 3,177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2~13년에 실시한 안경보급사업의 교육적 효과를 무작위통제실험법을 통
해 분석하였다. 이 연구들에 따르면 전체 굴절 이상 학생들 중 약 15%만이 이
미 안경을 착용하고 있었으며, 굴절 이상 학생들 중 안경을 지급받은 학생들은
안경을 지급받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수학성적이 0.11SD 높게 나타났다. Ma

et al.(2014)의 연구는 굴절 이상 학생들 중 안경보급사업의 혜택을 받은 학생
들과 그렇지 못한 학생들을 직접 비교하여 그 효과를 분석하였으나, 정상시력
군의 학생들을 연구에 포함시키지 않아서 정상시력 학생들과 굴절 이상 학생들
간 학업성취도의 차이가 있는지, 더 나아가 그 차이가 안경을 통해 얼마나 줄어
들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은 불가능하였다. 또한 안경보급사업이 정상시력 학
생들에게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려하지 않았으며, 학업성취도 역시
수학과목에 대해서만 분석하였다.
Glewwe, West, and Lee(2017)는 미국 플로리다 주 중부지역의 3개 카
운티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학교 안검진사업과 안경보급사
업의 교육적 효과를 무작위통제실험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Glewwe,
West, and Lee(2017)의 연구에 따르면 안검진의 제공만으로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향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기 어렵지만, 안경보급을 동반한 경우
학생들이 Florida Comprehensive Achievement Test(FCAT)의 읽기와 수
학 시험을 통과할 확률이 약 2%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굴절 이상 학
생들을 대상으로 안경보급을 실시할 경우에 정상시력인 학생들에게도 간접적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Glewwe, West, and Lee(2017)의 경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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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이외의 지역에서 이루어진 안경보급사업의 교육효과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안경보급사업의 교육효과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게 한 연구이지만, 저
소득계층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사례
를 분석한 연구결과이기 때문에 안보건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환경의 개발
도상국에서 진행되는 안경보급사업의 효과에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기에는 한
계가 있다.
본 연구는 무작위통제실험법을 활용하여 ODA 사업을 통해 베트남 타인호
아 성에서 진행된 초등학교 안경보급사업이 학생들의 삶에 미치는 단기적 교육
효과를 학업성취도를 분석하여 평가한다. 대부분 중국에 국한된 안경보급사업
의 효과분석에 더해 베트남에서 진행된 안경보급사업의 교육효과를 분석하여
수많은 개발도상국의 안보건사업 정책 입안자들이 근거에 입각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다.

2. 사업 개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안과학교실의 실명예방사업단인 프로젝트 봄(Project
BOM: Project Blindness Zero Movement)은 2013년부터 주로 말라위와
베트남 등 개발도상국에서 안경보급, 백내장 수술, 트라코마 예방 등 여러 실명
예방 ODA 사업을 수행해왔다. 프로젝트 봄은 말라위와 베트남에서 정식으로
NGO 등록절차를 거쳐 사업을 진행해왔으며, 베트남 타인호아 성에서는 초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6년부터 안경보급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본 안경보급사업은 성인민위원회(PCC: Provincial People’s Committee)와
교육훈련부(DoET: Depart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의 허가를
받아 성남시여성단체협의회가 성남시 ODA 사업기금을 받아 진행하고 있다.
본 사업에 대한 교육효과분석 연구는 미국 미네소타대학교(University of
Minnesota)와 대한민국 국립의료원의 연구윤리위원회(IRBs: Institu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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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Boards)의 승인을 거쳤으며, 미국 미네소타대학교의 Center for
International Food and Agricultural Policy(CIFAP)의 연구비 지원과 대
외경제정책연구원(KIEP: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의 추가적인 연구지원으로 진행되고 있다.
베트남 안경보급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은 [그림 5-1]과 같이 베트남 수도
인 하노이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타인호아 성으로 이곳의 인구는 총 27개 현에
걸쳐 약 350만 명이다.
그림 5-1. 타인호아 성의 위치

자료: 구글 이미지 검색, ‘타인호아 성’(검색일：2017.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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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경보급사업은 22개 현의 총 150개 초등학교에서 4~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각 현의 초등학교 4~5학년 학생 수에 비례하여 각 현의
대상학교 수를 결정한 후, 각 현에서 무작위로 대상학교 한 곳을 선택하고 선택
된 학교의 인접한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에서 다시 무작위로 대상학교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인접한 학교를 제외한 상태에서 무작위로 총 141개 대상학
교를 선택하였다. 인접한 학교를 제외함으로써 대상학교들이 인접할 경우 서로
상대학교로부터 영향을 받아 발생할 수 있는 간접적인 영향을 최소화하여 보다
정확한 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 선택된 141개 학교 중 각 현 내에서 비슷한 학
생 수의 학교들을 쌍으로 묶은 후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무작위 분류하였다. 이
러한 방식으로 총 141개 학교 중 실험군 69개 학교와 대조군 72개 학교를 무
작위로 결정하고, 실험군 학교의 굴절 이상 학생들에게는 학년 초에 무료로 안
경을 제공하고 대조군 학교의 굴절 이상 학생들에게는 학년 말에 무료로 안경
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3. 주요 쟁점 분석 및 절차
가. 평가성 사정
본 사업이 영향력평가의 평가대상으로 적합한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사
업 및 평가 계획단계에서 평가성 사정을 실시하였다. 먼저 본 사업은 아직까지
사업의 효과가 검증되지 않아 사업성과에 대한 공여기관 및 수원국의 관심이
큰 사업이다. 안보건 관련 기자재 제공 및 안보건교육 제공은 안보건분야에서
가장 많이 실시되는 형태의 ODA 사업이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사업이 구체
적으로 수혜자의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지
지 않았다. 공여기관인 성남시와 수원기관인 타인호아 성은 본 사업의 성과에

122 • ODA 성과평가 개선방안과 정책과제: 영향력평가를 중심으로

따라 추후 사업의 범위 및 규모 확장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업의
영향력평가에 관심이 높았다.
또한 본 사업은 영향력평가의 전문성과 예산 등이 확보되어 영향력평가에
적합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있었다. 사업 시행기관인 프로젝트 봄은 사업계
획단계에서부터 경제학자와 의사로 구성된 전문적인 평가팀을 구성하여 무작
위통제실험에 기반을 둔 영향력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였다. 또
한 베트남에서 수혜자 설문조사에 경험이 풍부한 현지 인력이 다수 확보되어
있었고, 프로젝트 봄의 베트남 타인호아 지부에서 영향력평가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높아 협조가 잘 이루어지는 환경을 갖추고 있었다. 평가에 필요한 예산
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미네소타대학교, 프로젝트 봄에서 지원되었고, 종료
선 조사 예산의 경우 단년도 예산의 한계가 있긴 했지만, 기초선 및 종료선 설
문조사에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평가계획이 사업계획단계에서 수립되어 사업 시행 전의 기초선
조사와 무작위실험이 가능한 여건이었기 때문에 평가성 사정단계에서 영향력
평가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었다. 또한 기초선 조사와 무작위실험을 위해서는
수원국의 협조와 이해가 필수적인데, 타인호아 성 교육부와 학교관계자, 부모
들이 모두 이 사업의 효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 무작위실험이 가능할 수 있었다.
평가성 사정단계에서 본 사업의 평가팀은 사업담당자 및 수원국 교육부 담당
자, 성 인민위원회 및 여성위원회, 교장단과 수차례 회의 및 워크숍을 실시하여
영향력평가의 목적 및 의의를 설명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과정은 추후평가가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을 돕는 동시에, 평가성 사정
단계에서 실제로 영향력평가가 가능할지를 가늠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제5장 우리나라 ODA 사업의 영향력평가 사례: 베트남 보건사업 • 123

나. 평가방법 설계 및 시행
다음으로 시간 및 예산, 평가환경, 평가대상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
방법을 설계하였다. 본 사업은 2016~17년에 걸쳐 사업을 시행 및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단기간에 평가를 완료해야 한다는 제약조건
이 있었다. 다만 사업의 수혜자에 대해 설문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예산과 전문
성이 있었고, 무작위통제실험이 가능한 여건이었다. 따라서 DID, 성향점수매
칭 등 앞서 설명한 주요한 준실험적 방법에 비해 내생성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
고 편의성이 적은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무작위통제실험을 선택하였다.
무작위통제실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원국의 이해와 협조가 필수적
이다. 타인호아 성 교육부는 사업의 영향력을 엄밀히 증명하기 위해 성 내 학교
를 무작위로 수혜군과 비수혜군으로 나누는 데 이해가 충분한 상황이었다. 또
한 수혜군과 비수혜군 학교에서 실제 설문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네트워크와
전문성을 보유한 현지 대학 인력이 확보되어 무작위통제실험을 위한 평가환경
이 마련되어 있었다.
본 연구는 학교단위 클러스터 무작위통제연구방법(Cluster RCT: Cluster
Randomized Control Trial)을 활용하여 학교단위로 무작위통제실험을 진행
하였다. 사업의 특성상, 개인단위의 무작위통제실험을 시행할 경우 유출효과
등이 우려되어 기존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사업의 영향력을 평가할 때 학교단
위집단 무작위통제연구방법을 시행한다. 유효성 검사를 통해 통계적으로 신뢰
성 있는 학교 수 및 학교당 학생 수를 계산하고, 이를 통해 총 141개 학교(69개
수혜군, 72개 비수혜군)를 무작위로 선정하였고, 이 중에서 무작위로 학교당
20~30명의 학생들을 선정하였다.
평가디자인이 설계된 후에는, 사업 시행 전에 우선 기초선 조사를 실시하였
다. 먼저 평가팀은 141개의 무작위로 선별된 초등학교의 교사와 보건교사를
(학교당 2명, 총 280명) Key Informants(KIs)146)로 선정하고 이들을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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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학교에서 시력이 좋지 않은 학생들을 1차적으로 가려내기 위한 예비시력검
사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였다. 2016년 10월에 진행된 교사 안검진교육에는 총
270명의 교사가 참석하여 기본 안검진교육과 안검진도구를 제공받았다. 안검
진교육을 받은 교사들은 각 학교에서 4학년(2007년생) 및 5학년(2006년생)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비시력검사를 실시하였고, 최소한 한쪽 눈의 시력이
7/10 이하인 학생들은 예비시력검사에서 탈락하도록 하였다. 이후 안보건전
문가들이 각 학교를 방문하여 예비시력검사에서 탈락한 4,811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시력검진을 실시하였다. 이때 휴대성이 뛰어나면서도 빠르고
정확하게 시력을 검진할 수 있는 초소형 시력검진장비인 ‘Spot Vision’을 활
용하였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숙련된 안보건 전문인력이 필요한 기존의 대형
검진장비와는 달리 Spot Vision은 전문의료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쉽게
교육을 통해 양안을 동시에 수 초 내에 검진할 수 있고 결과를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림 5-2. Spot Vision Eye Screener와 사용 예

자료: 저자 작성.

146) Key Informants(KIs)란 개발도상국에서 의료인력이 부족한 경우 지역사회 내에서 주민들의 보건
의료 현황을 즉각적으로 보고하거나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한 간단한 처치를 수행하는 인력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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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선 조사는 2016년 10월부터 11월 사이에 진행되었으며, 각 학교장의
동의를 얻고 학생들에게 본 사업과 연구에 대한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한 후 기
본적인 설문조사와 함께 베트남어와 수학 시험을 보게 하였다.147) 추가적으로
학교로부터 학생들의 출석률 정보와 학교성적에 대한 자료를 제공받았다. 기초
선 조사를 위해 약 40명의 조사원이 고용되었다. 대부분 초등학생 대상 설문조
사를 시행한 경험이 있는 대학 재학 이상의 조사원들로 구성되었다. 조사원들
에 대한 교육은 하루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교육은 설문조사의 목적, 설문조사
문항 구성, 2인 1조 모의 설문조사 시행 등으로 구성되었다. 본격적인 설문조
사에 앞서 5개 학교를 대상으로 파일럿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원들은 교
육 및 파일럿 설문 직후 평가팀과 회의 및 질의응답시간을 통해 설문조사 시 필
요한 사항과 애로사항을 제기하였고, 이 과정에서 설문조사 문항과 방법이 일
부 수정되었다. 기초선 조사는 141개 학교를 대상으로 약 3주간 진행되었다.
기초선 조사가 끝난 후에는 사업이 시행되었다. 기초선 조사결과 정밀 안
검진을 받은 4,811명의 학생들 중 총 1,808명이 시력장애가 있었고, 이 중
1,738명이 안경을 착용함으로써 교정할 수 있는 굴절 이상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 중 실험군 초등학교의 굴절 이상 학생들은 2016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
지 안경을 제공받았다.
종료선 조사는 2017년 10월에 실시하였다. 기초선 조사와 마찬가지로 기본
적인 설문조사와 함께 학업성취도 변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베트남어와 수학 시
험을 실시하였다. 종료선 결과 5학년 학생들의 설문조사에 문제가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전체 4,811명의 학생 중 5학년은 약 2,695명인데, 이 중 약 30%
가 기존 학군이 아닌 다른 학군으로 이동하여 종료선 조사에 참여하지 못한 것
이다. 이 중 약 절반은 추적이 가능하였지만, 나머지 절반은 추적조차 불가능하
147) 수학과 언어 시험은 Young Lives Survey의 허가를 얻어 옥스퍼드대학교가 고안한 베트남어로 된
언어 및 수학 시험 문제를 활용하였다. 각 과목당 총 20개의 문제가 제시되었고, 학생들은 총 1시간
30분 동안 시험을 보았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younglives.org.uk/(검색일: 2017. 10.
1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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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교육부도 학생들을 추적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혀 심각한 소모율(Attrition
rate) 문제가 발생하였다. 또한 타인호아 성 일부 지역에 종료선 조사 직전에
홍수가 발생하여 5개 학교가 물에 잠기는 일이 발생하였다. 일부 학교는 종료
선 조사를 위해 대상학생들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 설문조사를 진행하게 했지
만, 대부분의 홍수피해 학교에서는 종료선 조사 진행이 불가능하였다. 이 때문
에 일부 샘플이 유실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4학년 학생에 대한 분석결과만 소
개한다. 전체 4학년 학생 2,116명 중, 종료선 조사에 참석하지 않았거나, 일부
정보가 입력되지 않은 학생 총 170명을 제외하고 1,946명의 학생들에 대한 분
석결과만 본 보고서에 포함한다.148) 보고서에 포함된 학생들의 수혜군 및 비수
혜군 배정 현황과 각 집단별 학교 수 및 반 수, 총학생 수는 [표 5-1]과 같다.

표 5-1. 학교집단 무작위통제실험 디자인(4학년)
그룹

학교 수

반수

학생 수

실험군

69

184

975

비실험군

72

175

971

총

141

359

1,946

주: 각 학교당 학교 크기에 따라 2~4개의 반으로 구성되어 있어 총반 수에 차이가 있음.
자료: 저자 작성.

이번 보고서의 분석대상인 4학년 학생들의 기초선 설문조사 당시 언어 및 수학
시험점수, 나이, 성별 및 이상시력 여부 등은 [표 5-2]에 제시되었다. 전체
1,946명 중 비교군은 약 971명, 실험군은 약 975명이다. 세 번째 행은 실험군
과 대조군 사이에 시험점수 및 나이, 성별, 이상시력 여부 등의 차이를 나타내
고 네 번째 행은 이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을 보여준다. [표 5-2]에서 나타나듯
이, 실험군과 대조군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48) 전체 샘플을 포함하는 연구는 추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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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마지막 행에서는 실험군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개인의 특성과 상관관
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무작위로 인한
실험군 및 비교군 배정이 잘 이루어져, 실험군에 배정된 사실은 개인의 나이,
성별, 이상시력, 성적 등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 실험군과 비교군의 기초선 비교
(1)

(2)

(3)

(4)

(5)

Control
mean

Treatment
mean

Difference

P-Value

Treatment

14.966

15.438

-0.472

0.118

11.901

12.081

-0.180

0.447

Age(year)

10.302

10.308

-0.006

0.715

Female

0.452

0.485

-0.033

0.145

Verbal Test
Score
Math Test
Score

Poor Vision

0.316

0.312

Obs.

971

975

0.004

0.835

0.0229
(0.0326)
-0.00782
(0.0301)
0.0135
(0.0379)
0.0284
(0.0204)
-0.00632
(0.0428)
1,946

Prob>F

0.830

R-squared

0.002

주: (5)행에서 회귀분석에 포함된 언어 및 수학 점수는 대조군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활용하여 과목별로 표준화된 점수임.
(1)~(4)행에서는 비교를 위해 원점수를 사용하였음.
자료: 저자 작성.

다. 평가결과 환류계획
본 사업의 영향력평가결과는 타인호아 성과 성남시 담당자들에게 보고될 예
정이다. 종료선 조사 직후에 1차적인 평가결과를 간략히 타인호아 성 교육부
담당자에게 보고하였는데, 사업의 성과와 추후 3년간 사업 확대 및 지속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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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본 사업의 시행기관인 프로젝트 봄은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추후 사업의 효과 및 성과관리를 강화하는 데 활용할 계
획이다. 타인호아 성과 본 사업의 담당자 이외에, 추후 비슷한 형태의 사업을
시행하는 다른 공여기관도 본 사업의 평가결과를 사업 및 평가 계획 설계에 활
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영향력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정책을 확대하는 경우에는 평가결과가 다
른 국가 및 지역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영향력
평가가 가지고 있는 외생성의 한계를 고려하고 필요시 다른 국가 및 지역에서
시행한 평가결과와 비교분석하여 정책 결정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4. 분석방법
본 절에서는 위의 절차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사용하여 회귀분석을 수행
한 방법을 소개한다. 이상적인 무작위통제연구방법하에서는 [식 5-1]과 같은
단순회귀모형을 통해 안경보급사업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할 수 있다.
      

[식 5-1]

[식 5-1]에서  는 학업성취도 시험성적 등 본 연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하는
교육효과를 나타내는 종속변수이며, 상수 는 대조군의 종속변수에 대한 평균
값을 나타내고,  는 실험군을 나타내는 독립변수로서 학생이 무작위로 할당된
실험군 학교의 학생일 경우에는    , 학생이 무작위 할당된 대조군 학교의
학생일 경우는    이다. 는  이외에  에 영향을 주는 다른 모든 변수들을
가리킨다. 여기서는 이상시력군의 4학년 학생 611명만을 대상으로 한다.
앞서 3장에서 설명하였듯이  가 무작위로 결정되지 않을 경우, 우리가 관찰
할 수 없는 요인으로 인해  와  사이에 상관관계가 존재할 수 있어 내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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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ogeneity)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에 영향을 미치는 순수한  의
효과를 추정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무작위통제연구
방법을 통해  를 무작위로 선정함으로써  와  사이의 상관관계를 제거하여
영향을 미치는 순수한  의 효과를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무작위통제연구방
법하에서 [식 5-1]의 단순회귀모형을 통해 편향성 없는 안경보급사업의 교육
효과인  를 추정할 수 있다.
이상적인 무작위통제연구방법하에서는 이론적으로  이외의 다른 통제변
수를 회귀모형에 추가한다 하여도 더 정확한 안경보급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추
정치를 얻을 수 없다. 하지만 만약 무작위로 선정한 실험군과 대조군이 서로 다른
특성을 보인다면 이로 인하여  , 즉 안경보급사업의 교육효과 추정치가 편향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난 특
성들을 [식 5-1]의 단순회귀모형에 통제변수로 추가하여 불완전한 무작위화로
인한  의 편향 가능성을 피하고 더 정확하게 안경보급사업의 교육효과를 분석
할 수 있다. [식 5-2]의 회귀모형은 이러한 통제변수들(  )을 포함하고 있다.
       ′   

[식 5-2]

[식 5-2]의 회귀모형에서는 불완전한 무작위화로 인해  와  의 상관관계를
유발시킬 수 있는 변수들을  로 추가하여  와  의 상관관계를 제거함으로써
순수하게 미치는 효과를 편향되지 않게 추정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학생들
의 나이, 성별, 학교 변수를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149)
그러나 [식 5-1]과 [식 5-2]의 모형들은 이상시력군의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안경사업의 효과를 더욱 엄밀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정상시력의 학
생들과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교군과 대조군 사이의 차이뿐만 아니라 정

149) 일부 샘플에 대해서는 부모 설문을 통해 부모의 소득 및 교육수준, 종교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으나,
정확하지 않은 데이터가 많아 이번 연구에서 부모 관련 변수는 배제하였다. 추후 데이터 작업을 추가하
여 다음 연구에서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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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력 학생들과 이상시력 학생들의 성적차이를 분석하여 실제로 사업이 어떠
한 영향력을 끼쳤는지 알아볼 수 있다. 이를 위해 Glewwe, Park, and
Zhao(2016)의 방법을 참고하여 이중차이법(double-difference)을 사용하였
다. 회귀모형은 [식 5-3]과 같다.
            ′   

[식 5-3]

[식 5-3]에서  는 실험군을 나타내고,  는 이상시력(Poor Vision)을 나
타내는 독립변수이다. [식 5-3]에서 는 사업이 정상시력(PV=0)의 아이들에
게 주는 효과를 나타낸다. 안경이 정상시력의 아이들에게 배포되지 않았기 때
문에 는 0이 되어야 한다. 이상시력 학생들에 대한 사업의 효과는 [식 5-3]에
서    인데,  가 0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값이 추정하고자 하는 사업의
효과이다. 그러나 만약 사업의 파급효과가 있어, 무작위통제실험이 이상적으
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값은 0이 아닐 수도 있으므로 해석 시 주의하여 보
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은 이상시력이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는
값으로, 상식적으로는 음(-)의 값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공부를 많이 한 학생
(성적이 좋은 학생)의 시력이 더 나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값의 실제적인 편의성
은 0을 향한다. [식 5-3]의 회귀모형에서는 정상시력과 이상시력 학생들을 모
두 포함한다.

5. 영향력평가결과 및 시사점
먼저 [식 5-1]과 [식 5-2]에 대한 추정결과를 소개한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이 두 회귀식은 이상시력군의 학생들만 포함하여 사업의 효과를 추정하기 위함
이다. [식 5-1]과 [식 5-2]는 이상시력군의 학생들이 무작위로 실험군과 대조
군으로 설정되었을 때, 실험군과 대조군의 평균 시험점수를 비교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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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처치효과 중 Intention-to-treat(ITT)를 추정한다. 해석상의 편의를
위해, 모든 시험점수는 과목별 대조군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표준화
하였다.
[표 5-3]에서 행 (1)과 (2)는 실험군과 대조군의 언어시험점수를 비교한 것
이고, 행 (3)과 (4)는 수학시험점수를 비교한 것이다. 행 (1)과 (3)은 [식 5-1]을
추정한 것으로 통제변수를 일절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행 (2)와 (4)는 나이, 성
별, 기초선 당시 시험점수를 통제변수로 포함시켰다. 추정결과, 안보건사업의
이상시력군 학생에 대한 처치효과는 언어점수에만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군에서 약 0.4표준표차만큼 언어점수가 높게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수학
점수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다.

표 5-3. 안보건사업의 ITT 추정결과: 이상시력군 학생 대상

VARIABLES
Treatment

(1)

(2)

(3)

(4)

Verbal

Verbal

Math

Math

0.403***

0.402***

0.122

0.146

(0.118)

(0.105)

(0.120)

(0.115)

Age

Gender

Testscorein R0

0.0677

0.00729

(0.111)

(0.114)

0.401***

0.127

(0.0686)

(0.0851)

0.0652***

0.0739***

(0.0113)

(0.0138)

Observations

611

611

611

611

R-squared

0.042

0.535

0.004

0.428

주: Standard errors clustered withing school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The independent
variable is standardized test score by subject using th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control group’s
test score. ‘Test score in R0’ means test score from Round 0.
자료: 저자 작성.

132 • ODA 성과평가 개선방안과 정책과제: 영향력평가를 중심으로

다음으로 정상시력군과 이상시력군의 학생들을 모두 포함하는 [식 5-3]의
추정결과를 소개한다. [표 5-4]에서 나타나듯이, 안보건사업은 정상시력의 학
생들과 비교해서도, 수혜군 이상시력 학생들의 언어시험점수에 긍정적인 효과
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 (1)과 (2)에서 나타난 것처럼 수혜군 이상시력
군 학생들의 언어점수가 0.4표준편차만큼 높게 나타난 것이다. 여기서도 마찬
가지로 수학점수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점수가 수
학점수보다 사업의 수혜 여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기존 연구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Glewwe, Park, and Zhao(2016)의 연구에서도 언어에 비해 수
학과 과학에 대한 사업의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들은 수학
이 언어에 비해 단기적으로 점수를 올리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표 5-4. 안보건사업의 ITT 추정결과: 이상시력 및 정상시력군 학생 대상

VARIABLES

Poor Vision (PV)

Treatment

PV*Treatment

(1)

(2)

(3)

(4)

Verbal

Verbal

Math

Math

0.0865

0.0755

0.0919

0.0875

(0.0658)

(0.0645)

(0.0721)

(0.0723)

0.0354

0.0213

0.0176

0.0123

(0.103)

(0.102)

(0.0968)

(0.0965)

0.368***

0.375***

0.104

0.107

(0.104)

(0.103)

(0.107)

(0.107)

Age

Gender

Test score in R0

-0.0415

-0.0229

(0.0747)

(0.0678)

0.361***

0.133***

(0.0458)

(0.0441)

0.0474***

0.0515***

(0.00537)

(0.00600)

Observations

1,946

1,946

1,946

1,946

R-squared

0.031

0.456

0.006

0.379

주: Standard errors clustered withing school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The independent
variable is standardized test score by subject using th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control group’s
test score. ‘Test score in R0’ means test score from Round 0.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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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안보건사업에 대한 영향력평가를 수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먼저 본 사업의 일차적인 영향력평가결과, 안보건사업은 수
혜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이고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시력의 학생들이 안경 및 안보건교육을 제공받은 경우 비수혜군에 비해 언
어부문의 시험점수가 0.4표준편차만큼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시력회복은 기
본적인 학업실력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에 비해 기초
실력이 중요한 수학시험의 경우에는 안보건 기자재 제공 및 안보건교육으로 인
한 점수 상승의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추후 안보건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거나 확장하는 데 증거가 될 수
있다. 또한 추후 학생들의 학업능력을 더욱 상승시키고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 사업의 요소(재교육 및 기자재 관리 등)를 더욱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도 보여준다.
이와 더불어 본 장을 통해 한국의 ODA 사업에 영향력평가를 적용할 때 필
요한 실질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본 사업의 영향력평가가 시작
될 수 있었던 직접적인 계기는 사업기획단계에서부터 사업팀과 평가팀이 함께
사업의 평가방법을 기획할 수 있었던 점이다. 평가팀이 사업의 실시 이전에 수
혜군과 비수혜군을 무작위로 나누고 기초선을 조사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무작위실험에 기반한 영향력평가가 시작될 수 있었던 것
이다. 또한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사업팀이 평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모니터
링 및 과정평가를 수행하여 영향력평가의 효율성 제고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이
는 추후 우리나라 ODA 영향력평가를 수행할 때에도 사업팀과 평가팀이 초기
부터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사업 및 평가 수행단계에서 발생한 위험요인들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
가 필요하다. 베트남 안보건사업 영향력평가에서는 홍수로 인한 일부 학교 침
수, 일부 5학년 학생들의 종료선 조사 미참가, 이로 인한 종료선 조사일정 조정
등과 같은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본 사업의 종료선 조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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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년도 예산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일부 샘플의 유실을 감수하고 종료선 설
문조사가 강행되었다. 만약 예산이 다년도로 편성되고, 유연성 있는 집행이 가
능했다면, 샘플의 유실이 없도록 종료선 시점이 조정되었을 수도 있어 아쉬움
이 남는다. 따라서 추후 영향력평가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실제 영향력평가를
수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들을 인지하고, 예산 및 인력을 유동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본 영향력평가가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공여기
관과 수원기관, 사업수행기관, 수혜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영향력평가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높았기 때문이다. 사업 및 평가 기획단계에서 이 이해관계
자들을 대상으로 평가방법 및 기대효과에 대해 여러 차례 교육을 수행한 것은
사업 및 평가 수행기간 동안 이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는 추후 우리나라 성과평가에 영향력평가를 도입하고 영향력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영향력평가 인식 제고가 필수
적임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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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에서는 우리나라 ODA 성과평가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전체 보고
서를 요약한다. 먼저 우리나라 ODA 평가체계에 영향력평가를 도입하기 위한
과제를 정책 및 평가시스템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제시한다. 이어서 실제 평가
수행기관인 시행기관 차원에서 영향력평가 도입을 제약하는 요인을 점검하고
정책 및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전체 보고서를 요약하고 종
합적인 결론을 제시한다.

1. 영향력평가 도입을 위한 과제
가. ODA 통합평가체계 차원
영향력평가와 함께 ODA 성과관리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ODA 평가에 대한
명확한 정책이 먼저 수립되어야 한다. 평가 기능 및 담당부서, 역할 및 업무범
위, 평가 품질기준과 종류, 환류시스템, 승인과정, 평가역량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평가정책 문서에는 영향력평가를 평가종류에 포함하고 대상 선정과
정과 사업주기 연계에 대한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영향력평가는 사업과 별개
로 시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파트너국과 사업수행자, 성과관리 담당자의 의
견을 수렴하여 사업 발굴과 계획-시행-종료, 그리고 이후 단계까지 평가성 사
정을 바탕으로 계획, 설계, 기초선 조사 및 실험군/대조군 설정, 모니터링 데이
터 수집, 종료선 조사, 분석, 보고서 작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처럼 사업 전
주기에 걸쳐 성과 관리와 평가가 연계(integration)되기 위해서는 평가정책 문
서에 해당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평가 수행주기와 예산상의 개선도 필요하다. 우리나라 ODA 사업은 단년 예
산제를 바탕으로 운용되고, ODA 평가 역시 마찬가지이다. 영향력평가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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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자체평가의 일환으로 실시되는데, 현재 자체평가 계획과 보고 운영절차를 보
면 1년 내에 모든 절차가 완료되도록 되어 있다. 즉 사업시행기관이 전년도 11
월에 연간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무상기관은 외교부, 유상기관은 기재부에 제출
하면, 외교부와 기재부는 이를 종합하여 12월에 다시 평가소위에 제출한다. 평
가소위에서는 평가소위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소위평가계획과 사업
시행기관이 제출한 연간 자체평가계획을 종합하여, 연간 통합평가계획을 수립
하여 다시 12월 중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보고 및 승인을 거친다. 자체평가를
포함한 연간 통합평가계획이 전년도 12월 중에 수립, 확정되고 나면 해당연도
11~12월까지 기관별로 평가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외교부, 기재부를 거쳐 다시
평가소위에 최종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그림 6-1. 우리나라 ODA 자체평가 운영절차 및 영향력평가 수행기간

자료: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2016),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11. 3), pp. 4~5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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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구도에서 실제로 KOICA, EDCF와 같은 원조수행기관(평가실시기
관)이 평가를 기획, 실시하고 종료하는 데 소요할 수 있는 기간은 대략 6~9개
월 정도이다. 체계적인 영향력평가를 준비하고 시행, 분석, 연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4개월, 혹은 많게는 5~6년이 소요되지만 우리나라 체제에서는 이러
한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외부평가를 위해 평가용역을 발주하고
독립 평가수행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는 발주 및 입찰, 선정절차에 1
개월 정도의 시간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더욱 촉박하게 영향력평가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 그나마 [그림 6-1]과 같이 당해연도 초에 평가수행이 가능
하게 된 것도 2016년에 12월 제23차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에서 논의,
2017년부터 자체평가부터 적용되게 되었다.
영향력평가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현재 단년 예산제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ODA 평가체계의 경직성이 개선되어야 한다. 공여기관별로 영향력평가에
투입하는 기간을 보면 ADB는 최소 2~3년, JICA도 대부분 3년 이상이며,
USAID는 3~4년 이상 걸리는 사업주기에 걸쳐 영향력평가를 수행하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이 6~9개월 동안 영향력평가를 수행하고 결과를 보고하
는 경우는 사실상 찾을 수가 없었다. 타 공여기관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영향력평가와 같이 중장기적 접근이 필요한 전략평가에 대해서는 평가성 검토,
평가방법 설계, 데이터 수집/클리닝 및 분석 등에 충분한 시간을 투입할 수 있
도록 다년제 예산이 적용 가능하여야 한다. 당해연도 내에 평가 계획부터 실시,
종료, 보고까지를 완료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24개월 정도의 기간을 두고 체
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당해연도 내에서는 추진과정에 대한 중
간경과보고서 정도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150)
추가 기간 및 예산 투입을 통해 영향력평가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를 뒷
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enabling environment)을 조성하는 노력도 수
150) KOICA 및 EDCF 평가전문가 인터뷰(2017. 10. 18)에 따르면 현재 체계 안에서도 연도별로 끊어서
2~3년 동안 영향력평가 계획 및 결과보고를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관련 이해관계자로부터 수차례
질의 및 확인, 근거설명에 대한 요구가 많아 현실적으로 제약이 많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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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되어야 한다. 자체평가 시행기관이 ODA 평가를 실시하는 데 있어 기본적인
방향성과 원칙을 제시하는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지침｣에는 제6조(평가의
종류)에서 ‘평가실시기관은 국제개발협력사업에 대한 아래와 같은 평가를 실
시할 수 있다’라는 조항하에 정책 및 전략 평가, 국별 평가, 분야별 평가, 주제
별 평가, 형태별 평가, 프로젝트/프로그램 평가만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평
가실시기관이 연간 평가계획을 제출할 때도 평가 구분에 영향력평가가 아예 포
함되어 있지 않다. 그밖에 통합평가지침상 영향력평가는 ‘평가실시기관이 필
요하다고 판단하는 평가’로 포함하여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지만, 지침상 한
종류로 포함함과 동시에 연간 평가계획상의 평가종류에도 ‘영향력평가’를 추
가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 ODA 평가체계의 근간을 제공하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시행령에 영향력평가의 다년간 운용이 가능하도록 관
련 내용을 반영, 개정안을 마련하는 방안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한편 영향력평가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을 평가예산 외에서 찾아보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영향력평가는 사실 장기간이 소요되는 연구(research)
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선진국 연구자들은 다양한 학술기금을 활용하는 경우
가 많다. 우리나라도 기존 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한국연구재단 등 학계
와 연계하여 영향력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국제개발협력 영향력평가 사업’과
같은 제목으로 연구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해당 연구사업은
KOICA, EDCF와 연계하여 시행기관 측에서 기초선 조사, 데이터 수집 및 평
가에 필요한 자료 공유 및 지원을 적극 협조할 수 있는 구도가 마련되어야 한
다. 혹은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지원사업 중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지원사업’을 영향력평가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
할 만하다. 글로벌 연구네트워크사업은 ‘세계 우수대학, 연구소 연구자들과 공
동연구 촉진을 통해 세계수준의 연구성과를 창출’하는 데 목적이 있어 다양한
학문분야에 활용이 가능하고 다년도 연구 역시 가능하다. ODA 영향력평가,
분야별 ․ 주제별 전문성이 있는 국책연구기관과 원조시행기관 간의 협약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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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방식의 영향력평가를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교육, 보건 등
관련 분야 전공교수진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산학협력단과 연계하는 구도도
가능하다. 국책연구기관별로 다양한 국제개발협력 관련 연구를 이미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연구예산 혹은 ODA 예산을 통해 영향력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원조시행기관과 국무조정실 등의 지원 및 협력이 담보된다면 충분히 가능
하다.
관련 전문인력 양성과 주요 이해관계자의 인지도 개선 노력도 필요하다. 최
근 몇 년간 성과관리 및 영향력평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교육에 대한 수요
가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 국내 차원에서는 영향력평가를 전문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기관 및 훈련인력이 충분하지 않다. 국외전문가를 초청하여 교육훈련프로
그램을 개발하는 방안으로, 세계은행의 전략적 영향력평가기금(SIEF)에서 제
공하는 역량 강화 워크숍을 활용할 수도 있다. 다자출연신탁기금인 SIEF는 저
중소득국에서 추진되는 교육, 보건, 식수위생 접근성, 초기아동발달사업의 영
향력평가를 위한 실험적/준실험적 연구를 지원하는 기술협력기금으로 영향력
평가연구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관련 이해관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도
제공한다. 영향력평가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원조시행기관의 사업 및 평가 담
당자 외에도 연구기관 및 학계, 민간 평가컨설턴트의 관련 전문성 습득이 필
수적이며, 아울러 정책 입안자의 이해도 개선도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는
2016년 MDB 신탁기금에 지원한 총 900억 원 중 절반 가량인 498억 원151)을
세계은행 신탁기금에 지원하였는데, 그 중 대표적인 엄브렐러기금인 한국 ․ 세계
은행 협력기금(KWPF: Korea-World Bank Partnership Facility)을 활용
하여 SIEF를 제한적인 수준에서 지원하였다.152) 공여국이 신탁기금에 출연
151)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7), 「2016년 국제금융기구 신탁기금 운영 현황과 성과」 참고.
152) KWPF는 한국 ․ 세계은행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단독출연신탁기금으로 우리 정부, 연구기관, 기업과
세계은행 간 공동연구, 기술지원, 사업 발굴, 사업 타당성 조사와 IBRD, IDA 차관사업 중 한국의 전
문성을 활용하는 하위프로젝트 등을 지원하는 데 활용 가능하다. 사업 승인의 최종 주체는 한국 기획
재정부이다. 단 SIEF 관계자 인터뷰에 따르면 한국은 2015년까지만 KWPF를 통해 SIEF에 지원하였
으며, 2016~17년에는 지원을 중단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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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 자국 연구자의 참여를 조건으로 하는 등 비공식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관행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SIEF에 적극적으로 추가출연하여 SIEF를 통한 영
향력평가에 우리나라 연구자/학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이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축적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다자효과성 제고 차원에서 신탁
기금을 통해 추진하는 다자사업의 영향력평가를 추진할 수 있으며, 혹은
KOICA, EDCF 차원의 양자사업을 SIEF 신탁기금을 통해 평가하여 다자출연
기금을 양자사업의 성과관리에 활용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다.

그림 6-2. 세계은행 신탁기금을 활용한 영향력평가 활성화 방안

자료: 저자 작성.

아울러 SIEF 역량 강화 워크숍을 통해 관련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평가설
계, 실험적/준실험적 방법, 평가결과 공유, 학술저널 출판 및 미디어 홍보 등에
대한 훈련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영향력평가에 대
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평가자 풀이 미흡하고, 분야별/주제별 학자나 연구
자와 같이 일부 전문성이 있는 경우에는 다양한 제약요인 때문에 현재 구도
에서는 ODA 영향력평가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만한 인센티브가 부족하다. [그
림 6-2]와 같이 다자 ODA 예산(KWPF 엄브렐러기금)을 활용하면 국내에 영
향력평가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간접적으로는
양자/다자 ODA 사업의 효과성 제고에도 기여하는 선순환구조를 기대할 수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ODA 평가의 효과성 제고와 성과관리 개선을 위해 영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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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재원 확보, 인력 양성,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이 종합적으로 필요하다. 사실 이러한 개선을 위해서는 원조시행기관
차원의 노력뿐만 아니라 유무상 평가계획을 조정, 종합하는 외교부 및 기획재
정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평가소위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영향력
평가를 위한 후보사업을 초기단계부터 발굴하기 위해서는 사업 계획과 평가의
연계성이 강화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원조시행기관 차원에서 평가부서와
사업실시부서의 협조가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상위기관인 외교부와 기획재
정부 차원에서도 평가를 담당하는 부서(외교부 개발정책과) 외에 사업계획 수
립과 조정을 담당하는 부서(외교부 개발협력과)간의 협력과 정보공유도 필요
하다. 기획재정부 차원에서도 EDCF 사업계획단계부터 영향력평가를 위한 기
초선 조사가 계획, 연계될 수 있도록 조정이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다년제 예
산 적용, 사업기획단계부터 기초선 조사 등 영향력평가를 위한 예산 및 인력 투
입, 역량 강화를 위한 훈련프로그램 도입 등을 위해서는 평가소위뿐 아니라 궁
극적으로 국제개발협력 정책과 제도 관련 의사결정권한이 있는 국제개발협력
위원회, 그리고 예산권이 있는 기획재정부 예산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
다. 마지막으로 영향력평가를 포함한 모든 ODA 평가에 대해 국회와 상위기관
에 보고하기 위한 책무성 목적뿐 아니라, 평가를 통해 도출된 교훈을 향후 사업
과 정책 개선을 위해 환류하고 활용하는 평가친화적 문화를 조성하는 것도 급
선무이다.

나. 시행기관 차원
우리나라는 통합평가체계를 구축하고 평가 관련 가이드라인 운영과 평가대
상 사업심사 등은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대부분의 평가는 개별 시
행기관이 담당하여 수행하고 있다. 평가대상사업 선정, 평가방법 설계 및 수행,
평가결과 환류 등은 시행기관이 자체적으로 수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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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실험적 방법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시행기관 내에서 정책적 및 제도
적 장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실험적 방법에 기반을 둔 평가의 중요성과 필요
성을 인식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장치가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며, 이와 함께 실질적으로 실험적 방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준비되어야 한다.

그림 6-3. 시행기관 차원의 영향력평가 도입을 위한 과제

자료: 저자 작성.

먼저 새로운 평가방법을 도입하기 위해 시행기관 내에서 실험적 방법과 같
은 엄밀한 평가방법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정책적으로 실험적 방법 도입의
의의를 공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후평가나 중간평가와 같이 기존에 시행
되던 우리나라 개발협력사업의 평가에 비해 실험적 방법에 기반을 둔 평가 방
법은 예산 및 평가 기간이 길다는 특징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이
해와 관심이 확산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험적 방법을 시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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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한 시행기관은 KOICA가 거의 유일한데, 처음 실험적 방법을 도입할 때
일부 직원들의 직원교육 및 스터디모임을 통해 기관 내에 엄밀한 평가방법에
대한 인식이 확산된 것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특히 정책결정자들이 영향력
평가 도입에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평가방법 교육 및 인식 제고 노력을 통
해 실험적 방법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정책적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
하다.
또한 정책결정자 이외에 평가담당자, 사업담당자, 수혜자들에 대한 영향력
평가 관련 교육과 인식 제고 노력도 필수적이다. 기존의 우리나라 사업에 대한
평가는 평가담당자나 외부컨설턴트가 사업 종료 후에 문서 및 현지 조사를 통
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때 사업 수행자 및 수혜자들은 평가의 독
립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배재되는 경우가 있었다. 영향력평가와 같은 경우
에는 사업 초기에 사업담당자와 함께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과 평가가 동
시에 수행되기 때문에, 이들의 영향력평가에 대한 협조와 이해 없이는 불가능
하다. 실제 일부 비영리기구(NGO)는 개발협력사업에 실험적 방법을 적용하여
무작위로 수혜자를 선정하는 것이 비윤리적이고 연구중심적인 사고방식이라
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153) 이들에 대한 인식 확산과 제고 노력은 중
요한 요소이다. 세계은행은 매년 영향력평가를 시작하기 전에 대상사업의 사업
담당자, 평가담당자, 수혜자 대표 등을 대상으로 평가설명회를 개최하여 인식
제고에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과정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킨다면 영
향력평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제도적으로는 사업과 평가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것이 중
요하다(그림 6-4 참고). 앞서 쟁점분석(4장)과 사례분석(5장)에서 살펴보았듯
이 실험적 방법에 기초한 영향력평가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사업 초
기단계에서부터 평가를 설계해야 한다. 이때 사업부서와 평가부서 사이의 긴밀
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의 평가체제하에서 평가는 주로 평가부서와
153) Choi and Kim(2016), p. 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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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의 컨설턴트들이 주도하여 수행하고, 평가의 독립성 및 객관성을 이유로
사업부서는 평가과정에 크게 개입하지 못하고 있다. 실험적 방법에 기반을 둔
성과평가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영향력평가에 평가부서와 사업부
서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로 국제
기구나 선진 공여국들은 영향력평가의 경우 사업부서가 주도하여 평가를 계획
ㆍ수행하고, 각 시행기관의 평가부서는 기술적으로 조언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
는 경우가 많다. 실험적 방법의 도입을 위해서는 사업시행부서 및 현지 사무소
가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평가기획단
계에서는 평가성 사정도 중요한 이슈인데, 현재와 같이 임의적으로 또는 사업
금액에 따라 일률적으로 평가대상사업을 확정하는 것보다는, 향후 우리나라의
개발효과성 제고에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사업을 영향력평가의 대상으로 선정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6-4. 영향력평가 수행을 위한 타임라인

자료: USAID, https://usaidlearninglab.org/sites/default/files/resource/files/impact_evaluation_timeline.pdf
(검색일: 2017. 11. 30)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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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계획 및 수행 단계에서는 사업의 특성과 평가목적에 맞는 평가디자인을
설계하여 효율적이고 유기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특히 실험적 방법이 효율적으
로 수행될 수 있도록 현지 사업담당자와 평가담당자가 긴밀히 협력하여 모니터
링하고 필요시 평가 계획 및 기간을 유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제시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단기간에 수행하는 중간평가 및 사후평가
와 달리 실험적 방법에 기반을 둔 평가방법은 장기간 진행되는 만큼 리스크 요
인도 크다. 예를 들어 5장에서 실시한 베트남 안보건사업의 영향력평가에서는
종료선 설문조사 예정기간에 타인호아 성에 큰 홍수가 발생하여 일부 학교가
물에 잠기고 설문조사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예기치 못한 리
스크가 발생할 경우에 평가 기간 및 예산이 유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평가종료단계에서는 평가결과가 실제 정책 설계와 연계되어 증거기반 정책
설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평가결과 환류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놓는 것이
필수적이다.

표 6-1. 시행기관의 평가단계별 영향력평가 제약요인과 과제
평가단계

제약요인
- 사업 종료 후 평가대상사업 선정

평가 기획 및
설계

- 사업 담당자 및 수혜자는 평가기획에서
배제
- 일부 시행기관은 평가성 사정절차 미흡
- 사업 담당자 및 수혜자는 평가수행에서

평가수행

배제
- 평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취약

평가종료

과제
- 평가성 사정을 통해 증거기반 정책설계에
기여할 수 있는 평가대상 선정
- 사업담당자와 평가담당자가 공동으로
평가계획 수립
- 사업담당자와 평가담당자가 긴밀히 협력
하여 평가수행할 수 있는 제도 필요
- 리스크에 대비하여 예산의 유기적 운용
필요

- 평가결과 환류시스템 부족

- 성과기반관리시스템(RBM) 정착

- 평가결과를 환류할 인센티브 및 제도 부족

- 인센티브 제도화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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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 및 공여국들은 영향력평가의 규모와 평가 수행절차 및 정책에 따
라 크게 세 가지 모델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모델은 세계은행과 같이 영향
력평가가 평가의 주류로 정착되어 내부연구진이 자체적으로 영향력평가를 수
행하는 유형이다. 두 번째 모델은 아시아개발은행과 같이 영향력평가 담당 연
구부서가 주로 기술적 지원을 맡고, 사업팀이 평가계획 수립 및 제안서를 제출
하여 선정된 사업에 한해 영향력평가를 실시하는 유형이다. 독립평가부서가 직
접 영향력평가를 수행하기도 하는 등 중간수준의 평가수행체계를 보유한다. 마
지막으로 세 번째 모델은 MCC, USAID, JICA와 같이 일부 사업 및 시범사업
이 사업팀으로부터 발굴되어 영향력평가가 수행되는 유형이다. 평가 규모나 계
획이 사전에 정해지지 않았으며, 사업팀의 필요에 의해 요청 및 실시된다. 평가
수행은 외부의 전문컨설턴트들이 주로 수행하며 평가부서는 학습 및 조직 내
결과의 확산에 중점을 둔다.
우리나라는 세계은행과 같이 영향력평가를 평가의 주류로 정착시켜 활발하
게 진행하는 것은 현재 제약요인과 과제를 고려해볼 때 단기적으로 불가능하
다. 단기적으로는 세 번째 모델인 JICA, USAID와 같이 사업팀이 상향식
(bottom-up)으로 영향력평가 대상 사업을 발굴하고, 평가팀이 기술적으로 협
력하여 일부를 대상으로 영향력평가를 확대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델은 영향력평가가 시스템적으로 정착되지 않아 추후 결과 환류와 개
발효과성 제고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정책적 리더십 교체 및 예산상황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한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
라서 우리나라는 중기적으로 개발효과성 제고와 증거기반 정책수립을 목표로
사업의 대상 선정 및 평가성 사정절차, 평가수행 관련 제도, 환류시스템 정착
등을 통해 영향력평가를 제도적으로 구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두 번째 모
델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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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약 및 결론
개발협력사업의 평가는 개발협력사업의 형태와 평가 동향에 따라 변화를 반
복해왔다. 그동안 개발협력사업평가는 전후평가, 질적 평가, 거시경제적 효과
평가에 집중되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방식은 실제 사업과 효과 사이의 인
과관계는 밝힐 수 없어 개발사업이 실제로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에 기여했는
지는 알 수 없었다. 이는 1980년대 원조회의론이 대두되고 일시적으로 원조가
감소하게 된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기존 평가방식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
가 확대되고 파리선언 및 부산파트너십 등을 계기로 개발효과성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자 사업이 수혜자들에게 미치는 미시적인 영향에 대한 관심이 커지기 시
작하였다. 특히 MDG와 SDG는 개발활동을 통해 얼마나 많은 수혜자의 교육,
보건, 환경 지표가 개선되었는지 구체적인 데이터와 증거에 주목하였다. 한편
개발경제학자들은 그동안 노동 및 공공 경제학에서 정책평가에 사용되었던 실
험적 평가방법을 개발협력사업의 성과평가에 적용하며 공급 측면에서 영향력
평가의 등장에 기여하였다. 영향력평가는 이처럼 기존의 모니터링 및 사후평가
등의 한계를 보완하는 새로운 평가방식으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영향력평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그동안 우
리나라 개발사업의 평가는 사후평가에 국한되었고 평가체계도 획일적으로 운
영되어왔다. 최근에는 국내외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영향력평가가 일부 수행
되고 있지만, 제도적 및 정책적 한계 때문에 일부 사업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우리나라에 비해 국제사회는 영향력평가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세계
은행은 2005년 개발영향평가(DIME) 이니셔티브를 설립하고, 영향력평가결
과를 조직 내 환류목적으로 활용하면서 본격적으로 영향력평가를 수행하기 시
작했다. 개발연구그룹에 속한 DIME팀은 전략적 영향력평가기금(SIEF)을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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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고, 개발영향력평가(i2i) 프로그램을 수행하며 분야별 사업팀의 영향력평
가 기술지원 및 조직 내 학습·환류를 돕는다. 영향력평가 타당성 검토를 실시
하여 분야별 사업팀이 제안한 영향력평가 중 평가방법이 명확히 수립되고, 영
향력평가의 필요성이 높은 사업을 선정한다. 이와 같은 영향력평가결과는 향후
사업의 확장 지원 시 중요한 결정근거로 고려된다.
아시아개발은행은 2007년부터 체계적인 영향력평가방법을 강조하기 시작
하였으며, 2010년 기술지원사업의 형태로 영향력평가를 크게 확대한다. 영향
력평가에 대한 기술지원사업은 아시아개발은행 내 경제연구부(ERD)가 담당하
며, 대상사업은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대조군을 명확히 규명할 수 있을 때 선정
된다. 아시아개발은행의 영향력평가위원회는 기술지원사업하에서 수행된 영
향력평가의 품질을 관리·감독한다.
미국의 USAID와 MCC는 신규 시범사업이나 혁신적인 프로젝트에 대해 영
향력평가를 실시한다는 평가지침을 보유하고 있다. 평가담당부서는 사업부에
서 제안한 영향력평가사업에 대해 기술지원이나 자문 활동을 하며, 실제 평가
는 외부컨설턴트가 수행한다. 영향력평가 결과 및 방법에 대한 조직 내 역량 강
화와 지식공유가 주목적이다. 일본도 최근 영향력평가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자체평가지침에 따르면 사업영향력에 대한 충분한 증거 확보, 정량적 효
과성 평가의 필요성, 수원국 이해관계자와의 연락 가능성, 대조군 구축 등 제반
환경이 확보된 경우 영향력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정착
되지 않아 사업담당자의 역량 및 의지에 의해 산발적으로 영향력평가가 수행되
고는 있지만, 조직 내 관심이 커지고 있고 인식도 확산되고 있어 추후 더욱 확
대될 수 있다.
국제사회의 영향력평가 관련 정책과 체제를 비교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평
가체제에 영향력평가를 도입할 때 고려해야 할 쟁점들을 도출할 수 있었다. 먼
저 평가성을 판단하고 적절한 평가방법을 설계할 때 필요한 이론적 배경과 고
려요인들을 제시한다. 평가성 사정의 주요 기준으로는 사업논리의 적절성,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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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 가능한 제도적 환경,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 접근성 및 품질 등이 제
시되었다. 실험적 방법 및 준실험적 방법 중 적절한 평가방법을 선택하여 구체
적인 평가방법을 디자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사업특성 및 평가환경을 고려하여
무작위통제실험 또는 준실험적 방법 중 적절한 평가디자인을 도출하고, 주요
방법의 특징 및 장단점을 고려하여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영향력
평가의 결과를 환류하여 추후 정책 수립 및 사업 설계에 기여하는 정책이 수립
되어야 한다. 이때 성과기반관리시스템 및 결과 환류유인 마련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필수적이다.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베트남에서 수행하고 있는 안보건사업을 대상으로
무작위통제실험을 기반으로 한 영향력평가를 수행한 과정과 결과를 소개한다.
베트남은 경제발전속도와 소득규모에 비해 안보건서비스가 낙후되어 있다. 특
히 농촌 및 소외 지역 청소년들의 안보건 인프라 접근성은 매우 낮은 실정이다.
한국은 베트남 타인호아 성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초등학생에 대한 안보건교
육과 안경배급사업을 실시하여 안보건 인프라 접근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이 사업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무작위로 수혜학교와 비수혜학교를 추출하고,
안보건사업이 학생의 시험점수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였다. 측정결과 이 사업
은 학생들의 언어시험점수를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
례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ODA 사업 중 대표적인 모델인 안보건 인프라 제공사
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추후 우리나라 ODA 사
업에 영향력평가를 적용할 때 사업팀과 평가팀의 협조를 위한 기반,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이해관계자에 대한 인식 제고 등이 필요하다는 시
사점을 도출하였다.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6장에서는 우리나라의 ODA 성과관리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먼저 우리나라 ODA 평가는 아직까지 명확한 정책이 없기 때문에,
개발협력사업의 성과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개발효과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평가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평가정책은 영향력평가를 기존의 사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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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종료평가와 함께 평가종류에 포함시키고, 대상사업 선정과 사업주기와의 연
계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평가수행주기와 예산제도 개선을 통해 타
평가에 비해 예산 및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영향력평가가 평가체계하에서 가능
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아울러 영향력평가의 재원을 확대하
고 인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산학협력단과 연계하거나 외부재원을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전문인력 양성과 주요 이해관계자의 인지도 개선을 위
해 국외 전문기관에서 시행하는 워크숍과 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필
요하다. 우리나라는 통합평가체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평가는 개별 시행
기관이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기관 차원에서도 정책 및 제도적 노력이 필
요하다. 먼저 시행기관 내에서 실험적 방법에 대한 필요성 인식이 확산되어 관
련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정책결정자, 평가담당자, 사업담당자, 수
혜자들에 대한 평가방법 교육과 인식 제고도 영향력평가의 도입 및 효율적인
수행에 필수적이다. 제도적으로 평가 계획, 수행, 종료 등 평가단계에 따라 사
업팀과 평가팀이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ODA의 성과관리 개선과 효과성 제고를 위해 영향
력평가의 도입과 이를 위한 제반환경 조성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초기에는
교육, 보건, 농업 등의 분야 위주로 시범사업을 발굴, 영향력평가의 실시 경험
과 역량을 축적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그러나 영향력평가 대상 사업을 선
정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ODA 사업 수 대비 영향력평가 수를 지정하거나,
특정 분야에 대해 할당량 방식으로 영향력평가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것은 적절
하지 않다. 즉 수량적인 목표에 따라 영향력평가 실시횟수를 늘리는 양적인 접
근보다는 적절한 사업에 체계적으로 적용, 도출된 결론을 환류하는 질적 측면
에 대한 고려가 시급한 과제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향후 우리나라
ODA 평가의 최소 몇 건 이상을 영향력평가로 실시해야 한다는 제언보다는 ‘의
미 있고 적절한 사업의 평가성을 측정하고, 사업 성격/유형에 따른 방법을 적
용하여 도출된 결과를 근거기반 정책수립과 사업 추진에 반영’해야 한다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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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적인 제언을 하고자 한다. 영향력평가는 사업기획단계부터 함께 계획되어 지
역사회단위에서 기초선을 수집하고 모니터링하고 종료선까지의 변화를 긴밀
히 추적해야 하기 때문에 하향식(top-down)보다는 사업시행담당자가 현지
사무소, 개도국 현장의 파트너와 논의하여 적절한 대상을 발굴하는 현장 중심
(decentralised)의 상향식(bottom-up)이 더 적절하다. 특히 영향력평가는
현지 파트너와 지역사회 이해관계자의 긴밀한 협조가 담보되지 않고서는 제대
로 추진될 수 없기 때문에 목표수치를 설정하고 할당량을 채우는 방식보다는
현지 상황과 사업특징을 고려하여 적절한 사업을 발굴하고 주도적으로 사업의
영향을 탐구해가는 주인의식(ownership)에 기반을 둔 접근이 특히 요구된다.
따라서 각 원조기관의 대표 분야 및 주제 사업, 새롭고 혁신적인 지원방식의
사업, 시범사업을 확대 적용할 때 등의 큰 방향성을 바탕으로 하되, 앞서 평가성
검토에서 제시한 핵심 항목인 사업논리의 적절성, 적절한 평가가 가능한 제도적
환경, 데이터 접근성 및 품질 등을 고려하여 대상사업을 선정해야 한다.
종합적으로 우리나라는 단기적으로 영향력평가의 시범적 도입을 추진하고
영향력평가를 위한 역량 강화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원조
시행기관 차원에서 영향력평가 수행이 용이하고 평가인력의 역량을 강화하
는 데 적합한 교육 및 보건, 농업 분야의 지역기반사업(Community based
project) 등을 중심으로 영향력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현실성 있는 영향력평가
의 도입방안이라고 사료된다. 과거 우리나라 ODA 예산의 약 20~30%가 중점
분야인 교육, 보건, 농업 분야에 투입되었고, 2018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
계획상으로도 전체 예산의 37% 가량이 SDG 관련 목표 이행을 위해 교육(212
건/4,346억 원), 보건(155건/2,808억 원), 농업(137건/2,047억 원) 사업에
지원될 예정이다.154) 초기에는 이 분야들을 중심으로 영향력평가를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을 계획단계부터 발굴하고 평가성을 검토, 사업특징에 따라 적절한
154) 관계부처 합동(2017), 「제29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제29-1호), 2018년 국제개발협력 종합
시행계획」, p. 6. 해당 예산 규모 및 건수, 비중은 각 부처 및 기관이 제출한 요구기준이며 정부예산
편성과정 및 국회 예산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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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 개발협력사업 중 비중이 높은 인
프라 사업들에 대해서는 무작위통제실험이 불가능한바, 준실험적 방법을 적극 활
용하여 시범적으로 영향력평가를 수행하고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정책과 제도 차원의 환경조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즉 영향
력평가 관련 제도를 수립하여 체계적인 성과평가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영향력평가가 용이한 교육/보건/농업 분야의 경험과 역
량을 바탕으로 점진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개발효과성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는
대형 플래그십 사업(Flagship project)이나 새로운 유형으로 검증이 필요한
사업을 대상으로 영향력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또한 제도적으로 사업부 및 지
역사무소의 역량 강화를 통해 상향식으로 영향력평가 대상 사업을 제안하고,
주도적으로 영향력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영향력평가의 결과를 환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인센티브를 통해 실용적인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증거기반 정책
수립과 개발효과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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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Impact Evaluation and the Implication for
Korea's ODA Evaluation System
HUR Yoon Sun, JEONG Jisun, LEE Ju Young,
YOO Aila, YOON Sangchul, and LEE Jongwook

There has been increasing demand for new evaluation methodology
to rigorously measure the causality between the results and activities
in the development cooperation sector, and through this to contribute
to development effectiveness. The impact evaluation is a method that
can complement the shortcomings of former evaluation methodologies
by rigorously measuring the impact of a project through an
experimental approach. Unlike existing evaluation methods,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results and activity is measured by using
scientific experimental methodology and econometric techniques. In
addition, impact evaluation can reveal the main factors of
success/failure of the development activity. Thus the result of impact
evaluation can be used for future policy design and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evidence-based policy making.
Two factors supported the rise of impact evaluation. First,
awareness of the role of evaluation to enhance development
effectiveness has continued to rise following the Paris Decl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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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usan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in
2011 also emphasized the role of evaluation as a tool for accountability
and learning, managing for development results, and eventually the
input for evidence-based policy making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econd, development economists contributed to the rise of impact
evaluation by developing rigorous evaluation methodology such as
experimental and quasi- experimental methodologies in the setting of
developing countries.
Development agencies have begun to adopt impact evaluation to
demonstrate the effectiveness of development projects. The World
Bank, as a leading agency for development effectiveness, has
conducted a number of randomized controlled trial (RCT)-based
impact evaluations to reveal the causality between development
projects and results, and to provide evidence for future policy making.
The ADB, USA and Japan also recently reformed their evaluation
systems and adopted impact evaluation to scientifically demonstrate
the results of development projects. In comparison to other donor
agencies, Korea yet lacks related policies or a system for impact
evaluation. But there is an increasing demand for impact evaluation
to establish evidence-based policy making and enhance development
effectiveness in Korea.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trends, policies and issues
of impact evaluation, and to draw policy implications for the
introduction of impact evaluation in Korea's ODA evaluation system.
To achieve this goal, this study first compares and analyzes the policy,
evaluation system and various cases of impact evaluation from other
donor agencies such as the World Bank, ADB, USA, and Japan. Sec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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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analyze the major issues related to impact evaluation in details.
Three issues are raised and analyzed: evaluability assessment,
methodology design, and feedback of the result. Third, we conduct an
impact evaluation using clustered-RCT to assess the performance of
a health project supported by the Korean government in Vietnam.
Finally, we analyze the tasks for introducing impact evaluation into
Korea's ODA evaluation system at the level of an ODA-integrated
evaluation system and implementing agency. This study also proposes
a mid- to long-term roadmap to reform Korea's ODA evaluation
system.

In conclusion, this study emphasizes the introduction of impact
evaluation to improve result management and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Korea's ODA. The first step for that would be to build knowledge
about the importance of rigid evaluation among stakeholders. In
addition, a bottom-up evaluation planning system should be set to
plan the evaluation from the beginning of the project. In the short
term,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impact evaluation to the fields of
education, health, and agricultural as these are the fields in which
impact evaluation can be carried out relatively easily, thus
strengthening the evaluation capacity of Korea. In the mid- to-long
term, a strategic direction should be set up to establish policies
supporting impact evaluation and systematic result-based management.
It is necessary to carry out impact evaluation for large flagship projects
and new projects that need to establish an evidence-based policy
making process. This strategic impact evaluation system will
ultimately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effectiveness of Korea's
O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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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act Evaluation and the Implication for Korea’s ODA
Evaluation System
HUR Yoon Sun, JEONG Jisun, LEE Ju Young, YOO Aila,
YOON Sangchul, and LEE Jongwook
국제사회에서 개발효과성 및 증거기반 정책수립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개발협력사업의 효과를 엄밀하고
과학적으로 측정하는 성과평가기법인 영향력평가가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특히 사업이 성과로 이어지는
인과관계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는 기존 평가방법론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개발효과성 제고를 위해
평가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영향력평가의 역할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영향력평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나, 제도 및 정책의 부재로 영향력평가 수행에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우리나라 ODA 성과평가에 영향력평가 도입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의 영향력평가 동향 및 정책을 비교분석하고, 평가성 사정 및 평가방법 설계, 결과 환류 등
영향력평가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쟁점을 살펴보았다. 또한 우리나라 ODA 사업에 실제로 실험적 방법론을 활용한
영향력평가를 수행하여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고 우리나라 ODA 성과평가에 실질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ODA 성과관리에 영향력평가 도입을 위한 과제를 ODA
통합평가체계 차원과 시행기관 차원에서 분석하고 중장기적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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