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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공공부문 프로그램평가를 위한 평가역량구축 방안의 모색
1)

제 갈 돈*

논문요약

프로그램평가(program evaluation)를 위하여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려는 학습
에 몰두하거나 새로운 방법과 기법들을 발견하기 위하여 평가연구(evaluation 
research)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려는 평가자들의 노력에 의하여 프로그램평
가는 발전되어 왔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프로그램평가는 학문 분야세서 자신만
의 영역을 확보하게 되었고, 전문 직업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었다. 최근
에는 프로그램평가가 정책의 결정, 기획 그리고 집행과 모니터링의 수준과 품질
을 높이려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과학적 연구의 중요한 부분으로 진화하고 
있다. 프로그램평가는 스스로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발전하여 왔으며, 그 발
전의 대가로 정책결정자, 프로그램 기획가 및 최고관리자들이 일정한 기준에 따
라 자신들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공공부문 프로그램의 
평가역량을 구축하고자 하는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접하게 되는 요소들이 존재하
고 있고, 평가역량구축(evaluation capacity building) 노력의 성패는 그러한 요
소들을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본 연구는 그러한 공통적 요소들에 
대해 경험으로부터 얻은 교훈과 이론적 논의를 전개하여 우리나라의 평가역량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모색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관심을 
가진 독자들이 평가 실제로부터 평가역량구축 실제를 구분하고, 실제에서 평가
역량구축이 무엇이며 상이한 조직 환경에서 어떻게 구축사업이 수행되는지를 이
해하고, 그리고 평가역량구축의 언어, 개념모형 및 지표들을 구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이처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아우르는 제반 평가시스템 구성
요소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상호 작용할 때 그 조직 또는 국가의 평가역량
이 우수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평가역량, 평가역량구축, 평가, 프로그램평가, 평가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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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프로그램평가(program evaluation)는 오랜 발전 과정을 경험해 왔다. 일부 평가자

들은 이미 증명된 믿을만한 방법을 선택하여 온 반면, 다른 평가자들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려는데 관심을 가지고 학습에 몰두하거나 또는 프로그램평가를 위한 새로운 

방법과 기법들을 발견하기 위하여 평가연구(evaluation research)라는 아직 증명되지 

않은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려는 노력을 선택하여 왔다. 이런 노력들의 결과로 프로그

램평가는 과학과 사회연구 분야에서 자신의 영역을 확보하게 되었고, 보다 중요한 

사실은 프로그램평가가 독자적 분야 및 전문 직업으로서 자신만의 정체성을 확립하였

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프로그램평가가 정책의 결정, 기획 그리고 집행과 모니터링의 

수준과 품질을 높이려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과학적 연구의 중요한 부분으로 

진화하고 있다. 프로그램평가는 스스로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발전하여 왔으며, 

그 발전의 대가로 정책결정자, 프로그램 기획가 및 최고관리자들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자신들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프로그램평가는 이윤을 추구하는 조직들에게는 조직 운영의 능률성과 효과성이 

성공적 관리의 측정을 위한 기준으로 재화와 서비스의 양과 시장성은 충분하지 않다고 

알려져 왔다. 또한 프로그램평가 모형들이 매우 다양해지고 다양한 분야의 이익들을 

위하여 활용되기 때문에, 전문 평가자들은 프로그램평가의 궁극적 목적은 제한되어서

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프로그램평가가 시장경제

가 지배적이고, 시민사회 참여가 제도화되고, 이익집단들이 주도적이고, 그리고 비정

부조직과 시민조직이 활발하게 성숙된 매우 분화되고 민주적인 사회에서 특히 보편화

되어 왔지만, 아직도 조직의 전략과 장기 계획 속에 프로그램평가가 내재될 수 있는 

방법으로 평가를 제도화하려는 욕구가 매우 강하다는 것이다. 이런 욕구는 프로그램평

가를 조직의 기획에서 주된 관심 영역의 하나로 만들고, 따라서 기획에 상응하는 

조직의 계획을 위한 적절한 평가역량구축(evaluation capacity building) 요소가 적소

에 구성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본 연구는 평가역량구축 프로그램의 주된 요소들에 대한 개관을 제공하기 위한 

이론적 논의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조직의 평가역량을 구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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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무엇이 되고 무엇이 안 되는지를 밝힘으로써 미래의 조직 기획자들이 프로그램평가

를 진실로 전략기획과 계획의 핵심 요소로 만들려는 욕구에 적절한 아이디어를 제공하

여 프로그램평가 과정을 제도화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체계를 제시할 것이다. 모든 

나라는 각기 독특한 정치적·사회적 환경을 보유하고 있고, 따라서 그 환경에 적합한 

방식으로 평가역량을 구축하기 위한 접근법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많은 나라

의 사례들을 비교분석해 보면, 평가역량을 구축하고자 하는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접하

게 되는 요소들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평가역량구축 노력의 성패는 그러한 요소들을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본 연구는 그러한 공통적 요소들에 대해 경험으

로부터 얻은 교훈과 이론적 논의를 전개하여 우리나라의 평가역량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모색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평가역량구축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 결과들을 분석하여 공공부분의 평가역량구축에 관한 개념 정의와 의미, 평가역량

의 구성요소와 상호관계 및 요소별 검토사항, 평가역량구축의 중요한 요소, 구축 방안 

등이 논의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평가 및 평가역량구축과 관련한 교훈이 

우리나라 공공부문 평가역량 구축을 위해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Ⅱ. 평가역량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평가역량의 개념 및 의미

역사적으로 최소한 세 번에 걸친 큰 물결과 그 이외의 산발적 흐름을 통해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평가역량을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다(Boyle et al. 1999). 제1의 

물결은 1960년대로 미국, 캐나다, 스웨덴, 독일 등이 정부의 정책 및 프로그램의 

효과를 제고하고 과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평가를 제도화하였다. 보건, 

교육, 범죄, 주택, 복지 등 다양한 분야들의 정책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정부 관료들과 프로그램 관리자들이 평가 결과의 주된 사용자들이었다. 제2의 물결은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까지의 기간으로 노르웨이, 덴마크, 네덜란드, 영국, 핀란

드, 프랑스 등이 평가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였다. 제도 도입의 주된 목적은 예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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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통해 공공 책임성을 강화하고, 기존의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정당화 논리를 

재검토하며, 그리고 정부의 정치적 행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려는 

것이었다. 평가는 주로 의회에 의해 주도되었고,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역할을 강화하

는 수단으로 인식되었다. 제3의 물결은 1990년대 중·후반에 시작하여 지금도 계속되

고 있는데, 유럽의 스위스와 아일랜드, 아시아의 한국과 인도네시아, 아프리카의 짐바

브웨, 남미의 콜롬비아 등이 평가를 제도화하고 평가역량을 구축하는데 적극적이다. 

세계은행은 평가역량개발팀(Evaluation Capacity Development Task Force)을 만들

어 이들 국가들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평가역량구축에 관한 논의 중에 자주 사용되는 용어들의 정의와 유사 용어와의 

구분을 분명히 하여 개념상의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평가의 

개념, 정책·프로그램·프로그램의 관계, 산출물·효과·영향의 구분, 평가와 감사 그리

고 평가와 진단의 차이, 평가와 모니터링의 관계, 메타평가, 평가제도, 평가역량 등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많은 학자들이 평가에 대한 정의를 내려왔다. 

Anderson(1984)은 평가를 체계적인 연구방법들을 적용하여 정책의 내용·집행·영향 

등을 추정·사정·평정하는 작업으로, Dye(1976)는 특정한 정책의 과정과 결과를 이해

하고 그 가치를 판정하는 사회적 과정으로, 그리고 Chelimsky(1985)는 프로그램의 

설계, 실행, 그리고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 체계적인 연구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평가

라고 정의하였다.1) 최근의 논의는 프로그램평가가 구성에서 실행을 통한 파급효과에 

이르기까지 프로그램 또는 정책 생명주기의 여러 단계들을 포괄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평가는 정책·프로그램·업무 등의 수립, 집행, 산출, 결과 등을 

평가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측정·평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제갈돈·송건섭 

2008; 이윤식 외 2006).

1) 또한 Wholey(1983)는 평가 그 자체보다 평가로 인한 개선 목적을 강조하여, 평가란 
현재 집행 중인 프로그램이 주어진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가를 판정하는 
것으로, 연구 설계의 논리를 사용하여 다른 상황적 요인들의 영향으로부터 프로그램 
자체의 효과를 분리하여 현재 집행 중인 프로그램을 수정함으로써 프로그램을 개선하
려는 의도적 노력으로 정의하였다. Rist(1990)는 평가의 방법론과 다룰 수 있는 문제의 
종류 및 양 측면에서 내용과 범위가 뚜렷이 확장되어 왔음을 강조하며, 프로그램평가
에 대한 주요한 가정은 그것이 엄밀한 방법론적 도구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의 결과 또
는 효과를 평가하는 수단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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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는 약속된 규정이나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절차이고, 평가는 

규정 또는 절차의 준수 여부보다는 평가하려는 목적과 방향에 비추어 볼 때, 현재 

평가대상이 어떠한 수준에 도달했는가에 대해 측정하는 것이다(신완선 외 2005). 감

사란 검증하는 것이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처럼 감사는 사실 여부의 검증에서 

끝나는 반면, 평가는 측정 과정에서 또는 측정 후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형식으로든 평가자의 판단이 개입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평가와 

감사와의 차이를 시행 목적과 방법론의 차이에 따라 구분할 수도 있다. 평가를 시행하

는 목적은 효과성과 효율성의 진단, 개선 방향의 제시, 학습 등이라고 할 수 있는 

반면, 감사를 시행하는 목적은 규정에의 적법성 검정, 불법성 적발 시 경고나 교정 

또는 처벌 등이라고 할 수 있다. 방법론에 있어서 평가는 피평가자의 협조가 필수적인

데 반해 감사는 강압적인 수사방식도 채택할 수가 있으며, 또한 평가는 사전에 설계된 

평가 항목과 지침에 따라 시행되는 반면 감사는 감사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감사 영역

과 대상을 조정하는 경우가 많다(제갈돈·심광호 2010). 

평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부터 얻어진 성과정보의 주기적인 분석을 포

함한다(Mayne and Zapico-Gon ̃i 1997). 평가와 모니터링의 차이는 정도의 

문제인데, 성과 모니터링은 결과보다는 일상의 업무에 초점을 맞춘다. 모니터

링은 프로그램과 정책의 설계와 시행에 관심이 있는 반면, 평가는 프로그램이

나 정책의 결과와 시행 필요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고, 평가는 모니터링 자료에 크게 의지

하곤 한다. 메타평가란 평가계획이나 진행 중인 평가 그리고 이미 완료된 평가

를 다른 평가자가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공병천 2008; 라휘문 2008). 상위

평가, 평가의 평가, 평가종합 등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메타평가는 여러 개의 

기존의 평가에서 발견했던 사실들을 재분석하고 종합하여 기존 평가의 적정성

을 평가함으로써 종합적인 교훈을 도출해 낸다(Lee 1999). 

평가가 공식적으로 정부와 공공조직의 의사결정 과정의 일부가 되는 합법화 및 

정당화의 과정이 제도적으로 명확할 때 평가가 제도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평가 

제도화는 정부의 공공정책에 대한 평가가 수행되는 규정과 절차, 조직체계의 구축 

등 평가가 왜, 언제, 누구에 의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규정하는 것이다. 평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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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통해 평가가 불순한 특정 목적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최소한의 시행 

빈도를 규정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평가역량과 평가역량구축의 개념을 

규정하여 논의에 적용하고자 한다. Boyle et al.(1999)의 논의에 의하면, 평가역량이란 

기술, 지식, 경험 등의 인적 자원과 물질적·재무적 자원, 그리고 평가 실제의 정착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여기서 평가 실제란 평가의 정의, 평가연구의 설계, 

평가 활동의 결과, 특정 정책에 영향 등을 의미하기 때문에, 평가역량구축이란 인적·

물적·재무적 자원, 제도장치 등 평가역량의 구성요소들을 개발하고 강화시키는 모든 

활동과 노력이라 할 수 있다(송건섭 2008). 따라서 평가역량을 계획에 따라 체계적으

로 평가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잠재적·실재적 힘으로 개인이나 조직이 효과적으로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제반 능력이며, 이 능력을 개발하고 강화시키려는 노력이 

평가역량구축이라 할 것이다(오철호 2010).  

2. 평가역량의 구성요소

공공부문의 평가역량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우선 어떠한 요소들에 의해서 

평가역량이 결정되는가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그 요소들의 상대적인 중요성을 가늠해 

보아야 하고, 요소 간 개선 노력에 있어 전후관계는 없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요하면서도 개선 노력에 선행되어야 할 요소들에 역량구축을 위한 초기 노력을 

집중하고, 덜 중요하고 다른 요소들이 개선된 다음에 추가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일 

수 있거나 또는 장기적인 계획 하에 노력을 기울여도 평가역량의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지 않는 요소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기의 개선 대상으로 미루어 두는 것이 효과

적인 접근방법이 될 것이다.  

공공부문의 평가역량을 결정하는 간접적인 환경적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Boyle 

et al. 1999). 첫째, 공식적인 통계, 경영공시 등 신뢰할 수 있는 자료들의 존재이다. 

평가를 통해 유의미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분석에 사용되는 자료가 객관적이고 

신뢰할만한 자료여야만 한다. 만약 그러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거나 수집될 수 없다면 

이 부분에 대한 인프라 구축작업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사회과학적인 지식과 

이해의 측적 정도가 문제이다. 평가 방법론과 실무는 정책과학, 경제학, 사회학, 경영



공공부문 프로그램평가를 위한 평가역량구축 방안의 모색 ｜ 41 ｜

학, 행정학 등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 성과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다.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사회과학 분야의 전문가가 국내적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외국의 전문성을 

활용하거나 사회과학 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훈련된 분석 

및 평가 인력의 존재 유무이다. 평가 방법론과 실무에 훈련된 최소한의 평가 전문가 

집단은 존재하고 활용 가능해야 한다. 이들 전문가를 입법부 소속으로 활동하게 하거

나 행정부 소속으로 활동하게 할 것인지 또는 정부 내부의 인력으로 운영하거나 외부

의 인력으로 운영할 것인지는 차후의 문제이다. 역시 최소한의 전문가 집단도 존재하

지 않다면 외국의 전문성을 빌려 내부 전문가들의 교육과 훈련을 선행해야할 것이다. 

넷째, 정치적·경제적 부정부패 존재의 정도이다. 평가가 의사결정의 질을 제고하고 

정부 활동의 효과성에 대한 논쟁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열린 마음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부패했다는 것은 평가가 적절히 

수행될 수 없음을 의미하고, 따라서 평가가 수행되더라도 평가 결과 자체가 왜곡되었

거나 평가 수요자에 의해 무시될 것이다.2) 

두 번째 요소는 조직으로 대부분의 나라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떤 식으로든 

정부업무를 평가하고 있다. 이는 정부업무의 평가를 담당하는 기관이 이미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평가관련 조직의 운용실태는 나라마다 상이하다. 

행정부에 설치되어 있는 나라도 있고, 입법부에 설치되어 있는 나라도 있다. 조직, 

인사, 재무 등 정부의 의사결정과 긴밀히 연계된 강력한 평가제도가 정착되어 있는 

나라도 있고, 형식적이고 분절적인 평가에 머무르고 있는 나라도 있다. 중앙정부가 

직접 평가를 시행하는 나라도 있고, 행정부처나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평가를 시행하

는 나라도 있다. 이처럼 누가 평가의 목적과 내용을 기획하고, 누가 어떻게 실시하는

지, 평가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리고 평가담당 조직의 소속과 위상 및 운용실태

는 역사와 상황에 따라 나라마다 상이하다. 

평가관련 조직을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 하는 점은 평가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

2) 평가는 잘 조직된 거버넌스와 윤리경영을 필요로 하는데 이런 기반 하에서 만이 평가 
결과에 대한 건설적인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OECD, 1996). 반대로, 평가
제도 자체가 건전한 거버넌스를 촉진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한다. 그것은 평가제도가 
정보 공개를 촉진하고 투명성을 제고시킴으로써 이해관계자들이 정부나 기관의 운영 
상태를 감독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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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민주적 과정으로서의 평가와 관리도구로서의 평가 사이에는 

일정한 긴장이 있다. 민주적 과정으로서의 평가 기능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평가 조직

이 입법부 소속으로 설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평가의 효용성이 주된 

관심사인데, 공공의 재원은 낭비 요소를 최소화하며 사용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견제와 감시를 통한 책임성 확보가 핵심이라는 것이다. 반면, 관리도구로서의 평가 

기능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평가 조직이 행정부 소속으로 설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평가를 통해 정부업무의 집행과정을 감독하고 정책과 정부 활동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주된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점에 따라 평가체계의 유용성에 대한 

평가 또한 달라질 것이다. 누가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현재 평가 제도

를 구축하고자 하는 의도와 목적에 어느 방식이 가장 효과적인가 하는 점이다.3) 

세 번째 요소는 제도로 평가가 수행되는 제도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는 특정 국가

나 정부의 평가 실제를 이해하거나 판단할 수 없다. 제도적 맥락은 평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실행되는지 아니면 체계적으로 수행되는지, 그리고 평가가 성과 위주의 

공공관리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는지, 한다면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 등을 결정할 것이

다. 평가 결과가 자동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도적 

맥락이 중요하다.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구축된 평가 담당조직의 위상은 제도적 맥락

의 구체적인 사항들에 의해 결정된다. 반대로, 평가 제도화의 성공 여부 역시 어느 

정도는 평가를 담당하기 위해 설치된 조직의 위상에 의해 결정되기도 한다.

평가는 정책 기획, 인사, 조직, 예산, 감사 등 타 공공부문 기능과의 연계 속에서 

활용될 때 그 가치가 더욱 제고된다.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인사, 조직, 예산 등을 투입하면 그 결과 얻어지는 성과를 평가하고 

3) 평가제도 구축의 의도와 목적은 정부의 기능에 대한 그 사회의 인식에 부합된 것이어
야 한다는 것은 자명하다. 문제는 정부의 기능에 대한 인식이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있
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1980년 이후 많은 나라들에서는 오랫동안 당연시 되어 왔던 
중앙집권적이고 관료적인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이 요구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적합하지 않다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면서 민영화와 공공서비스의 상업적 접근을 요구
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시대에 따른 국가 역할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평가에 대한 요
구에 지속적으로 부응할 수 있는 한 가지 방안은 입법부와 행정부 양자 모두에 평가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을 설치하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평가역량을 구축하는 초기에는 
시대적 요구에 가장 적절한 평가체계와 조직적 위상을 신중히 고려하여 발전시키고 역
사적인 진화과정을 밟는 것이 일반적인 접근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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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결과에 따라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중단, 축소, 지속, 확대 등 적절한 환류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는데, 평가는 이 환류를 위해 불가피한 기능이다. 환류가 새로운 의사결

정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평가는 정부 의사결정의 중요한 요소를 구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평가 결과의 환류체계, 즉 평가가 의사결정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은 평가를 수행하는 주체와 그 결과를 필요로 하는 주체가 서로의 가치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거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되고 결과적으로 평가 수요 

자체가 약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평가가 연계되는 공공부문의 다른 기능 중 

가장 중요한 하나는 정책기획이다. 정책기획이란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 어떠한 정책, 

프로그램, 프로그램 등에 얼마나 많은 재정, 인력, 시설 등을 투입하고, 어떠한 과정으

로 추진해 나가야 할지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다. 대체로 이러한 정책의 기획기

능은 예산기능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Zapico-Goni(1993)는 변화와 불확실성의 

시기에는 예산부처가 각 부처의 전략적 예산배정을 위한 역량구축을 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 번째 요소는 평가의 공급과 수요로 공공부문의 평가역량은 평가공급과 수요가 

동시에 향상될 때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평가역량구축을 위해서는 평가공급과 수요를 

동시에 개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노화준 2008). 평가관련 조직을 어디에 설치할 것

인가 하는 점은 평가수요와 공급의 조성과 균형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평가공급과 수요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세계은행(World Bank)(1994)는 공공부문의 

평가역량을 효과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재무 및 정보인프라 구축의 필요성과 기회

요인을 식별함과 더불어, 평가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한 

점검으로부터 시작하여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만약 평가역량은 존재하지만 평가 결과

에 대한 수요가 없다면, 평가기능은 미약한 상태로 존재할 것이다. 만약 수요는 존재하

지만 평가역량이 부족하다면 평가는 적절하게 수행되지 못할 것이다. Picciotto(1995) 

역시 평가공급과 수요의 관계와 관련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관리자와 

직원들이 평가 결과를 타당성 여부와는 무관하게 체계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고 하였다. 평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자동적으로 필요한 평가 조직체계의 

구축으로 연결되지도 않는다. 평가가 그 본연의 잠재성을 잘 발휘하기 위해서는 독립

성과 건설적 관계 유지를 통해 조직의 지속적인 학습과 업무 개선에 기여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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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된다. 이와 같이 평가수요와 공급의 연계는 평가 결과의 활용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Bemelmans-Videc et al.(1992)이 지적하듯이, 평가 전문성의 보급과 실질

적인 활용은 전문성의 공급과 수요가 상호작용할 때 비로소 나타난다.4)  

평가공급은 평가를 실행하고 제도화하는데 요구되는 공급적인 측면에서 필요한 

요소들로 평가방법론 및 지표체계, 평가에 필요한 경제적 자원, 평가가의 전문적 기량 

등을 의미한다. Boyle et al.(1999)는 평가역량구축을 위한 인적 자원의 역량구축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평가자는 어떠한 자질을 갖추어야 하는지, 또 정부는 어떻게 

평가자를 육성하여야 하는지 등을 논의하였다. 평가자에게 요구되는 기술이나 역량은 

평가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다. 정보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평가 활동에도 많은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른 변화는 정보기술 자체에 의한 변화와 

다른 전문분야가 정보기술을 매개로 평가 영역으로 확산됨에 의한 변화로 대별된다

(Smith 2002). 정보기술 자체에 의한 변화는 모니터링을 위한 자료 수집과 평가가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평가 결과를 제시하는 방법도 기존의 책자 

제작에서 전자적 형태, 음성형태, 영상형태 등으로 다양화되며, 평가자가 평가 결과를 

평가 수요자에게 전달하고 확산시키는 방법이 다양해지는 것 등을 포함한다. 다른 

전문 분야의 침투에 따른 변화는 뉴스그룹 등을 통해 전 세계에 퍼져있는 평가 전문가

들은 물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평가 실제에 대한 토론과 정보 공유를 일상화하

고 있고, 인접 학문의 지식과 경험이 빠르고 융합되고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 이는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평가기반을 확대하고 심화시켜 줄 것이다. 

평가수요를 제고시키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인센티브에 의한 방법, 벌칙에 의한 

방법, 이를 혼용하는 방법, 문화를 조성하는 방법 등이 있다(Toulemonde 1999). 

4) 그러나 Mayne(1994)는 개념적으로 단순한 이 관계가 실제에 있어서는 잘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상당한 평가 실제와 대부분의 평가 연구는 좋은 평가의 공
급이 그 정보에 대한 수요와 결과의 활용을 창출한다는 공급 위주의 가정에 기반하고 
있다고 한다. 반대로 수요 위주의 관점에서는 만약 평가정보에 대한 수요가 명확하다
면 그 간격을 메울 수 있도록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공급 위주이든 수
요 위주이든 어느 한쪽도 만족스러운 답을 주지는 않으며, 공급과 활용에 영향을 미치
는 수요의 종류도 상이하다. 민주적 과정으로서의 평가 수요와 관리 도구로서의 평가 
수요가 다를 것이며, 이 차이에 의해 평가 기능이 어느 조직에 위치해야 할지, 조직학
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누가 어떻게 결과를 활용할지 등이 결정될 것이다(Boyle 
et al.,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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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에 의한 방법 중의 하나는 정책, 프로그램, 프로젝트 등의 예산편성 시 평가를 

위한 예산을 별도로 책정하는 것이다. 공공기관의 특성상 평가를 위해 책정된 예산이 

있으면 그 예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유인이 생기게 되고, 따라서 평가용역 발주의 

수요가 형성되는 것이다. 이때 주의할 점은 평가에 대한 수요는 다른 행정 및 관리상의 

수요보다 약한 것이 일반적이므로 다른 용도와 함께 포괄적으로 책정된 예산은 평가수

요로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인센티브에 의한 방법 중 다른 하나는 평가 전담인

력을 배치하는 것이다. 인력 배치는 예산배정과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다른 점은 

평가 전담인력이 더욱 적극적으로 평가수요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일단 평가 전담으로 

업무분장이 이루어지면 그 인력은 평가 전문성의 고양, 평가방법론의 개발 등 평가역

량을 향상시켜 나가는 노력과 함께 기관장 혹은 평가 수요자의 요구가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평가를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Ⅲ. 공공부문 평가역량구축 방안

1. 평가역량구축의 중요한 요소

평가는 프로그램이 시작되고 진행되고 혹은 종료되어야 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데 그리고 만약 이미 집행 중에 있는 프로그램의 강도와 범위를 강화, 유지 또는 

최소화하여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성공적인 도구로 인정받아 왔다. 어떤 면에서 평가는 

프로그램의 산출과 결과가 바람직한지 아닌지의 여부 그리고 어떤 과정들이 조직의 

목적과 목표들의 성취에 기여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수단으로 알려져 왔다. 아직도 

일부 평가들은 공공 자금의 지출에서 법적·도덕적 책임을 조장하기 위한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공공부문에서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평가과정과 평가자들은 조직의 강점과 약점을 결정하는 분야에서 그리고 

환경에서의 위협과 기회를 식별하는데 있어 성공적인 역할을 인정받아 왔지만, 지식 

산출에서의 역할, 정책결정에의 영향 그리고 장기 및 전략기획에의 유용성에서는 아직 

완전하게 활용되지 못하여 왔다. 그러므로 평가과정과 평가자들은 추가적으로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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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평가에 관한 적절한 이해를 넓히고, 지속적으로 지식기반을 확충하고, 평가연구들

을 통하여 효과적인 교육프로그램들을 촉진하며, 프로그램평가에 조직 프로그램과 

정책들을 조정하고, 그리고 미래의 도전에 대처할 수 있도록 민간과 공공조직 모두의 

평가역량 규모를 증가시키고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평가역량구축의 첫 번째 중요한 요소는 적절한 평가모형의 선정이다. ‘적절성’은 

주관적인 개념이지만 우리들은 항상 기존의 일반적 조건들에 적용 가능한 기준들을 

설정할 수 있고 동시에 효과성을 감소시키지 않고도 고유의 상황들에 반응할 수도 

있다. 다음의 질문들이 적절한 평가모형의 선정이라는 목적 달성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먼저 평가모형이 다음과 같은 기본적 질문에 대답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가이다. 조직, 프로그램 혹은 정책을 개선할 여지가 있는가? 어떻게 할 수 있고 또 

비용은 얼마인가? 조직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프로그램 혹은 정책들이 이전 

기존 조건들에 적절한가? 정책들이 실현되고, 프로그램들이 집행되고 그리고 목표들

이 성취되고 있는가? 평가연구를 관리하는 최적의 시간은 언제인가? 평가모형이 효과

적이기 위해서는 우선 언어가 단순하고 목적이 분명해야만 한다. ‘단순성’은 상이한 

경험, 배경 및 다양한 견해와 훈련을 가진 광범위한 영역과 이해당사자들에 의해 

쉽게 이해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고도의 기술적인 평가 도구 혹은 보고서는 모든 

필요한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평가의 목적을 손상할 것이며, 만약 사용되는 언어가 

익숙하지 못하면 자신들과는 관련이 없다고 느낄 수 있는 지역사회의 지원을 얻기 

어렵기 때문에 단순성에는 최고도의 주의가 고려되어야만 한다. 그 이유는 전문가 

집단들이 언어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권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적절한 평가모형은 시간제약적 연구이다. 이해당사자들이 수행되는 평가의 결과를 

기다려 줄 수 있을까? 만약 그렇다면 정확하게 그들이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들

에게 진행 중인 프로그램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들을 제시하는 형성평가

(formative evaluation)를 제공하거나 혹은 기존 프로그램의 종결을 준비하는 총괄

(summative) 연구를 제공할 수 있는가? 또는 연구가 단순히 수행된 과정들의 장점만

을 강조하거나 프로그램의 결과에만 초점을 둘 것인가? 이해당사자들이 평가 후 무엇

이 도출될 것인가에 대하여 적절하게 평가하고 종국적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별도로 한다. 셋째, 적절한 평가모형은 책임자를 식별한다. 평가역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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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하려고 하는 평가모형은 내부와 외부 평가자들 모두가 한 팀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만 한다. 만약 평가가 외부 전문가들을 제외시킬 것을 고려한다면, 

조직이 구성원들의 평가 기술을 향상하고 평가를 프로그램의 일부로 포함할 이유가 

없다. 그렇지만 관리자들은 조직과 외부 평가자들과의 관계를 공백 기간으로 취급하는 

대신에 이런 기회는 프로그램의 좋은 장치로 그 속에서 내부 및 외부 평가자들은 

연속체에서 공존할 수 있으며, 그럼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경쟁자로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배척하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바람직한 평가 결과를 제안하려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인수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넷째, 적절한 평가모형은 

평가하기 어려운 사회이슈들을 위한 방법을 제공할 것이다. 형성평가와 과정평가 기법

들이 가진 한계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평가모형은 유용한 자원이 희소하다는 현실을 

고려하여 실제 생활에서의 프로그램들을 평가할 수 있도록 실제적 장치와 접근법들을 

결합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 기법들에 약간의 조정을 시도하여 평가의 적실성을 성취함

으로써 이 기법들을 활용할 수 있다. 다섯째, 평가 접근법이 없는 것이 오히려 완전하

다는 사실이 지적되어야만 한다. 메타평가 접근법은 평가과정을 기초하고 있는 철학을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과학적 의문들에 특별한 해결책을 보증하려는 접근법이다. 

Scriven(1972:1-4)은 평가자들은 프로그램 설계와 행정가들이 정의해 놓은 목적을 

무시하고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프로그램의 효과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여섯

째, 적절한 평가모형은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Duignan 2002, 180-181): ① 

평가의 신비성을 풀려고 시도함으로써 사회정책 영역의 모든 수준에서 평가가 이해되

고 실행될 수 있다; ② 평가는 프로그램의 모든 주기에 걸쳐 시행되고 결과 평가에만 

제한되지 않음을 강조하는 평가 용어들을 사용한다; ③ 평가는 내부 및 외부 평가자들 

모두의 역할을 허용한다; ④ 평가는 평가하기 어렵고, 단지 이상형이 아닌 실제 세계의 

프로그램들 그리고 대규모, 고비용 및 외부평가의 설계를 위한 방법들을 가진다; ⑤ 

평가는 목표배제, 임파워먼트 등 평가의 메타접근법에만 특별한 관심을 주지 않는다; 

⑥ 평가는 사회정책을 위하여 증거 기반의 측면에서 실제로 전달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이해에 기초한다.

평가역량구축의 두 번째 중요한 요소는 조직의 평가 프로그램들과 활동들을 조작화

할 수 있는 기술의 향상, 기능적 시스템의 기반, 그리고 적절한 구조의 식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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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적으로 시스템, 구조 및 기술이 조직의 모든 수준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만들어 

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조직에 장착된 평가시스템이 가진 유의성을 

모든 구성원들이 인지하는 것은 그들이 평가연구를 환류 메커니즘, 상황분석 도구, 

예측장치, 변화 자극, 안정성 수단, 그리고 전략 및 장기 기획과 정책 형성을 위한 

투입 자료로 적절하게 활용하는데 필수적이다. 성공적인 조직은 조직의 발전 수준만큼 

복잡한 평가모형, 평가 작업에 몰입할 수 있는 멤버십, 그리고 조직 관리와 발전에 

필수요소로 평가를 통해 정확한 질문을 하고 바람직한 대답을 제공할 수 있는 직원을 

지속적으로 진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조직의 평가역량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세 번째 요소는 의사결정자, 평가자 그리고 

이해당사자들이 즉각적으로 행동할 가치가 있는 평가 이슈들을 식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과 기준들을 형성하는 것이다. 무엇이 긴급성과 즉시성을 구성하는지

의 이슈는 설명되어야만 하는데, 왜냐하면 만약 평가 기획자들의 우선순위가 관리자의 

우선순위와 경합하거나 아니면 보다 중요하게 만약 조직의 평가 직원의 주된 관심이 

조직의 실제 평가 요구와 경합하게 되면 갈등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갈등은 평가자들, 기획가들 및 집행자들 사이에 대다수의 공감대는 없지만 정확하게 

잘못 되는 것보다 대충 정확한 것이 좋다는 합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최소의 

방법은 평가 자원은 가능하면 가장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방법으로 지출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가장 최선의 방법은 만약 필요하지 않다면 모두 다 소비하지 말고 피할 수 

없을 때는 현명하게 소비하는 것이다. 결국 작업의 우선순위를 원활하게 할 이 같은 

기준들을 형성하는 것은 평가자들이 평가역량을 구축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2. 평가역량구축의 방안

조직에서 평가역량구축이 필수적이라면 구축에 필요한 평가인프라, 평가모형 개발, 

기술 향상, 그리고 평가역량구축 프로그램에 관한 공통된 이슈와 관심을 조성하려는 

시도를 서둘러야 하며, 그 시도는 과학적 탐구의 전통에 기초하여야 한다. 

Zucker(2004, 2-3)는 과학적으로 기초한 연구를 수행할 때 다음의 지침이 평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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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행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① 관찰과 실험에 기초한 체계적‧경험

적 방법들을 사용한다. ② 진술된 가설들을 검증하고 일반화된 결론을 정당화하는데 

적합한 엄격한 데이터 분석을 포함한다. ③ 평가자들과 관찰자들 사이, 다중 측정과 

관찰 사이, 그리고 동일한 혹은 상이한 조사자들의 연구 사이 모두에 적용되는 신뢰적

이고 타당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측정 혹은 관찰 방법들에 의존한다. ④ 개인, 

집단, 프로그램 혹은 활동들이 상이한 조건들에 할당되는 무작위할당실험이 바람직하

지만 그것이 어려울 상황에서는 내적조건 혹은 교차조건 통제를 가진 다른 설계의 

실험 또는 준실험설계를 사용하여 평가한다. ⑤ 실험 연구들이 재생가능하고 적어도 

연구의 발견들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

고 분명하게 제시되는 방법을 확보한다. ⑥ 비교적으로 엄격하고, 객관적이고 또 과학

적인 검토를 통하여 전문 논문집이나 독립적인 전문가들에 의해 연구 결과가 수용된

다. Forsyth(2004, 8)는 모든 과학적 탐구의 지침이 될 여섯 가지 연구원칙들을 제시하

였다. ① 경험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유의한 질문들을 형성한다. ② 연구를 관련된 

이론과 연계한다. ③ 질문에 대한 직접적 조사가 가능한 방법들을 사용한다. ④ 논리적

이고 분명한 추리의 연결고리를 제공한다. ⑤ 연구들을 재생하고 일반화한다. ⑥ 전문

적 검증과 비판을 장려하기 위하여 연구를 개방한다. 더욱이 조직의 지속적인 평가역

량구축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직의 임무-비전-목적-목표의 진술에 적절하고 유의한 

정책들을 형성함으로써 평가역량구축이 제도화되어야만 하고 그 제도화에 기여할 

정책, 절차 및 장치의 구성을 파악한다. 

1) 평가인프라 구축 

평가인프라는 상호 연결된 구조적 요소들의 집합으로 각 구성요소들은 서로 독립적

으로 존재하고 기능하는 방법으로 전체 시스템과 운영을 위한 틀을 제공한다. 평가인

프라는 다음과 같은 제안된 요소들로 구성된다. 첫째, 평가 팀은 숙련되고 몰입된 

전문가들로 구성되고, 지속적인 훈련과정을 통해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모형과 실제에 

구체적으로 전문화된 팀이다. 대체 평가 팀들은 어떤 형태이든 기존 멤버들의 이직을 

대비하여 항상 훈련되어 있다. 둘째, 최고관리자, 중간관리자, 강사, 정책결정자 그리

고 잠정적인 이해당사자 대표들도 평가 훈련에 참여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셋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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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교육과 훈련 과정의 구성을 통하여 조직에서 선발된 구성원들이 경쟁적인 

학부, 대학원 그리고 전문적 평가 경험과 학위과정에 참여하고 등록하는 것을 장려한

다. 넷째, 평가기술의 재조정을 위하여 훈련을 필요로 하는 평가 연구자와 관심을 

가진 직원들에게 기회를 제공한다. 다섯째, 전문적인 연구와 평가조직 간의 연계 및 

파트너십의 구축이 필요하다. 여섯째, 조직의 관리정보시스템에 평가와 평가연구에 

관한 문헌을 포함시킨다. 

조직이 끊임없이 진화과정을 추구하는 것처럼 조직에서 사용되는 평가과정과 도구

에 대해서도 조직은 평가 및 혁신에 필요한 자원과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중요성도 

인식하고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안이 필요하다.

① 다양한 학문 분야의 연구자들 사이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학회를 통하여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평가연구에 메타분석 도입 

② 다양한 형태의 평가연구 노력에 적용 가능한 다중방법 평가모형의 개선 

③ 측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인과관계 증명에 관계자들의 자신감을 강화시

킬 수 있는 내적 및 외적 타당도 위협요소들을 제거할 수 있는 기법의 개발

④ 학제적 평가교육 과정에 적합한 창조적 평가기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설계된 

개념 틀과 관점의 세심한 조정 

⑤ 신뢰할 수 있고 바람직한 결과에 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는 능률적이고 비용효과적인 접근법의 개발

⑥ 이해당사자, 평가 연구공동체, 관심을 가진 이익집단, 적절한 정책결정자 등 

다양한 청중들에게 평가 방법, 발견 및 결과를 전파할 수 있는 창조적인 접근법

들의 고안

2) 평가역량구축 프로그램

평가역량구축 프로그램 계획은 만약 능률성, 효과성, 활용된 결과, 조직의 운영과 

기능적 능력 등에서 바람직한 변화가 실행되었다면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평가역량구축 프로그램 자체에서 더 바람직한 것은 평가역

량구축 프로그램의 능률성 수준의 정도에 따라 측정 가능한 지표들을 제공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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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시 말하면, 이 지표들을 통하여 어떤 수준에서는 이 측정치가 측정되고 있는 

조직의 프로그램과 활동들이 아니고, 프로그램의 목적 달성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만약 평가 결과가 비교적 엄격하고, 객관적이고 그리고 과학적인 

검토를 통하여 심사자들의 결절에 의하여 논문집에 게재되거나 혹은 독립적 전문가 

패널에 의해 승인이 되어 왔다면, 우리는 평가과정은 조직의 평가역량구축에 기여하여 

왔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Zucker 2004, 3). 

평가역량구축 프로그램의 성공적 실행을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방법론에서 

제안된 평가 설계는 양질의 지표들을 식별하고 제시하여야 한다(Thompson et al. 

2005, 185). 모든 변수들에 대한 측정 점수의 신뢰계수들은 명백하고 합리적인 타당

성을 가지고 사전 연구와 검증 매뉴얼에 기초하여 보고되어야 한다. 또한 이 계수들은 

특정 연구를 위하여 수집된 데이터에 기초하여야 하며, 점수의 타당도는 연구 내에서 

산출된 데이터에 기초하여 경험적으로 평가 되어야 한다. 둘째, 기술에서 제안들은 

보다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시스템의 구축을 위하여 학습을 강화하고 창의성을 장려 

할 수 있는 광범위한 범위의 기술을 어떻게 이해시킬 것인지를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보다 새롭고 좋은 기술의 지속적인 출현 때문에 학습과정이 중지할 수 없는 

것처럼 평가분야가 아직도 얼마나 방대한가를 적절하게 알리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평가연구과정이 설계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연구과정의 능률성과 효과성은 기술적 

진보보다 우선한다는 사실이 지적되어야만 한다. 셋째, 기술이전에서 평가 결과에 

대한 소통은 재고로 취급되어져서는 안 된다. 기획에서 소통은 평가가 계획되고 있을 

때 시작되어야만 하며, 만약 계획이 시작단계에서 분명하고 상세하게 설명되면 소통이 

잘 된 것으로 보인다(Posavac 1997, 247). 제안들은 평가 결과들이 어떻게 학자들의 

논쟁, 학문 및 전문적 성장, 그리고 생산적 사회활동에 기여하는지를 제시하여야만 

한다. 기술이전은 연구, 문헌검토, 파트너십과 네트워크 개발을 위한 훈련과 워크숍, 

그리고 청중들을 위한 적절한 상호 학습경험을 허용하는 다른 형태들의 집행과 적용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선도 영역의 수용에서 실현될 것이다. 넷째, 조직역량개발에서 

평가연구계획은 조직과 협력기관의 평가역량구축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협력과 기

대되는 결과의 범위와 본질에 따라 수혜자, 파트너 혹은 양자 모두로 구분되어야만 

한다. 다섯째, 평가역량개발의 인간 요인에서 제안들은 어떻게 연구 활동이 지식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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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촉진할 것이며 동시에 창조, 미래 평가자들을 위한 평가기술과 적성을 위한 지도 

및 훈련, 그리고 새롭고 좋은 기술의 학습과 발견을 촉진하는가를 고려하여야만 한다. 

결과적으로 계획된 활동은 평가과정에서 대표되지 못한 부문에 기회를 제공해야만 

하며, 그럼으로써 연구자들은 인적 자원개발 목적을 위한 비학문적 기관들을 보다 

전문적으로 확장할 수 있다.

지속적으로 평가역량구축 프로그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평가역량구축정책들이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포함하여 형성되어야만 한다(Duignan 2001): ① 평가인력 

개발; ② 평가를 위한 우선 영역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들; ③ 파트너들을 선발하는 

기준과의 연계 및 컨소시움의 구축; ④ 연구에서 도출되는 선도 프로그램의 집행을 

위한 영역 선발의 절차; ⑤ 평가자들과 고객들에 대한 윤리적 기준들; ⑥ 평가역량구축

의 창도를 위한 소통.

Ⅳ. 맺음말 

평가역량구축 과정과 실제는 프로그램평가 과정과 실제가 유사성을 보여주는 것과

는 다르고 이들 사이의 구분은 지나치게 강조될 수 있다. 이 구분은 분명해질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하여 평가역량구축이 평가공동체 내에서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수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분석과 논의를 개방해야 한다. 이 구분은 조직, 

프로그램, 정부 그리고 공동체들이 평가와 그의 사용을 일상적인 실제로 인지하고 

유지하는지 여부의 판단과 유지 방법을 위한 실질적, 즉각적 및 실제적 결과를 유도한

다. 이 같은 구분에서 평가역량구축의 정의는 양질의 평가와 일상적인 평가의 활용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의 전반적 과정들을 지속적으로 창조하고 유지하려는 의도적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정의는 모든 프로그램 평가자들이 평가역량구축이 분명한 

책임, 작업, 기술 및 행태를 가지고 정당한 전문적 역할로 보이기를 원하는 것만으로 

평가역량구축 실제를 기대하지는 않는다. 

프로그램평가 실무자들과 평가역량구축 실무자들 사이의 분명한 구분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민간 평가 실무자가 중간관리자들에게 평가기술을 가르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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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고용되었다면, 그 고용의 목적은 중간관리자들이 평가프로그램, 이해당사자 

및 평가질문들을 식별하고, 평가질문에 대답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방법들을 결정하

고, 데이터 수집도구들을 개발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정보를 분석하고, 그리고 의사결

정을 위하여 정보를 사용하는 등 기본적인 평가기술을 배우는 것을 돕기 위한 것이다. 

훈련기간 동안 평가 관계자들은 다수의 프로그램을 위한 평가계획을 확인하고 개발한

다. 훈련의 초점은 평가기술을 가르치고 중간관리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존 평가도구

들에 새로운 평가기술을 추가한다. 이 훈련은 평가역량구축의 전형적인 방법으로, 

여기서 평가 실무자는 중간관리자이며 어느 누구도 평가 작업이 유지되고 평가가 

조직의 실제가 되도록 보장하는데 일차적 책임이 없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평가역

량구축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른 경우에서는 외부 평가자가 평가 실무자 역할과 평가역량구축 실무자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고객들은 프로그램의 형성적 및 총괄적 평가를 원한다. 평가 실무자들

은 다른 이해당사자들을 식별하고, 형성적 및 총괄적 평가질문들을 확인하고, 그 질문

들에 최선의 답변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고, 그리고 이 프로그램 수행을 위한 

평가계획을 개발한다. 평가 실무자들은 직원들과 함께 질적 및 계량적 데이터를 수집

하고 즉시 환류함으로써 프로그램의 강점들을 확장하고 약점들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평가역량구축 실무자들의 초점은 상황을 변경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계획된 과정과 실제들의 의도적 행동시스템에 있으며, 그 시스템 속에서 양질의 평가

와 적절한 활용이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조직들과 프로그램들 내 또는 사이에서 통상적

이고 진행 중에 있다. 다양한 평가의 새로운 계획들을 어떻게 통합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평가 실무가들에게 제기되었을 때 평가역량구축은 프로그램평가보다 고객에 

초점을 둔다. 고객은 지속적으로 품질향상위원회, 고객중심위원회, 전략기획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있다. 외부 자금지원 때문에 프로그램 직원은 프로그램의 결과를 확인

하여 왔으며, 평가를 통하여 무엇이 습득되었고 어떻게 실제를 개선하는데 사용되어 

왔는가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평가 결과 데이터를 외부 자금 지원자에게 제공하여 

왔다. 행정 팀은 형성적 및 총괄적 평가, 결과 평가, 지속적 품질개선 노력과 고객 

초점 및 전략기획 노력을 완성하는데 필요한 평가 실제로부터 어떻게 배울 수 있으며, 

또 이질적이고 관련이 없는 활동들을 수행하는 대신에 기관 스스로 학습조직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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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이런 노력들을 어떻게 통합할 수 있는가를 알기를 원한다. 여기서 평가 

실무가는 기관의 행정 팀을 위한 평가역량구축의 조력자가 되며 행정 팀은 평가역량구

축 실무가가 된다. 

조직의 관점에서 프로그램평가 실무가와 평가역량구축 실무가 사이의 구분이 확인

될 수 있다. 프로그램평가 실무가 관점에서 조직 내 평가부서의 창설과 유지는 원칙적

으로 사용 가능하고 한정된 작업에 초점을 둔다. 전형적으로 이런 관점은 다수 고객들

이 사용하는 데이터 수집 도구를 표준화하고 평가 결과의 활용을 보장할 수 있는 

연구 수행에 대한 고객들의 요구에 대한 반응을 의미한다. 이런 방법에 의한 평가부서

의 창설과 유지는 일시적인 평가의 요구에 대한 반응으로 보일 수 있다. 조직은 실제적

인 평가를 위하여 체계적으로 부서를 창설하는 보다 큰 목표를 소홀히 하고 평가부서

가 조직 전반에서 정례적인 관습으로 운영될 수 있다. 그러나 평가역량구축 관점에서

는 초점이 평가 서비스를 위한 고객의 요구에 대한 반응에 있으며, 한편으로는 오늘의 

업무가 어떻게 장기적으로 부서의 유지에 기여할 것인가에 있다. 이런 평가의 이중역

할은 주어진 상황이 프로그램평가 실무가와 평가역량구축 실무가가 이중 초점을 가지

고 각기 다르게 평가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한다. 고객과의 상호작용에서 평가 실무가

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는데, 즉 어떻게 평가가 보다 좁은 연구를 유도하고, 보다 

많이 사용되며, 또 다른 양질의 연구를 가능하게 하는데 기여하는가? 평가역량구축 

실무가는 어떻게 특정 평가가 후속 연구들을 유도하고 활용되도록 조직의 학습과 

발전에 기여하는가? 여기서 평가역량구축 실무가는 어떻게 개별 연구가 조직의 발전

과 조직의 목표와 임무 달성에 연계되어 있는지를 생각하여야 한다. 여기서 제시된 

세 가지 경우는 어느 것이 조직의 일상 업무에 가장 적합한지를 파악하고 조직 고유의 

실제에 적용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관심을 가진 독자들이 평가 실제로부터 평가역량구축 실제를 구분하고, 

실제에서 평가역량구축이 무엇이며, 상이한 조직 환경에서 어떻게 구축사업이 수행되

는지를 이해하고, 그리고 평가역량구축의 언어, 개념모형 및 지표들을 구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여기서 명심해야할 사항은 평가역량구축은 평가역량구축 과정들

을 촉진하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대다수 내부 및 외부 평가자들의 일상 업무 세계와는 

구분된다. 대다수 평가역량구축 과정들은 사회 및 경제개발  활동들의 일부이고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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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들을 포한한 공식 조직들에서 추진된다. 평가 실무가들은 여기서 일상의 운영을 

이해할 것이지만, 그러나 쉽게 평가역량구축을 구현할 수 있는 조직의 개념 틀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 개념 틀의 목표는 조직학습과 조직발전에 관한 

개념화와 이론적 이슈와의 연계가 될 것이다. 평가역량구축은 쉽게 구축의 과정, 실제, 

직업 오리엔테이션 그리고 실무자 역할에서 신비성이 제기된다. 평가자와 평가역량구

축 실무가들 모두는 자료의 접근성, 흥미, 정보 등을 발견하여야만 한다. 보다 성숙한 

평가역량구축 업무의 개념화와 품질은 세심하고 분명한 사정과 평가를 통하여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정책, 프로그램, 업무 등을 적절히 평가하여 국가 재정의 불필요

한 낭비를 억제하고, 대국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부혁신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제도, 절차, 조직 체계 등의 정비와 같은 하드웨어적 노력과 그 제도를 운영

하는 평가 인력의 전문성, 평가지표체계의 적실성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처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아우르는 제반 평가시스템 구성요

소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상호작용할 때 그 조직 또는 국가의 평가역량이 우수하다

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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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ion Capacity Building for Program Evaluation in 
Public Sector

5)

Don Jaegal

ABSTRACT

Program evaluation has been developed by the efforts of evaluators on 
learning to gain new knowledge for program evaluation or on creating 
the field of evaluation research to discover new methods and techniques. 
As a result of these efforts, the program evaluation has gained its own 
domain in academic fields and established its identity as a profession. In 
recent years, program evaluation has evolved to be an important part of 
scientific research to achieve the goals of making decisions, planning, 
and improving the level and quality of implementation and monitoring of 
policies. Program evaluation has evolved with strong momentum on its 
own, and in return for its development, policy makers, program 
planners, and top managers can effectively perform their functions 
according to a given standard. There are elements commonly 
encountered among countries seeking to build up the capacity to 
evaluate public sector programs, and the success or failure of 
implementing them depends on how they are managed. This study aims 
to provide the theoretical basis for finding ways to build up the nation's 
evaluation capacity by developing lessons and theoretical discussions 
drawn from experience on such common elements. This study identifies 
the actual implementation of the capacity building from the real world 
of the evaluation, identifies what is building the evaluation capacity in 
practice and how the implementation programs are carried out in 
different organizational settings. When these components of the overall 
evaluation system, including hardware and software, interact effectively 
and efficiently, the organization or country is likely to have a superior 
capacity to evaluate.

Keywords: Evaluation Capacity, Evaluation Capacity Building, Evaluation, 
Program Evaluation, Evalua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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