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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3

개발원조위원회(DAC) 평가 시리즈 공동평가 업무관리 가이드라인

서  문

본 가이드라인은 평가업무 담당자들이 효과적으로 공동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

록 도움을 주기 위해 작성되었다. 국제사회가 효과적인 원조 관리를 우선시하고 

성과 입증에 대한 상호 책임성을 강조하고 있는 이 시점에 본 가이드라인은 매우 

중요하다.
개발기관들과 파트너들은 공동평가를 수행함으로써 한 기관의 개별적인 성과

가 아닌 사업의 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지속가능성, 그리고 영향력에 대해서 통

합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이는 상당히 많은 원조가 협조(co-ordinated)전략 혹은 

공동전략의 틀 안에서 공동재정지원(basket fund), 분야별접근, 예산지원(budget 
support) 등의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유용하다 할 것이다.  

공동평가의 또 다른 목적은 평가의 횟수를 줄임으로써 수원국 파트너들이 

지불해야 하는 거래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최대한 많은 공여국

들이 개별 수행 평가가 아닌 공동평가를 시행해야 한다. 우리는 또한 공여국들 

간의 파트너십에서 더 나아가 수원국 파트너들과도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는 평가가 수원국의 국가 수요와도 일치 하도록 하고, 수
원국의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평가의 결과와 제언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본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실용적인 조언들은 보다 효율적

으로 공동평가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는 본 가이드라인을 통해 

향후 더 많은 파트너들이 공동평가에 참여하기를 희망한다.

Richard Manning
(Chair)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Eva Lithman
(Chair)

DAC Evaluation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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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평가네트워크(The Network on Development Evaluation)는 개발원조위원회(DAC)의 산하

기구이다. 개발평가네트워크는 엄밀하고, 독립적이며, 정보를 제공하는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지

원함으로써 국제개발프로그램의 효과성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본 네트워크는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

아, 일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
국, 세계은행 (World Bank), 아시아 개발 은행 (Asian Development Bank), 아프리카 개발 은행 

(African Development Bank), 미주 개발 은행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유럽부흥개발

은행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유엔개발프로그램 (UNDP), 국제통

화기금 (IMF) 등 30개의 양자간 공여국들과 다자간 개발기관이 하나로 묶여 있는 특수한 기구이다. 
DAC 평가네트워크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www.oecd.org/dac/evaluationnetwork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dacevaluation.contact@oecd.org로 이메일을 보내면 받을 수 있다. 본 가이드라인 작

성에 재정적 원조를 제공해주고 무상배포를 가능하게 해 준 오스트리아와 덴마크, 독일에게 특

별히 감사의 뜻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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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및 요약

 본 책자는 개발원조 프로그램 공동평가의 담당자를 위한 실용적 가이드라인

으로, DAC에서 발간한 다수 공여국 공동평가의 효과적 수행법 (Effective 

Practices in Conducting a Joint Multi-Donor Evaluation, 2000)의 내용을 수정 및 

개정하였다.1 새로운 가이드라인의 제목에서 “다수 공여국(Multi-Donor)” 이라는 

말을 생략한 것은 비원조기관들이 공동평가에 참여하는 등 보다 광범위해지고 

있는 개발협력 파트너십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된 내용은 브리어(Horst Breier) 

자문위원이 2005년에 작성한 DAC 평가네트워크 조사 보고서의 결과 및 제언을 

바탕으로 한다.2 또한, “공동평가: 통념에 대한 도전 – 수원국 파트너들의 시각에

서 (Joint Evaluations: Challenging the Conventional Wisdom – the View from 

Developing Country Partners)” 워크숍의 결과물 및 평가네트워크 구성원들과 파

트너들로부터의 조언과 피드백을 반영하였다.

공동평가란 하나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평가를 의미한다. 여기서 

핵심은 이해관계자들을 평가에 참가하게 하여 참여적 평가를 시행하는 그 기법

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발협력 기관들이 공동으로 평가를 수행한다는 데에 

있다.3공동평가는 참여 기관의 수, 그들의 주안점, 목적, 접근방식 등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다. 평가방법 또한 기존 정보에 대한 문헌 조사에서 수원국 현지조

사까지 매우 다양하다.

공동평가는 모든 파트너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다. 협동 작업은 파트너국가들간

의 상호 역량 개발과 학습, 참여와 주인의식 구축, 작업의 분담, 결과의 정당성 강

화, 평가횟수를 줄여 파트너 국가들의 전체 거래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공동작업으로 인해 특정 비용과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특히 파트너 기관들에게 많은 부담을 줄 수 있다. 파트너들간의 합의를 도출하고 

효과적으로 협력을 지속하는 것은 많은 비용과 시간을 필요로 할 수 있다. 또한 공

동평가가 지연됨으로써 적시성과 적절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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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공동작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몇몇 기관들은 독립평가(공동평가의 반대 

의미로서)를 더 중시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기관들은 공동평가 수행에 대하여 

강한 의지를 표하고 있으며, 공동평가에 대한 관심도와 수행 빈도가 증가하고 있

다. 국제사회는 전체적인 ODA 규모를 늘리고 있고, 늘어난 원조를 제공하기 위

한 더욱 효과적인 방식을 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원조효과성에 관한 파리선

언은 개발기관과 파트너 국가들이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로 합의하는 이행공약이다. 본 책자는 평가업무 담당자들이 공동평가의 이점을 

극대화하고 비용을 최소화하여 어려움을 해결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평가를 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제 1장은 공동작업의 이점과 어려움에 대하여 서

술한다. 제 2장은 공동평가 업무관리에 관한 실용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Box 1. 협조의 정도와 형태에 따른 공동평가 분류

DAC 평가 용어 사전(The DAC Evaluation Glossary)에서는 공동평가를 “다수의 공여기관 그

리고/또는 수원국 파트너가 함께 수행하는 평가”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협조(Jointness)”의 정도

는 개별 파트너가 평가 과정 중에 함께하거나, 평가재원을 분담하거나, 평가 보고서 작성에 참여

하는 정도에 따라 다양하다고 명시한다.1 공동평가라고 할 수 있는 세 가지 광범위한 카테고리는 

서로 다른 종류의 공동평가를 구분하며, 개발파트너들이 함께 일하는데 있어 착오를 줄이고 서

로의 기대치를 명확히 하는데 도움이 된다.2

평가형식/예

1. 전통적(Classic) 공동평가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다. 모든 개발파트너들은 동등

한 조건에서 적극적으로 평가에 참여한다. 전통적 공동평가의 예

로 르완다 평가, WFP와 GBS Evaluation의 3자 평가 등이 있다.

2. 조건부(Qualified) 공동평가 DAC, EU, Nordics, UNEG, ECG, Utstein 등 특정 단체의 회원

이거나 혹은 분야별접근(SWAp), 공동재정지원(basket funding 
mechanism), 공동 이행 프로그램 등 평가 대상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기관들에게만 공동평가 참여자격이 주어진다. 조건부 공

동평가의 예로는 EU 원조평가, ITC 평가, DAC에서 수행한 지방 

분권 및 지역 거버넌스에 대한 공여국지원 연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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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혼합형(Hybrid) 공동평가 다양한 공동평가 방식을 포함한다: (a) 한 개 혹은 그 이상의 기관

에 책임이 위임되며 기타 기관들은 ‘조용한 참여자(silent partnership)’
의 역할을 담당한다; (b) 평가의 일부분은 공동으로 이루어지며 

나머지 부분은 개별적으로 수행된다; (c) 개별적이지만 유사한 

평가들이 다양한 수준에서 연계된다; (d) 공동 작업은 공통의 평

가프레임워크에 대한 합의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며 개별 평가에 

대한 책임은 각 참여자가 진다; (e) 리서치, 관계자 면담, 팀 방문 

등의 활동은 공동으로 수행되나, 각 참여자는 개별 보고서를 작

성한다.

1. OECD (2002), Glossary of Key Terms in Evaluation and Results Based Management, p. 26, 
OECD, Paris.

2. Joint Evaluations: Recent Experiences, Lessons Learnt and Options for the Future (H. Breier) 
보고서에 50개의 공동평가 사례가 주안점과 범위에 따라 목록화되어 있다.

Box 2. 공동평가 개괄, 1990-2006

1991년에 합의된 DAC 개발원조 평가원칙(The DAC Principles for Evaluation of Development 
Assistance)은 “공여국들의 공동평가는 서로의 평가절차와 접근방식을 이해하고 수원국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1고 명시하고 있다. 평가원칙에서는 수원국의 평

가 참여에 대한 중요성도 언급되고 있다.
1990년대 들어 캐나다, 네덜란드, 노르웨이가 수행한 WFP평가(1994), 분쟁과 집단학살에 대

한 국제사회의 반응: 르완다 대학살의 교훈(1996), 개발위원회에서 승인한 유럽연합의 식량지원 

평가(1997) 등 여러 가지 대표적인 공동평가들이 수행되었다. 1996년에 발표된 DAC의 21세기

를 구상하며: 개발협력의 공헌(Shaping the 21st Century: The Contribution of Development 
Cooperation) 보고서는 공여국들이 공동평가를 일상적인 평가로서 수행하고, 타 공여국들 뿐 아

니라 수원국들과도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1998년 1월에 개최된 DAC 고위급회담에서는 

공동모니터링과 공동평가를 개발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11가지 방법 중 하나로 지정하였다.
1998년에 발표된 DAC 개발원조 평가원칙 검토(Review of the DAC Principles for Evaluation 

of Development Assistance)에서는 공동평가에 참여한 16개의 회원국들이 “평가결과에 매우, 혹
은 대부분 만족하였으며,” 그러한 만족감은 공동평가가 “서로 직접 학습할 수 있고, 보다 큰 성

과를 내며, 피드백을 용이하게 하고, 서로의 지식을 이용하고, 후속조치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원

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2
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참여자들은 “공동평가가 공동으로 작업

하고 상호이해를 증진시키는데 있어 개별 평가보다 더 많은 시간과 자원을 요한다”고 말한다. 
공동평가 참여자들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평가의 복잡성과 지연 가능성, 서로 다른 정치적 목

적을 모두 고려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숨은 의도, 상이한 접근 방식, 일반적이고 외교적인 결론이 

효과적인 공동평가 수행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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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부터 공동평가의 수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면, 덴마크가 착수한 가나 도로분

야 프로그램 공동평가(Joint Evaluation of the Road Sub-Sector Programme in Ghana, 2000); 세
계은행이 주도한 국가주도 발전을 향하여(Toward Country-led Development, 2003); 네덜란드가 

착수한 기초교육의 효과적인 파트너십을 향하여(Towards Effective Partnership in Basic 
Education, 2003); 독일이 착수한 국제 인구 개발 회의 이후 젊은이들의 생식건강 수요 및 권리에 

대하여-UNFPA와 IPPF의 기여(Addressing the Reproductive Health Needs and Rights of Young 
People since ICPD – The Contribution of UNFPA and IPPF, 2004)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IFAD
의 공동평가, WFP의 개발가능정책(Enabling Development Policy), 국제무역센터, EU 개발협력 

정책에서의 Triple C Concept, 영국의 일반예산지원에 대한 공동평가 등도 시행되었다. Active 
Learning Network for Accountability and Performance in Humanitarian Action (ALNAP)의 국내

난민에 대한 원조 평가(Evaluation of Assistance to Internally Displaced Persons)와 쓰나미공동평

가(Tsunami Evaluation Coalition) 등의 인도적 원조에 대한 공동평가 역시 착수되었다.
DAC 평가네트워크는 공동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며, 상당수의 공동평가가 시행되는 

데 기여했고, 공동평가 관리를 위한 교훈과 경험을 공유하는 장을 제공해왔다.

1. OECD(1991), DAC Principles for Evaluation of Development Assistance, p. 8, OECD, Paris
2. OECD(1998), Review of the DAC Principles for Evaluation of Development Assistance, p. 55, 

OECD, Paris

Notes

1. OECD/DAC (2000), Effective Practices in Conducting a Joint Multi-Donor 
Evaluation, OECD/DAC Evaluation and Aid Effectiveness Series, No.4, 
OECD, Paris.

2. H. Brier (2005), Joint Evaluations: Recent Experiences, Lessons Learnt and 
Options for the Future, Working Paper, presented at the third meeting of 
the DAC Network on Development Evaluation, 2-3 June 2005, Paris.

3. 본 가이드라인의 “기관(agency)”라는 용어는 양자간 공여국과 수원국 정부부

처, 그리고 기타 다자간 개발기구 및 시민사회 개발기구를 모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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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평가의 잠재적 이점

상호역량개발. 공동평가는 파트너 국가와 지역 자문위원 등도 포함하여 참여

자들로 하여금 서로 학습하고, 평가기법을 공유할 수 있게 한다.

조화(Harmonisation)와 거래비용 감소. 하나의 공동평가가 다수의 개별평가를 

대신한다면 파트너 국가들간의 거래비용은 분명히 감소할 것이다. 또한 공동평

가는 평가 견해의 격차를 줄이고 다음의 우선순위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낸다. 그
러나 평가 절차가 합리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동평가가 개별평가와 

더불어 수행된다면 모든 파트너들의 거래비용은 전체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참여와 일치(alignment). 공동평가를 통해 수원국 기관은 더욱 용이하게 평가

에 참여할 수 있다. 이로써 평가는 수원국 파트너의 국가적 수요에 일치하고 평

가 결과에 대해 주인의식을 갖도록 할 수 있다. 

객관성과 정당성. 효과적인 공동작업은 평가의 객관성, 투명성, 그리고 독립성

을 증진시키고 평가의 정당성과 파급효과를 강화한다. 광범위한 참여를 통해 평

가결과에 대한 주인의식을 제고하고, 제언에 대한 후속조치를 용이하게 한다.

광범위한 관점. 공동평가는 광범위한 평가질문을 다룰 수 있고, 개별기관의 성

과를 넘어 복수 기관의 영향력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다.  

공동평가의 잠재적 어려움

위에서 설명한 공동평가의 잠재적 이점에도 불구하고 1998년에 발간된 DAC 
평가원칙 검토(Review of the DAC Principles)에서는 공동평가가 “미약”하며, 일
반적으로 공동평가에 대한 “관심이 미미”하다고 밝혔다.1 공동평가의 수는 늘어

나고 있지만 공동평가 정책과 실행 간의 격차는 여전하다는 것이다. 그 이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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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는 개발기관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으며, 국내에서 요구하

는 책임성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다른 기관들과

의 공동작업보다 우선시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편향적 태도는 파트너 국가들이 

평가계획수립 및 평가수행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게 될 때 비로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효과적인 공동평가에는 아래와 같은 어려움이 더 존재한다:

∙ 공동평가에 적합한 평가 대상-예를 들면, 예산 또는 분야별 수준에서의 공동

재정지원프로그램, 다자간기구의 효과성, 여러 행위자들의 영향력에 대한 평

가 등-은 본래 독립평가보다 평가하기가 어렵다.

∙ 공동평가 절차는 복잡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평가비용과 시간이 늘어날 

수 있다. 비록 공동평가가 “재정적 비용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2는 

주장도 있지만, 공동평가로 인해 근무 인원, 시간, 출장 등에 있어서 추가적

인 간접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복잡한 평가절차로 인한 평가지연은 평가

의 적시성과 파급효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평가과정 중에 발생

하는 이러한 어려움에 대해서는 제 2장에서 더 자세히 다룬다.

공동평가 수행 여부에 대한 의사 결정

개별평가를 진행할지 혹은 공동평가를 수행할지에 대한 의사결정은 그에 따른 

이점과 어려움을 신중히 고려한 뒤에 사례별로 결정된다. 공동평가 수행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고려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 주안점(Focus). 공동재정지원 프로그램, 국가 수준의 원조효과성 혹은 분야별 목

표, 다자간 혹은 지역 개발기관의 평가, 한 기관이 독자적으로 다루기에는 지나치

게 민감하거나 논란의 소지가 있는 이슈들, 그리고 광범위한 주제 혹은 메타평가

(meta evaluation) 등에 초점을 맞춘 평가들이 공동평가로 수행되기에 적합하다.

∙ 목적(Purpose). 공동평가를 통해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동평가가 개

별평가에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평가를 대신해서 수행되어야 한다. 평가

과정이 효과적으로 합리화되기 위해서는 공동평가가 각 파트너의 책임성에 

따른 필요와 학습목표에 부합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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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위(Scope). 공동평가 시 각 참여기관이 다루고자 하는 이슈나 질문들이 있

기 때문에 그 범위가 포괄적일 수 있다. 만약 하나의 기관이 평가의 초점을 

한 곳에만 집중하고자 하거나, 혹은 평가 범위를 제한하는 데 찬성하지 않을 

경우 공동평가는 적합하지 않다.
∙ 기간(Timeframe). 만약 평가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라면 

공동평가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공동평가는 협조를 통해 이루어지는 작

업이며, 따라서 평가기간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매우 복잡한 

공동평가가 짧은 시일 내에 완료된 사례도 있다. 예를 들어, 국제사회의 르완

다 긴급구호에 대한 공동평가는 르완다 사태에 대한 높은 정치적 관심 등을 

이유로 일년이 조금 넘는 기간 내에 완료되었다. 공동평가로 인한 지연은 조

용한 참여자, 개별 기관에 대한 책임 위임, 다양한 상황에서 서로 다른 이해

관계자들에 의해서도 적용될 수 있는 공통의 평가프레임워크 개발 등을 통

해 최소화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제 2장에서 더 자세히 다룰 것이다.

Notes

1. OECD/DAC (1998), Review of the DAC Principles for Evaluation of 
Development Assistance, p. 11, OECD, Paris.

2. O. Feinstein & G. Ingram (2003), Lessons Learned from World Bank 
Experiences in Joint Evaluation, p. 5, OECD, Washington. 여기서는 거래비용

에 대한 확실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추적연구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명시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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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공동평가 기획과 수행의 주요 절차

본 장은 평가파트너 물색, 관리구조에 대한 합의, 평가실행, 후속조치 등 공동

평가 담당자를 위한 실용적인 교훈을 제공한다.

평가파트너 물색

제 1장에서 다루었듯이,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파트너로 참여하는 것은 평가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적합한 파트너 기관들

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가? 다른 기관들이 이미 같은 프로젝트나 프로그램 또

는 주제에 대한 평가를 기획 혹은 고려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가장 좋은 시

작점이 될 수 있다. 그러한 기관들과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은 전체적인 평가횟

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평가의 중복을 최소화하며, 파트너 국가들간의 거래

비용을 줄이기에 가장 쉬운 방법이다. 그러나 참여 기관들이 향후의 평가 계획을 

너무 늦게 공유할 경우, 공동평가에 착수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공동평가에 대

한 관심과 흥미를 보이는 곳에는 다양한 국가적 혹은 국제적 수준의 자문단이 

존재한다. DAC 개발평가네트워크는 협력에 대해 유구한 전통을 갖고 있으며 많

은 공동작업을 기획하고 추진해왔다.

이미 같은 분야의 평가를 계획하고 있는 기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것 외에

도, 평가 담당자들은 보다 광범위한 제도적 틀을 구축해야 하며, 평가 대상인 프

로젝트, 프로그램 또는 주제에 중요하게 기여하였고, 평가 결과에 관심이 있을만

할 기관들을 찾아보아야 한다. 이러한 기관들과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은 평가

절차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키도록 하고 파트너 국가들이 

평가 결과 및 제언에 대한 주인의식을 형성토록 하며, 향후 중복된 평가가 이루

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줄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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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수원국 파트너들의 참여 없이 공동평가를 시행하는 경우가 지나치게 많

다. DAC 원칙에서는, “원조는 수원국이 최종적인 책임과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

는 활동을 지원한다. 프로젝트의 성과는 공여국과 수원국 모두에게 달려있다. 양
쪽 모두 한정된 공적 자금을 최대한 잘 이용하는 데 대한 관심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양쪽 모두 경험 학습을 통한 개발자원의 활용방법 개선뿐 아니라 

당국과 일반대중에 대한 책임성 제고를 위해서도 공동평가에 관심을 가져야 한

다”고 명시하고 있다.1

공여국과 수원국 파트너간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

고, 1998년 발표한 DAC 평가원칙 검토에 따르면 이 원칙은 심각할 정도로 지켜

지지 않고 있다.2 평가와 관련이 있는 것은 공여국의 책임성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이유 중 하나이다. 물론 이 역시 중요한 부분이지만, 평가는 또한 수원국

의 책임성 확보 요구에 부합할 수 있고, 상호책임성을 보장할 수 있으며, 모든 

파트너들에게 실용적인 제언과 교훈을 제공한다. 

모니터링 체계와 성과평가 프레임워크 측면에서 수원국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서 수원국의 정보관리체계에 의존하는 공여국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탄자니아에서는 다양한 파트너들이 독립적 모니터링 그룹(Independent 
Monitoring Group)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공여국이 수원국 

정부 또는 비정부기관과 효과적인 평가 파트너십을 구축하거나, 수원국의 자체

적인 평가시스템에 의존한 사례는 거의 없다. Box 3은 남아프리카가 다양한 공

여국들과 파트너십을 구축하면서 공동평가를 수행한 좋은 사례를 보여준다. 아
래 내용은 평가에 대한 수원국의 주인의식 형성을 위한 제언이다:

∙ 기획된 평가에 대하여 파트너 국가들과 공여국 현지 사무소, 그리고 공여국 

본부 평가담당부서 간에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수원국 파트너는 공

동평가의 향후 계획에 대한 조정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 공동평가 수행은 새로운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의 기획단계에서부터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다. 이는 평가가 적시에 착수될 수 있도록 한다.

∙ 담당자들은 수원국 파트너들이 공동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체계적

으로 고려해야 한다. 파트너들은 평가의 기본규칙, ToR, 그리고 평가팀의 선

정 등에 대한 주요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평가에 참여해야 한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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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의 수원국 파트너들과 함께하는 공동평가는 파트너들이 각자의 투입 부

분을 조정하기 위한 회의를 쉽게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운영위원회 역시 

파트너 국가 내에서 회의를 해야 한다.

∙ 자금을 조달한다는 이유로, 수원국 파트너보다는 공여국이 공동평가에 대한 

진정한 주인의식을 갖는 경우가 많다. 공여국의 평가 담당자들은 그들이 소

속된 기관에서 평가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그들이 평가의 질에 대해서도 

책임을 갖는다고 느끼며, 따라서 평가절차를 엄격하게 통제하고자 한다. 이
러한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공여국들과 파트너들이 수원국 정부의 평

가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수원국 국가들은 적어도 몇몇의 평가자문단

과 계약할 수 있어야 한다.

∙ 공동평가에서 수원국의 참여와 주인의식을 제한하는 또 다른 요인은 역량 

부족이다. 공여국들과 파트너들은 반드시 평가역량개발에 대한 지원을 우선

해야 한다. 이는 현지조사와 프로그램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평가연수과정에 

대한 자금 지원 등을 포함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도적 역량강화

를 위한 활동도 포함해야 한다. 평가역량개발은 기술지원 프로그램의 평가역

량강화 모듈 개발 지원, 정부 내의 평가 전담 부서 구축 지원, 혹은 평가 정

책 및 가이드라인 작성 지원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유사한 개발 철학과 조직문화, 그리고 평가 절차를 가진 기관들과 협력하는 것

이 현실적일 것이다.4 이러한 유사점들로 인해 북유럽국가들은 종종 공동평가를 

수행해왔다. 파트너 선택에 있어 또 다른 문제는 파트너의 수를 관리가 용이한 

범위 내에서 제한하는 것이다. 평가를 주도하는 기관은 더 많은 이들이 평가에 

참여하는 것과 효율적이고 간소화된 평가 절차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위하여 빠

른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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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3. 남아프리카에서의 공동평가

남아프리카 재무부(National Treasury) 산하 국제개발협력(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부서는 다양한 원조 프로그램의 적절성과 영향력, 성공 여부 등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공동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새로운 원조 프로그램의 방향 제시 및 

재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지식개발과정을 심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평가의 결과는 IDC와 

공여국들이 합의한 국가전략프레임워크(Country Strategic Framework)에 보고된다. 2000년에는 

개발협력보고서(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www.finance.gov.za/documents.htm)가 발표

되었다. 이 보고서는 1994년부터 1999년까지의 개발협력의 효과성과 영향력을 검토하고 향후 

개발협력을 위한 제언을 하였다. 이후 양자간 공여국들과의 새로운 공동평가모델이 개발되었다. 
그때부터 벨기에, 아일랜드, 유럽연합,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그리고 미국과의 

공동평가를 시행하였다. 이러한 공동평가의 주요 요소 중 하나는 공여국과 관련된 광범위한 프

레임워크 속에서 평가가 진행된다는 점이다. 그러한 프레임워크는 경제관계, 무역, 투자, 혹은 

문화적 협력 관계가 될 수도 있다. 이를 통해 다양한 협력 관계간 통합성과 일관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검토 연구가 가능하게 되었다. 다음 단계는 다양한 공여국들을 모두 포함하는 주제별 

영역에 대한 공동평가를 시행하고, 북유럽국가나 유럽연합 등 회원국들 사이에서 유사한 이해관

계를 공유하고 있는 공여국 그룹과의 공동평가를 수행하는 것이다.

각각의 공동평가를 위해 합의된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재무부의 IDC가 공동평가를 제안한다. 이는 보통 공여국의 원조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단계

에서 기획되며, 평가 예산은 사전에 배정된다.

∙ ToR, 관리구조 및 조달체계는 IDC와 공여국들 사이에서 합의를 통해 결정된다. 남아프리카 

사람이 평가팀 구성원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부분이 강조된다. 

∙ 평가팀은 착수 단계에서 평가 방법을 개발하고, 공동평가에 참여하는 모든 파트너들에게 기

초 보고서를 제출한다. 

∙ IDC는 기초 보고서의 결과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하여 정부 내 간부들과 공여국 대표들을 

대상으로 회의, 워크숍 등을 진행한다.

∙ 평가보고서가 완성되고 이는 남아프리카와 각 공여국들간 협력의 새로운 프레임워크 개발

을 위한 중요한 자료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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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의 과정 중에서 어려움이나 긴장 등이 존재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세부업무사항(ToR), 
조달체계, 평가팀에 대한 의견 불일치; 공여국의 평가 절차에 대한 주도권 행사 시도; 양측 파트

너들 모두 공유하기를 꺼려하는 평가 결과; 프로젝트의 문제의 원인에 대한 선입견; 제도 운용경

험의 결여; 번거로운 관리; 빈약한 성과지표; 실제보다 적게 추산된 소요시간과 역량 등을 이야

기할 수 있다. 그러나 공동평가모델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매우 긍정적이다. 중요한 이점은 

다음과 같다:

∙ 공여국에게 조화와 일치 의식 독려

∙ ODA에 대한 국가적 주인의식 향상

∙ 정부기관들의 관리부담 감소

∙ 정부의 전략, 우선순위, 절차 등에 대한 공여국의 이해 증진

∙ 상호학습, 모범사례 공유, 혁신 및 프로그램 개선 

관리구조에 대한 합의

효과적인 관리구조는 공동평가가 성공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비교적 소수의 기관들이 관리구조 내에 속해 있는 경우 절차는 간단하다. 파트

너들은 정기적으로 만나 의사결정과 관련된 내용들을 공유할 수 있으며, 이때 하

나의 기관이 조정자 역할을 맡을 수도 있다. 다른 방법으로는, 파트너들이 하나

의 기관에 관리 책임을 위임하고 다른 기관들은 후원과 평가보고서 등 주요 산출

물의 점검 역할만을 할 수도 있다.
모든 공동평가는 각각 다르지만, 대규모의 공동평가에서는 보통 좀 더 많은 회

원국들로 이루어진 운영위원회와 적은 수의 관리그룹으로 이루어진 이중관리체

계를 구성한다(Box 5의 설명 참고). 그리고 대규모의 공동평가를 수행할 때는 이

와는 또 다른 유동적이거나 혹은 분산화된 관리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다. 가능

한 방식으로는 다양한 기관들이 전체 평가 중 동시에 실시되지만 서로 별개인 

부분평가들을 관리하거나, 파트너들이 공통된 평가프레임워크를 협력하여 개발

하되, 그 프레임워크의 이행 책임은 상황에 따라서 하나의 기관, 소규모 그룹, 또
는 다른 파트너들에게 위임하는 방식이 있다. 몇몇의 부분평가들은 공동으로 수

행하되 다른 부분들은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혼합 방식도 가능하다. 리서치나 면

담, 팀 방문 등은 공동으로 시행하되, 각각의 기관은 개별적으로 보고서를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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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방식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공여국들은 국내에서 요구

하는 책임성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동시에 수원국 

거래비용 또한 감소시킬 수 있다.
보다 유동적이고 분산화된 접근을 통해 다양한 부분들을 관리할 수 있다. 책임

을 효과적으로 위임 또는 분배하는 것은 절차를 간소하게 하고, 공동작업 관리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방식들은 보다 많은 파트너들이 리더 역

할을 할 수 있게 한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분산화된 접근은 모든 파트너들이 

평가의 모든 요소에 전력을 다하여 참여하려는 것을 제한할 수도 있다. 또한 유

동적인 접근은 중복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이때 다른 이슈들은 간과될 

위험이 있다. Box 4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서로 다른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는 팀들간의 의사소통은 평가 절차 초기부터 특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문제

가 될 수 있다.

Box 4. 의사소통 도구

파트너들간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공동평가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이메일은 신속한 의사소통 도구이지만 이를 통해 정보가 분별없이 오고 갈 가능성이 있다. 

특히 공동평가는 이러한 위험에 쉽게 노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관계자들은 복사 기능을 사

용하는 데 있어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의사소통의 또 다른 방법은 주요 정보와 보고서들을 업로

드 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개설하는 것이다. 필요에 따라 웹사이트의 일정 부분은 암호를 입력해

야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 DAC 평가네트워크 웹사이트 내의 일반예산지원평가

(general Budget Support Evaluation) 페이지가 그 좋은 예이다. 화상회의와 전화회의 역시 효율적

인 의사소통 도구로서, 대면회의의 횟수와 그로 인한 출장경비 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그
러나 효과적인 업무관계 구축과 의사소통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대면회의를 

갖는 것이 좋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증명된 바 있다. 의사소통에 있어 투명성은 매우 중요하며, 
모든 회의결과는 파트너들간에 반드시 공유되어야 한다.

Box 5. 일반적 관리구조

대규모의 공동평가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관리구조는 (a) 좀 더 많은 회원들로 이루

어진 운영위원회와; (b) 평가의 일상적인 업무를 진행하는 적은 수의 관리그룹 이렇게 이중관리

체계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구조 내에서 어떤 기관들이 조용한 참여자의 역할을 할 것인지, 운영

위원회가 의사결정과정에 어느 정도로 깊이 관여해야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파트너들이 

관리구조에 속하게 되며 그들에게 어느 정도의 책임이 주어지는지 등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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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는 보통 평가비용을 배분하고, 전반적인 지침과 방향을 제시하며, ToR의 승인 및 평

가결과물 발간 등의 주요한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관련된 평가 보고서와 정책페이퍼 작성

에 기여한다. 운영위원회는 또한 평가 절차를 감독하고 그 결과의 엄밀함에 대해 책임을 진다. 그러

나, 운영위원회는 평가의 세부사항까지 관리하지 않고, 관리그룹에 충분한 결정권을 위임하여 평가

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평가팀 또한 충분한 독립성을 보장받은 상태에서 평가

의 결과와 제언을 작성해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감독과 통제간에 적절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주제별, 분야별 평가를 위한 운영위원회는 정책담당직원과 운영담당직원을 포함한다. 담당직

원들은 실질적인 경험을 활용하여 평가의 결과가 적절하고 유용한지 확인할 수 있다. 그룹 내의 

평가전문가들은 엄격하게 평가를 수행하고 비판적인 평가 결과도 숨김 없이 발표해야 한다. 정
책담당직원과 운영담당직원을 개별 프로그램 평가의 운영위원회에 포함시키기는 어렵다. 그들이 

지나치게 평가결과에 관심을 갖는다고 생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관리그룹은 평가의 일상적인 업무를 진행하며, 인원은 최대 다섯 명 또는 여섯 명으로 제한된

다. 원활한 평가진행을 위하여 관리그룹이 충분하고 명확한 의사결정 권한을 갖는 것은 매우 중

요하다. 권한이 위임되는 만큼, 관리그룹은 책임을 다 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 및 기술을 갖추고 있어

야 한다. 관리그룹은 보통 자문위원들의 업무이행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을 갖춘 평가 

담당자들로 구성된다. 그러나 관리그룹의 구성원들은 행정역량과 의사소통기술을 갖추고 있어야 하

며, 효과적이고 신뢰를 기반으로 한 하나의 팀으로서 함께 일하는 것도 중요하다. 관리그룹에 속하고

자 하는 기관들은 평가 전 기간 동안 직원들의 근무시간 및 출장에 있어 필요한 경비를 지급해야 

한다. 또한 관리그룹 업무를 위해서 강력한 의장(Chair)은 필수적이다. 의장은 관리, 행정, 리더십, 
문제해결,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평가 및 분야에 대한 전문성도 갖추어야 한다. 

관리그룹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평가팀과 밀접하고, 효율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정기

적으로 연락하는 것이다. 양측간의 관계는 개방적이고 돈독해야 하며, 평가 절차 중 중요한 시점

마다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대규모의 평가 초반에 운영위원회와 관리그룹은 외부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을 고려

해보아야 한다. 이는 회의를 용이하게 하고 회의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떠오르는 이슈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실질적인 이슈들과 

논쟁거리에 대한 조언을 제공할 수 있다. 외부전문가들은 또한 평가 보고서의 초안을 검토하고 

평가팀에 직접 이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검토과정을 간소화하고 평가팀은 

보고서에 대해 신중한 비평을 들을 수 있다. 자문위원회는 또한 평가의 모든 과정에 참여하고, 
여기서 얻은 교훈들을 기록함으로써 평가 후 이루어질 평가결과심사의 기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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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및 보고

많은 DAC회원국들이 평가수행을 위한 포괄적인 매뉴얼을 발간하였다. 따라

서 다른 곳에서도 접할 수 있는 정보들을 거듭 언급하는 대신, 이 부분에서는 공

동평가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실용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5 공동평

가에 있어 파트너들이 반드시 합의해야 하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 평가를 위한 공통기본규칙 수립

∙ 자문위원회의 세부업무사항(ToR)
∙ 평가팀 선정: 입찰 및 계약

∙ 예산, 비용산출, 자금조달

∙ 데이터 수집 및 분석, 결과 보고

평가를 위한 공통기본규칙 수립

공동평가에 참여하는 모든 파트너가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초반에는 드러나지 않던-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안건들이 평가가 진행됨에 따

라서 문제가 된 경우가 종종 있었다. 따라서 평가 초반에 파트너들이 공동평가에 

참여하는 동기와 기대이익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발생 가능한 문제

들을 예측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좋다.

파트너들간 공동평가의 목표, 목적, 주안점, 그리고 방식에 대한 합의를 도출

하기 위한 유용한 방법 중 하나는 평가의 범위, 선택사항, 또는 방식에 대한 문서 

작성을 의뢰하는 것이다. 이 문서는 평가의 주요 이슈, 어려움 등을 다루어야 하며, 
평가의 전반적인 방법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질 때 기초 자료가 된다.

예비토의와 자문은 합의된 기본규칙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기본규칙은 

각 파트너의 역할과 책임을 명시해야 하고, 의사결정과 비용/부담의 분담에 있어

서 분명한 절차를 규정해야 한다. 기본규칙은 평가관리에 있어 기준이 된다. 예
를 들면, 평가절차가 DAC의 평가원칙 및 평가기준을 고수해야 할 것인지의 문

제가 포함될 수 있다. 또한 기본규칙은 한 참여자가 평가 도중에 평가를 포기할 

수 있는지, 있다면 그 방식은 어떠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도 규정해야 한다. 또
한 기본규칙은 지위가 비교적 약한 파트너들의 의견 역시 존중해야 할 것과 모든 

파트너들이 평가 결과와 제언을 따를 것 역시 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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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원회의 세부업무사항(ToR)

공동평가의 또 다른 어려움은 모든 참여기관들의 이해관계 및 특정 이슈들을 

고려한 세부업무사항(ToR)에 대해 합의하는 것이다. 잘 작성된 ToR은 모든 참여 

기관들이 합의한 내용을 문서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공동평가 시 매우 중요하다. 
잘 작성된 ToR에 대한 보편적인 모델은 존재하지 않지만, Box 6에서 이를 위해 

몇 가지를 제안한다.

Box 6. 공동평가 ToR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들

평가의 목적과 목표, 그리고 독자

평가결과의 활용목적은 분명해야 한다. 그 목적은 자금조달에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고, 원조

수행기관들의 운영 방식 개선을 이끌어내고, 정책과 전략에 대해 영향을 주는 것 등이 될 수 있

다. 이 평가가 특정 분야, 기관, 프로그램 혹은 프로젝트에 대한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대상 

독자들 또한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명시되어야 한다.

평가질문과 평가방법

개별 파트너들의 특정한 이해관계와 평가관리 용이성 및 평가의 주안점 사이에서 적절하게 균형

을 맞출 수 있는 평가질문에 합의해야 한다. 평가방법은 ToR에 개요를 서술하거나 자문위원들이 

착수단계에서 개발하도록 해야 한다(절충안 보다는 하나의 분명한 방법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정량적 방법과 정성적 방법 중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지에 대한 보편적인 답은 존재하지 않으

며, 혼합 방법이 적용되기도 한다. 평가 대상 국가들의 선정 기준은 ToR에 간략히 기술되어야 한다.

보고서 필수사항 

ToR에는 보고서의 형식, 내용, 분량, 언어에 대한 세부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보고서 검토절

차에 대하여 논의하며, 여러 파트너들간에 발생할 수 있는 평가결과에 대한 갈등을 중재하고 평

가팀의 독립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한다. ToR은 자문위원들이 제언을 해야 할 것인지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 ToR에 국가적 수준 연구의 유용성을 명시하고 있을 경우에만 국가 내부

적인 지원이 가능하다.

평가팀

평가팀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평가담당기관들과의 연락 수단에 대하여 기술한다. 팀원 선택, 
이상적인 팀의 규모 및 필요 능력 등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명시한다. 평가 대상국 자문위원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을 명시하는 것은 현지의 지식과 언어능력을 확보하고, 파트너 국가의 시

각을 통합하며, 평가역량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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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적 지원

평가팀에게 제공이 가능한 행정적 지원을 기술한다. 공동평가에 참여하는 기관들의 출장 및 

계약 절차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지원절차는 복잡할 수 있다. 어떤 공동평가에서는 

모든 행정적 지원을 한 기관에 위임하거나 혹은 외부 기관에 맡김으로써 이 절차를 단순화하기

도 했다. 만약 공동평가가 여러 개의 부분평가들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개별 기관들이 맡은 부

분의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산과 일정

추정 예산과 비용분담 내역을 가능한 한 자세히 기재해야 한다. 일정표를 준비하고 보고서 

등의 제출기한을 정한다. 일정은 평가주제의 포괄성, 평가팀의 규모, 한정된 자원 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정해야 한다. 자료 수집 시 모든 참여기관들의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면담을 포함하

는 공동평가는 개별평가보다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배포

배포 및 환류에 대한 계획은 최종보고서 작성 이전에 수립되어야 한다.

평가팀 선정

입찰 과정

공동평가 시 모든 파트너들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평가팀을 선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모든 개별 파트너들이 평가팀 선정과정이 각자의 입찰 규정에 

부합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입찰, 선정, 협상 절차에 충분

한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입찰공고에서부터 협상완료까지는 최소한 3~4개월이 

필요하다.

공동평가의 평가팀을 선정할 때 직접계약(direct contract)을 지양하고 경쟁입

찰을 하는 경우가 많다. 국가연구를 포함한 공동평가의 직접경비는 1백만 유로를 

초과할 수 있으며 조달규칙에 따라 이 정도 규모의 공동평가는 경쟁입찰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비교적 소규모의 평가는 직접계약을 하는 것이 더 이로울 수 

있다. 직접계약은 계약 의뢰 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입찰 관련 서류 검

토에 소요되는 자원을 절약하며, 적절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선별하여 모집할 

수 있어 평가 결과의 질이 보장되는 등의 장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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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경쟁입찰은 투명성을 제고하며 소요되는 비용 대비 실질 가치가 높고 

경쟁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직접계약보다 널리 쓰인다. 경쟁입찰 절차는 

다양하며, 많은 공동평가들은 EU, UN, 혹은 World Bank의 규칙을 따른다. 또한 

적합한 자문위원을 선정하기 위해서 입찰자격사전심사를 통과해야만 입찰에 참

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사례도 있다.

자문위원들은 대규모의 공동평가 입찰 시 컨소시엄을 맺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지식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들이 모여 한 팀을 구성한다. 그
러나 종종 부적절한 기준에 의해 팀원이 선정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 구성원과 같은 나라의 자문위원이 컨소

시엄에 포함될 경우 계약이 성사될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

다. 컨소시엄의 규모가 커질수록 컨소시엄의 구성 및 내부적 관계 유지에 더 많

은 자원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평가팀은 능숙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팀원을 선출할 때는 특정한 능력, 언어

능력, 해당 국가 관련 경험에 근거해야 한다. 팀의 리더는 관리, 협상, 의사소통 

능력이 뛰어나야 하며,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어야 하므로 리더 선출

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팀원들 간 이해갈등의 소지가 없는지 사

전점검이 되어야 한다.

평가대상 기관을 포함하여 평가에 참여하는 파트너 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평가팀에 포함되기도 한다. 이는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결과에 대한 주인의

식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이해갈등을 야기하여 중립성과 신뢰성

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 이해갈등을 최소화하면서도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관찰자 역할에만 충실하게 하도록 하거나 평가대상 기관과 같은 나라 사람이지

만, 그 기관에서 일하지 않는 사람을 평가팀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

어떤 자문위원들은 예산안 작성시 소요예산을 최소로 추정하여 입찰의 경쟁력

을 높이고 계약이 확정된 이후 재협상을 하고자 한다. 이런 전략은 역으로 예산

안을 부풀려 작성하고 초기 협상 시 소요예산을 줄여가는 전략만큼 위험하다. 현
실적인 예산안 작성은 평가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꼭 필요하며, 파트너들

은 입찰시 제출하는 서류를 엄밀하게 검토하기 위한 시간을 충분히 주어야 한다

(Box 8 참고). 자문위원들은 자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소득 이외에 명성 획득에 

대한 잠재적 기대 혹은 주제에 대한 관심이나 관련 경험 등 입찰에 참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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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경제적인 동기를 공유하는 것이 좋다. 평가팀이 명확하게 이해해야 하는 다른 

중요한 요소들로는 기대치 명시, 품질관리 메커니즘에 대한 합의, ToR 및 입찰 

관련 서류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 등이 있다. 평가팀 내 주요 구성원이 계속해

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원활한 평가를 위한 전제 조건이며, 계약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이다.

Box 7. 평가팀 컨소시엄에서 제출한 입찰제안서 검토 시 주요 질문

∙ 컨소시엄의 규모는 적정한가(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세 개 이하의 단체들로 구성되었는가)? 

∙ 컨소시엄은 경험과 전문성, 그리고 지식의 측면에서 상호보완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었는가? 

∙ 팀원을 선출할 때 팀원의 국적을 전략적으로 고려하지는 않았는가? 

∙ 컨소시엄 내에 개발도상국 대표자가 포함되어 있는가? 

∙ 컨소시엄 멤버들은 비슷한 상황에서 함께 일해본 경험이 있는가? 

∙ 컨소시엄 멤버들은 평가 방법 및 업무 분장에 합의하였는가? 

∙ 업무, 책임, 소득은 투명하고 공평한 방식으로 분배되었는가? 

∙ 약정된 기준을 준수하는 것에 합의하였는가?

∙ 평가의 행정 및 회계 업무가 컨소시엄 내에 분산되어 있는가? 혹은 하나의 파트너가 전담하

여 처리하는가?

계약과 법률적 문제들

입찰단계에서 개별 파트너가 입찰과정이 각자의 계약 관련 규정 및 법률에 부

합하기를 기대하는 경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총액일괄지불계약

을 할 것인지, 혹은 수의계약을 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 있다(배상 가능 

유무). 또 다른 의문은 평가수행 역량이 부족한 경우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취소

조항이나, 평가 중 특정 단계에서 지속해서 업무를 수행할 것을 고객이 명백히 

요청할 것을 요구하는 선택조항을 포함시킬 것인지의 여부이다. 공동평가 파트

너들간의 의견충돌을 피하기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은 법률체계와 주요 기관의 

관례를 따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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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평가의 공동자금을 운용하는데 있어 어려운 법률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어떤 국가에서는 다른 정부에 예산을 지원할 때 이것이 공동활동을 위한 것임에

도 불구하고 법적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다. 만약 공동자금지원 협약에서 자금을 

지원받는 국가가 지원금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을 

경우, 이 국가는 지원금의 사용내역을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되고 지원금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운영위원회가 결정권을 갖는다) 어려움이 초

래될 수 있다. 공동자금을 지원하는 국가들 중 하나가 자금지원을 받는 국가의 

계좌를 심의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계좌에 대한 심의는 대개 국가회계감사위원회(National board of auditors)의 

고유한 영역이다.

다양한 파트너들간에 법적 구속력을 지니는 관계를 구축하고 각종 법률적 애

로사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계약과 합의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공동평

가 사례를 볼 때, 협력에 대한 강한 의지가 파트너들이 평가과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Box 8. 공동평가의 자금 관련 이슈에 대한 조언

∙ 공동평가 비용은 현실적으로 책정되어야 하며 평가과정 전체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예산에는 

품질 관리, 편집, 번역, 인쇄, 평가 후 워크숍, 행사 및 세미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포함되어

야 한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미리 예산 한계를 정해놓는다면, 계약 당시의 추정예산보다 

증액이 필요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절차와 의견충돌을 피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파트너들간의 논의를 통해 예산을 산정할 때에는 자금이 얼마나 조달이 될 수 있을 것인지가 

아니라 평가 비용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나누어야 한다. 확보자금과 소요

경비를 대조할 기회는 추후에 있을 것이다.

∙ 임시예산안은 비슷한 활동을 했던 경험을 근거로 하되 충분한 여유를 두어 작성해야 한다. 그
러나 이렇게 산출된 임시예산안을 바탕으로 최종 금액을 정해서는 안 된다. 일부의 파트너들만

이 협의하여 초기에 금액을 정한다면, 다른 파트너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 평가 자문위원이 제출한 입찰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 

∙ 최종예산의 규모는 계약이 체결되고 평가팀과의 협상이 종료된 이후에 알 수 있다. 가능하다면 

모든 파트너들은 이 시기에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확실히 정해야 한다. 그러나 어떤 

공여국은 입찰과정이 시작되기 전에 평가에 소요되는 자금이 확보되기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

러한 절차가 항상 지켜지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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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팀 브리핑

공동평가의 평가팀은 각기 다른 국적, 언어 능력, 규칙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장점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다양성은 평가 결과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으나, 언어 장벽이 의사소통에 있어 장애요소로 작용할 수 있고, 팀원간 견해

의 차이는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평가팀이 원활하게 평가에 착수할 수 있도록 

기획워크숍을 여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평가팀원들뿐만 아니라 파트너 기관

의 대표들도 워크숍에 참여해야 한다. 워크숍의 목적은 평가 목적 및 계획에 대

한 의견을 공유함으로써 효과적인 팀을 구축하는 것이다. 워크숍은 참여자들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팀의 운영 및 협조 방법에 대해 합의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자료 수집 및 분석과 결과 보고

평가 수행 단계에서는 모든 파트너들에게 융통성과 상호이해, 그리고 인내심

을 요구하는 예측하지 못한 어려움들이 발생할 수 있다. 아래에서 관련된 사항들

을 논의해 보자. 

문헌조사와 보완 면담

문헌조사는 특정한 평가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접근이 가능하고 적절한 문헌

을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

고, 이는 특정 분야의 경험, 발견사항, 그리고 교훈을 요약하는데 있어 유용하다. 
그러나 문헌조사는 참여적 접근방식이 아니며 기존의 문서들이 평가 질문에 대

한 답을 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또한 문서가 늦게 확보되거나 품질과 적절성을 바탕으로 검토되지 않았을 

경우 문헌조사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 번역이 필요한 사안은 사전에 고려되어야 

한다. 문헌조사는 기관직원과의 면담 등 기타 정보수집 방법에 의해 보완될 수 있다.

수원국 현지조사

현지조사를 통해 평가의 질과 깊이를 향상시킬 수 있고 평가팀이 문헌조사를 

통해 얻은 결과를 실제로 검증할 수 있다. 모든 관련 사항들을 고려하여 국가선

정 기준을 합의해야 한다. 현지조사는 정부관료, 기관직원, 현지 전문가,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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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이해당사자들로부터의 정보수집을 포함한다. 이를 위해 직접 관찰, 포커스 

그룹 면담, 워크숍, 소규모 설문 등을 수행 할 수 있다. 평가팀이 프로그램의 직

접수혜자가 아닌 2차 자료에 의존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가 지나치게 많다. 
신속평가법(rapid appraisal methods)은 비교적 비용이 적게 들고 유용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있어 구조화된 접근방식을 제공할 수 있다. 평가팀은 수집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모든 팀원들이 현지조사의 발견사항과 결론, 그리고 제언에 대하여 논의하고 

합의할 수 있는 워크숍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팀 전체가 함께 할 수 있는 워크숍

을 개최함으로써 팀원들간의 갈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의견 불

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절차에 대해 합의하는 데에도 유용하다. 수원국 담당 기관

은 주로 현지조사의 시작과 종료시점에 열리는 참여적 워크숍에 참가할 수 있다. 
또한 이 기관은 현지조사 결과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기 위

하여 현지조사 결과보고서 초안을 검토하게 된다.

종합보고서 준비

전체적인 종합보고서는 대개 다수의 부분평가나 현지조사를 포함한 복잡한 공

동평가에서 작성된다. 몇몇 사례들에서 종합보고서는 부분평가의 개요를 단순히 

합친 것이었다. 그러나 또 다른 경우, 종합보고서는 부분평가 이상의 전체적인 

결과, 결론, 제언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이는 부분들의 합계보다 더 큰 의미를 

갖는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것이다. 만약 부분평가에 참여한 이들이 종합평가도 

준비한다면, 종합보고서에서 새로운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낮아질 것이다. 종합

적인 결과와 제언에 합의하기 위한 워크숍을 통해 주인의식이 형성될 수 있다.

공동평가 참여자들 모두가 부분평가 보고서와 종합보고서를 검토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주인의식을 형성하고 보고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한다. 평가팀

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보고서를 수정할 때는 사전에 합의된 

평가결과, 결론, 또는 제언을 변경하는 것에 대한 규제 조치를 따라야 한다. 보고

서의 결론과 제언이 경험적 증거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 의견불일치를 해

결하기 위한 절차가 사전에 합의되어 있으며, 평가 초기단계에서부터 평가팀과 

파트너 기관들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을 경우, 의견충돌, 갈등 혹은 

논쟁의 가능성이 최소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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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배포와 후속조치  

보고서 배포와 후속조치는 평가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중요시되어야 한다. 평가

담당자들은 평가보고서 작성만으로 평가를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보고서에

서 제시된 제언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약 프로그램 담당자와 평

가 초기에 논의가 된다면 평가 도중에도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최
종 평가보고서 발간 전에도 평가 초안의 결론에 따라서 이러한 변화가 생길 수 

있다.  

배포: 번역, 발간, 독자들과의 소통

인쇄와 발간 비용은 예산산출 초기단계에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다. 현지조사

나 다른 부분평가에 대한 보고서는 책임을 맡은 주요 기관에 의해 발간되고, 주
요 파트너들 중 한 곳에서 최종 종합보고서를 발간한다. 

배부는 본래 보고서와 짧은 요약본을 지정 독자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

을 의미한다. 다른 이해당사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발간물을 접할 수도 있다. 보
고서 결과와 제언을 활용할 수 있는 주요 독자들을 고려하여 번역된 보고서를 

발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발간된 보고서 외에도 회의나 워크숍 등을 통하여 공동평가의 결과를 효과적

으로 논의할 수 있다. 공여국이나 파트너국가, NGO 단체 등의 실무자들과 의사

결정자들이 평가보고서의 제언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모임

은 참여자들이 평가 결과에 대해 논의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또한 다 함께 협조하여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후속조치: 제언사항의 이행여부 모니터링

공동평가에 참여한 모든 기관들은 공동평가의 제언에 대해서 각각의 방식대로 

후속조치를 취한다. 어떤 기관은 공동평가를 자체평가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

며, 그에 대해 담당부서의 답변을 요청하거나, 감사실과 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 

검토하거나 정보제공 차원에서 국회로 보내기도 한다. 어떤 기관들은 공동평가

의 제언을 이행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세운다. 그러나 다른 기관들은 공동평가의 

제언사항을 매우 조심스럽게 처리한다. 사안에 따라서 사후적으로 후속 조치를 

준비하거나, 평가 결과에 대한 그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이렇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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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제언사항을 신속하게 이행하지 못하고 보고서만 쌓아놓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런 가능성을 줄이기 위하여 각 기관은 평가 초기부터 내부관심과 주인의

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다. 이를 통해, 고위간

부와 프로그램 담당자는 평가보고서 발간 이전에 평가절차에 참여할 수 있고 따

라서 평가 결과 및 제언사항을 보다 쉽게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공동평가를 통해 조직 전반적인 문제 및 다양한 수준의 기관들과 관련된 제언

들이 주로 제기됨에 따라서 이를 무조건 준수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 제언사항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은 유용하며 일정 정도의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다. 체계적

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기관들은 평가에 대한 그들의 의견을 보고할 수 있다. 좋
은 예로는 르완다 사후평가 모니터링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구축된 Joint 
Evaluation Follow-up Monitoring and Facilitation Network (JEFF)를 들 수 있다. 

Notes

1. DAC Principles for Evaluation of Development Assistance, op. cit., p. 4.
2. Review of the DAC Principles for Evaluation of Development Assistance, op. 

cit., p. 11.
3. 전세계적인 수준의 공동평가는 공동평가 대상국가 선정에 대한 합의 이전에, 

어떤 파트너 국가들이 운영위원회에 속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데 있어 딜레마

를 겪게 된다. 공동평가 대상국가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운영위원회는 수원국 파트너들과 함께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

문이다. 이는 명백한 답이 없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와 같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4. 모든 기관은 각각의 웹사이트에 공동평가와 관련된 일반적인 정책과 공동평가

를 추진하기 위하여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해 공개해야 한다.
5. 참고문헌에 나와있는 기타 평가 가이드라인과 매뉴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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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원조위원회(DAC) 평가 시리즈

공동평가 업무관리 가이드라인

본 책자는 개발협력사업의 공동평가 담당자들을 위한 실용적인 가이드북이다. 이는 개발협력이 

더 광범위한 파트너십을 지향하고 특히 개발도상국 파트너들이 참여하는 공동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본 가이드라인은 DAC 개발평가네트워크 회원들의 상세연구의 결과와 제언을 기반으로 작성

되었다. 또한 “공동평가: 통념에 대한 도전 - 수원국 파트너들의 시각에서 (Joint Evaluations: 
Challenging the Conventional Wisdom - the View from Developing Country Partners)” 
워크숍의 결과물 및 개발기관과 파트너들로부터의 조언과 피드백을 반영하였다.

이번 발간물은 이전의 “평가와 원조효과성 (Evaluation and Aid Effectiveness)”시리즈에 이은 

개발원조위원회의 두 번째 평가 시리즈이다. 

이전의 발간물은 다음과 같다. 

개발원조위원회 평가 시리즈

- Lessons Learned on Donor Support to Decentralisation (2004)

평가와 원조효과성 시리즈

-  No.1: Guidance for Evaluating Humanitarian Assistance in Complex Emergencies 
(1999)

- No.2: Evaluating Country Programmes. Vienna Workshop (1999)
-  No.3: Donor Support for Institutional Capacity Development in Environment: 

Lessons Learned (2000)
- No.4: Effective Practices in Conducting a Joint Multi-Donor Evaluation (2000)
- No.5: Evaluation Feedback for Effective Learning and Accountability (2001)
- No.6: Glossary of Key Terms in Evaluation and Results Based Management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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