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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프로젝트를 통해 기대하는 결과(results)가 분명히 설정되지 않았다면, 시행된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기대 결과에 대한 명시적인 정의, 즉 프로젝트를 통해 특정 기한까지 

달성해야 하는 기대 결과를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측정 가능한 목표를 유지하고, 목표 달성도를 

모니터링하고, 프로그램 관리를 지원할 수 있다.

성과기반 관리(Results-based management, RBM)는 개발 효과성을 도모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국가 전략,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를 통해 달성해야 하는 

결과(성과outcome 및 영향impact)를 명확하게 구체화하려는 시도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국제적으로 합의된 여러 원칙에 따라 결과를 강조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2000년 

UN 새천년 선언(UN Millennium Declaration)과 함께 채택된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는 구체적인 목표, 목표치, 성과지표 설정을 통해 원조 효과성과 

진전 상황을 측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몬테레이 컨센서스(2002), 원조 조화를 위한 로마선언(2003), 파리 선언(2005), 하노이 

성과를 위한 관리 컨퍼런스(2007), 아크라 행동강령(2008), 부산 효과적 개발협력을 위한 

파트너십(2011) 등과 같은 국제적 합의는 결과 달성에 대한 정부, 개발기구, 파트너 국가의 책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결과모형은 개발협력의 핵심적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실무자는 결과모형을 통해 전략적 개발 

목표를 설정하고, 이 목표와 프로젝트 활동, 중기 성과(intermediate outcomes), 결과(results)를 

연계할 수 있다. 본 보고서는 결과모형 설계를 위한 가이드를 제시하며, 다음의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끌어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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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모형의 정의

결과모형이란 무엇인가? 결과모형이 어떻게 기존의 전통적 모니터링 및 평가 논리모형과 

차별화되며, 보완적 역할을 하는가?

 결과모형의 활용

결과모형의 기능은 무엇인가? 어떤 수준에서 결과모형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는가?

 결과모형 설계를 위한 필수 요건

프로젝트 설계와 실시 이전에 문제와 목표 성과를 파악하기 위한 진단 절차가 있는가? 프로젝트 

담당자가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적절히 이해하고 있는가? 프로젝트 또는 

프로그램의 논리가 명확히 정의되어 있는가? 

 결과모형 설계 단계

결과모형은 어떤 단계를 거쳐 구축되는가? 실무자는 어떻게 전략 목표와 기대 결과를 설정해야 

하는가?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 산출물(output), 성과(outcome), 영향(impact) 등 각 준위에 

해당하는 결과, 지표, 데이터 출처를 설정해야 하는가? 유용한 결과모형 설계를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 결과모형 개발 및 활용에 누가 참여해야 하는가?

 문제점

결과모형 구축에 있어 잠재적인 문제점은 무엇인가? 이러한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전략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본 보고서는 국가 단위, 프로젝트, 조직 등 다양한 준위의 결과모형 예시와 결과모형 설계 시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제시한다. Binnendijk(2000) 및 OECD-DAC(2008)에서 더 많은 

정보를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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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과모형(Results Framework)이란?

결과모형은 특정 프로젝트, 프로그램 또는 전략의 시행을 통해 기대되는 여러 차원(사슬)의 결과를 

도식화한 모형(그래픽, 매트릭스, 요약표 등)이라 할 수 있다. 결과(results)는 장기적 

목표(성과(outcomes) 또는 영향(impact)), 중기 성과(intermediate outcomes), 산출물(outputs) 

을 포함한다. 세계은행은 지난 10년간 “결과모형”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왔으나, 여타 기관들은 

논리모형(logical frameworks), 논리모델(logic models), 변화이론(theories of change), 

결과사슬(results chain), 성과 매핑(outcome mapping) 등 다양한 도구를 활용해 성과와 결과에 

대한 정보를 관리해왔다. 결과모형은 투입(inputs), 산출물(outputs), 중기 결과(intermediate 

results) 또는 성과(outcomes), 영향(impact) 간 논리적 인과관계를 제시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산출물, 성과(outcomes), 영향을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는데, 산출물은 

프로젝트를 통해 제공된 재화 또는 서비스(예: 영양제), 성과(outcomes)는 해당 재화 또는 

서비스가 수혜자에게 창출한 효용(예: 개선된 영양 섭취), 영향은 성과(outcomes)가 수혜자의 

행동 또는 보다 장기적인 여건을 변화시켰는지(예: 식습관 개선, 건강 증진된 인구)를 의미한다. 

핵심적 차이는 바로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공급 차원)과 활용(수요 차원)이라고 할 수 있다.

결과모형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활동과 기대 결과의 인과관계를 설정해야 하며, 

양질의 결과모형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변화이론(theory of change)이 필요하다. 즉, 해당 

프로젝트가 어떻게 산출물을 도출하고, 이 산출물이 어떻게 단기 또는 중기 성과(immediate 

or intermediate outcomes)로 이어지고, 이 성과가 어떻게 장기 성과(longer-term outcomes) 

또는 영향으로 이어지는지 명확해야 한다. 또한 변화이론은 프로그램 각 단계를 달성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성과의 달성 정도에 대한 예측치를 포함해야 한다. 따라서, 프로젝트 활동과 

기대 결과의 인과관계를 설정함으로써 결과모형의 기초를 구축할 수 있다.

결과모형의 주요 초점은 성과(outcomes)와 영향(impacts)이다. 투입물(inputs), 이행과정 

(implementation processes)은 강조하지 않지만, 산출물(outputs) 역시 중요하게 강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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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사슬(results chain)은 산출물, 성과, 영향을 시기 별로 측정하여, 목표 달성에 이르기까지의 

진전사항을 모니터링 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함께 수립한다. 결과(results)는 보통 지표를 

통해 측정하는데, 지표는 종종 정량적이고, 측정 가능하고, 관찰 가능하다.1) (일부 지표는 정성적 

지표인 경우도 있다.) 그리고 모니터링 계획은 일반적으로 산출물 및 성과에 대한 기초선 

데이터(baseline data), 목표치(targets)를 포함하며, 데이터 수집/측정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프로젝트 이행 주요 단계에서 확보한 정보로 결과모형을 업데이트하고,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결과모형은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수행되어, 성과(outcomes)와 영향(impact)으로 

이어지기 위해 필요한 중요 가정을 명시해야 한다. 

표 1은 각 결과 수준의 성과 및 해당 지표를 포함한 국가 단위 결과모형의 예시이다

1) 기대 성과가 조직 또는 제도적 행동 변화를 포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정성적 데이터를 통해 추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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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결과모형의 개요 

국가개발목표
Country 

Development 
Goals

문제/장애요인/핵심
가정 

Issues/obstacles/critical 
assumptions

기대성과
Outcomes 
expected

산출물/마일스톤
Outputs/milestones

모니터링 
활용계획

Use of monitoring

국가 목표 1
지표
기초선: xxx (2005)
목표치: xxx (2010)

추가/대안 지표
기초선: xxx (2005)
목표치: xxx (2010)

(기타 추가 지표 
있다면 기술하고, 
다음 목표로 넘어
감)

국가 목표 2
지표
기초선: xxx (2005)
목표치: xxx (2010)

추가/대안 지표
기초선: xxx (2005)
목표치: xxx (2010)

(기타 추가지표 있
다면 기술하고, 다
음 성과로 넘어감)

(국가 목표 달성에 있어 핵심 
문제점 및 장애요인 기술)

성과 1
지표  
기초선: xxx (2005)
중간선: xxx (2007)
목표치: xxx (2010)

추가/대안 지표
기초선: xxx (2005)
중간선: xxx (2007)
목표치: xxx (2010)

(기타 추가지표 있
다면 기술하고, 다
음 성과로 넘어감)
성과 2
지표
기초선: xxx (2005)
중간선: xxx (2007)
목표치: xxx (2010)

추가/대안 지표
기초선: xxx (2005)
중간선: xxx (2007)
목표치: xxx (2010)

(기타 추가지표 있
다면 기술하고, 다
음 성과로 넘어감)

결과모형 해당 기간 중 달성
해야 할 산출물/마일스톤 1
지표(정량지표의 경우)
기초선: xxx (2005)
목표치: xxx (2006)
Xxx (2007)
Xxx (2008)
Xxx (2009)
Xxx (2010)

추가/대안 지표
(기타 추가지표 있다면 기술
하고, 다음 마일스톤으로 넘
어감)
산출물/마일스톤 2
(상기와 같이 계속 기술)

모니터링 정보 활
용계획을 간략하
게 기술

잘 구성된 결과모형은 다음과 같이 모니터링, 관리, 평가 측면에서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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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 성과에 대한 초점 강화 

잘 구성된 결과모형은 단순히 프로젝트 활동, 과정, 투입물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를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명시한다. 즉, 구체적 기대 성과(outcomes)에 대한 

초점을 강화한다.

 해당 프로젝트를 뒷받침하는 변화이론의 구성요소 간 연계성 강조

단순하지만, 명료한 결과모형을 통해 변화이론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결과모형에 대해 

논의할 때, 프로그램 담당자 및 수혜자 집단이 함께 가설을 파악해야 한다. 즉, 특정 프로젝트 

활동이 어떻게 기대 산출물과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이들이 어떻게 궁극적 목표로 연결되는지 

논의해야 한다. 이러한 참여적 논의를 통해 공동의 목표에 대한 합의를 구축하고 주인의식을 

배양하고, 가설의 여러 구성요소를 파악할 수 있다. 

 근거 기반 모니터링 및 평가 지원

장기 성과 및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지표와 기초선 데이터, 목표치 등을 통해 “프로젝트 활동의 

성공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와 같은 질문에 답할 수 있다.

 전략 목표에 대한 진전도 측정

프로젝트 활동의 이행 완료보다 성과의 달성 정도/여부에 초점을 강화함으로써, 프로젝트 

수행기관은 핵심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프로젝트 시행계획과 전략을 변경한다. 결과모형을 

통해 프로젝트 이행이 어떻게 산출물/성과/영향으로 연계되는지 파악할 수 있으므로, 유용한 

관리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전략 목표 달성 지원

전략 목표는 프로젝트를 이끄는 궁극적인 원동력이다. 프로젝트 활동은 한 지역사회 내에서의 

단순한 활동에서부터 국가적 수준에서 상호연계된 다수의 프로젝트 활동까지 그 종류가 다양하다. 

다수의 프로젝트 또는 비프로젝트 활동이 전략 목표에 기여하는 구조인 경우, 이들의 기대 성과를 

개별적으로 명시하여 관리하기보다, 해당 전략 목표의 결과모형에 포함시켜 관리할 수 있다. 

전략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중기 결과(results)를 구체화하여, 다수 파트너가 조화롭게 활동하고, 

추가적인 활동 영역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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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모형의 양식 및 구체화 수준은 기관에 따라, 프로젝트 활동의 범위와 규모에 따라 다양하다. 

그러나 이들 모두 프로젝트 수행자가 결과를 달성하고, 평가자가 프로젝트 결과를 평가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구성요소를 공통적으로 갖추고 있다. 표 2 및 표 3은 세계은행 프로젝트 

수준의 결과모형 예시이다. 결과모형에 관하여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면, Imas and Rist(2009)와 

USAID(2000)를 참고하도록 한다. 

<표2> 프로젝트 수준의 결과모형 예시

프로젝트 목표

Project development objective

프로젝트 목표 지표 

Project development objective 
indicators

성과 모니터링 활용 계획

Use of outcome monitoring

프로젝트 대상지 내, 소규모 생산자
의 생산성 증가 및 특정 작물의 시장 
접근성 개선

대상 가치사슬 평균 생산량/수확량
(바나나, 쌀, 커피, 우유)(단위 면적 
당 생산량, 젖소 우유 생산량 등)

프로젝트 목표 지표를 통해 대상 농
업 생산성 개선(수확량 증가) 및 잉여 
생산물(마케팅   생산물 비중) 창출 
측면에서 프로젝트의 효율성과 효과
성 평가 가능

중기 성과

Intermediate outcome

성과 지표

Outcome indicators 

성과 모니터링 활용 계획

Use of outcome monitoring 

요소 1: 농업기술이전 및 시장연계 신규 기술(생산, 수확 후, 가공 등) 도
입한 농민 비율(남성/여성)

동 지표를 통해 농가 기술 전수의 효
과성 확인 가능

사육, 축산 기술 도입한 생산자   비율 동 지표를 통해 지식 전수 및 자문 
서비스의 효과성 확인 가능

마케팅 대리인과 계약 체결한 생산자 
집단/협회/조합 비율

동 지표를 통해 생산자 집단/협회/조
합의 참여도 확인 가능

신규 기술 및 시장 연계의 직접 수혜
자 수

동 지표를 통해 프로젝트 대상지 거
주민 생활에 미친 영향 확인 가능

신규 기술 및 시장 연계의 간접 수혜
자 수

동 지표를 통해 프로젝트 활동 요소
의 전반적 효과성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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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목표치 및 성과 데이터 포함한 프로젝트 수준의 결과모형 예시

프로젝트 성과지표
Project outcomes indicators

기초선
Baseline

목표치
Target values 

데이터 수집 및 보고
Data collection and reporting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5차
년도

(목표치)

주기 및 보고
Frequency and 

reports

데이터 수집 
방법

Data collection 
instruments

데이터 수집 
담당

Responsibility 
for data 
collection

평균 수확량

쌀(t/ha) 2.5 2.8 3.3 3.8 4.0 4.0 작기 종료 시점 연간 생산자 조사 PCU

바나나(t/ha) 9.0 NA 12 13 16 16
연간 마케팅 
종료시기

연간 생산자 조사 PCU

커피(t cherries/ha) 0.4 0.5 0.6 0.7 0.8 0.8
연간 마케팅 
종료시점

연간 생산자 조사 PCU

우유(l/yr) 360 400 500 650 800 950
연간 마케팅 
종료시점

연간 생산자 조사 PCU

참여 생산자 생산물 중 마케팅 실시 
비율

10 12 18 22 26 30
연간 마케팅 
종료시점

연간 생산자 조사 PCU

목표치(누적)

농업 생산성 및 시장 진입 지원

신규 기술(생산, 수확   후, 가공 등) 
도입한 농민 비중 (남/여) 

10 15 30 45 60 70 작기/연간 작기/연간 샘플조사 IPCU/PSP

사육, 축산 기술을 도입한 생산자 비율 10 15 30 45 60 70 연간 연간 샘플조사 IPCU/PSP

마케팅 대리인과 계약 체결한 생산자 
집단/협회/조합 비율

0 2 5 10 15 20 연간 연간 샘플조사 IPCU/PSP

※출처 : 세계은행, 브룬디 농업 축산업 생산성 및 시장 개발 프로젝트(2010) 결과모형을 수정함.

※비고 : PCU = 프로젝트조정실, IPC = 정부 조정국, PS = 민간 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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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모형의 활용

개발협력 분야 실무자는 결과모형을 다양한 영역에 적용할 수 있다.

 계획 수립(Planning)

실무자는 결과모형을 통해 전략목표의 상위 목표부터 하위 목표까지 역순으로 검토해 전략을 

기획하고, 대상 문제 해결에 가장 적합한 프로젝트 활동을 선정하는 체계적인 접근법을 도입할 

수 있다. 결과모형 설계 과정에서 타당한 개발 목표(development objectives)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중기 성과(intermediate outcomes)와 산출물을 확인하고, 의도하는 

인과관계 논리에 부합하도록 프로젝트 활동을 설계할 수 있다(“단계별 지침(Step-by-Step 

Guide)” 참고).  

 합의, 조정, 주인의식(Consensus, coordination and ownership)

결과모형을 기반으로 주요 프로젝트 수행자(기관, 본부, 프로젝트팀 등)와 핵심 이해관계자가 

협업하여 프로젝트 수행 방안을 조정하고, 기대 결과에 대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 그리고 

기대 결과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핵심 가정을 확인하고, 필요한 자원을 구체화할 수 있게 된다. 

 관리(Management)

실적 정보(performance data)를 프로젝트 의사결정에 활용해야 한다. 결과모형은 활동의 조정, 

자원의 재분배, 목표 또는 가정을 재평가하기 위한 수단이다. 또한, 프로젝트의 의도하지 않은 

영향(주로 부정적인 영향으로, 예를 들면 새로운 도로를 건설함에 따라 지역사회의 교통사고가 

증가할 수 있다)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된다. 따라서, 결과모형 구축의 담당자가 

성과사슬 내 각 구성요소의 지표를 누가 활용할 것인가, 지표의 변화에 따라 누가, 어떤 의사결정을, 

얼마나 자주 내릴 것인가 등에 대한 가정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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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통 및 보고(Communication and reporting)

결과모형을 바탕으로 해당 프로그램의 소요 자원, 활동, 성과에 대해 프로젝트 관리자, 개발 

파트너, 기타 이해관계자와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다. 또한, 결과모형을 통해 수혜자 

및 수혜 지역사회에게 해당 프로젝트가 무엇을 달성하고자 하는지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이러한 

정보 공유를 위해, 지역사회 센터 내 포스터 설치, 프로그램 웹사이트 게시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평가(Evaluation)

각 단계별 결과(results)에 대한 지표 설정, 측정 방안의 정의, 목표치 설정 등을 통해, 프로젝트의 

효과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 프레임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 결과모형은 목표 달성도 측정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프로젝트 수행기관이 실적 모니터링 체계를 개발하고 활용하는 데 기반을 

제공한다. 또한, 책무성 관점에서도 평가를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다.  

 조화(Harmonization)

결과모형의 계획 수립, 합의 도출, 소통 기능을 통해, 모든 개발 파트너(예를 들어, 정부, 공여 

기관, NGO 등)가 성과 달성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명확하게 분담할 수 있다. 또한 관련 

부서/담당자들은 목표한 중기 성과 달성을 위한 관련 활동(프로젝트 또는 비프로젝트성 활동)을 

기획하고 조율할 수 있다. 그림 1은 이와 관련한 예시를 제시한다.

 경험을 통한 학습(Learning from experience)

결과모형을 체계적으로 활용하여 실무자는 특정 개발 목표의 달성에 어떤 접근법 또는 어떤 

프로그램이 가장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 평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향후 확산을 위한 

우수 사례를 발굴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학습 노력을 통해 유사한 상황에서 어떤 지표, 측정 

방식, 데이터 출처가 가장 적합한지 판단할 수 있는 지식 축적이 가능하다.

요약하자면, 결과모형은 합의의 구축과 주인의식의 배양, 보완 조치 유도, 다양한 개발 노력의 

조정과 조율 촉진, 전략 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 제시, 책무성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역할을 

한다. 이런 측면에서 결과모형은 전략적 기획을 지원하는 관리 도구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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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결과모형 예시(개발 노력의 조화)

상업자본에 대한 농가 
접근성 확대(5년)

농가 교통비용 감소 (5년)
지역사회 자원에 대한 
통제력 강화( 5년)

생산기술에 대한 농가 
지식개선(4년)

타농가의 
현장 경험에 

대한 
노출 증가

(3년)

농가 대출 
신청청 

역량 개선
(4년)

농가 
친화적 

은행 대출 
정책 확대

(3년)

마을협회의 
계약 협상 
역량 강화

(4년)

투입/
산출물 
시장 
자유화
(3년)

마을협회의 
지역 사회 

자원 
통제력 

강화(4년)

삼림기관 
역할을 
탈규제, 

아웃리치로 
초점 전환

(2년)

새로운 
기술의 

보급(4년)

USAID 
단독 책임사항

USAID 및 파트너의 
공동 책임 사항

파트너 단독  
책임사항

주요사항

기관 목표
농업개발 촉진 및 강화, 식량안보 달성

전략 목표
상류지역 농가의 선진 생산기술 활용도 증가(6년)

농가의 경영 의사결정 
능력 향상(3년)

성인 문해율 개선(2년)

※출처 : USAID 2000 예시 수정 

※비고 : 핵심 가정 (1) 농가 생산물의 시장 가격 현 수준 유지 혹은 상승, (2) 농업 생산 투입 요소(비료, 씨앗 등)의 가격 

현 수준 유지 또는 하락, (3) 농가-시장 도로의 안정적 유지, (4) 안정적 강우 및 기타 기후 조건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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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모형은 여러 차원에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① 개별 프로젝트가 상위 수준의 개발 목표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설명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② 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중심 접근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조직 수준에서 결과모형을 활용하여, 조직 미션의 달성도를 파악하고 이끌어갈 수 있다.

④ 국가 수준의 결과모형 역시 많이 사용된다. 정부 및 개발 파트너는 결과모형을 국가 

개발계획, 국가지원전략, 공동지원전략, 국가개발 프로그래밍 프레임워크 등 다양한 전략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표 4는 세계은행이 국가 수준의 목표 달성에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대한 예시를 보여준다. 

결과모형의 활용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OECD-DAC(2008)를 참고하도록 한다. 



성과 달성을 위한 결과모형의 설계 지침  13

Designing A Results Framework For Achieving Results: A How-To Guide

<표4> 결과 매트릭스 예시

국가 개발 목표 (NSDI) 문제점 및 장애 요인 WB 기대 성과 마일스톤 WB 수단

전략 목표 1: 경쟁력 향상을 통한 알바니아의 경제 회복 가속화

(1) 민간부문 기업 규제 개선 및 준법 비용 감소

민간기업 활성화 및 해외투자 유
치 위한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

알바니아는 행정 부패로 기업 운
용비용이 높다. 알바니아의 투자 
환경은 부적절한 자산 행정 및 취
약한 도시 토지관리 문제를 겪고 
있다. 

• 기업 운용비용의 감소 근거
- 2013년까지 매년 실시된 규제영
향평가 보고서 2종

- 연간 기업별 감사 건수 감소(현
황: 2009년 32건, 목표: 2011년 
12건)

- 건축 승인 소요기간 감소(현황: 
2007년 180일, 2011년말 100일)

• 규제검토 교육훈련 이수한 공무
원 수 증가(현황 2008년 3명, 목
표 2011년 375명)

• 감사제도 개정 및 적용
• 도시지역 허가 건수 증가(현황: 
2009년 130,000건, 목표: 2011년
말 320,000)

• 고정자산등록사무소 완전 전산화

• 기업환경 개혁 및 제도 개선 프
로젝트

• 토지행정 및 관리 프로젝트
• 거버넌스 파트너십 기금
• 세이프가드 TA
• IFC 무역 지원 프로그램
• IFC 조세 단순화 프로젝트
• IFC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 SEE 기업 지원 프로그램

전략 목표 2: 알바니아 사회적 효용의 확대 및 지속

(2) 중고등 교육에 대한 접근성 확대 및 교육 품질 개선

시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양
질의, 포용적, 유연한 교육 시스
템 구축

알바니아는 인적 자본에 대한 효
과적 투자   확대를 통해 생산성 
및 고용 성장의 원천을 확대해 나
가야 한다. 중등교육의 경우, 품질
이 낮고, 교육 성과가 낮아 등록률
이 낮고, 고등교육은 시장 수요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  
 

• 중등교육의 품질 향상 및 접근
성 개선

- 중등교육 등록률 향상(현황: 
2009년 60%, 목표:   2014년말 
100%)

- 2014년까지 중등학교 내 3교대 
폐지, 2교대 감소

• 고등교육 기관 개혁 실시
- 고등교육에 대한 품질보증 시스
템 구축

• 중등교육 전 교육과정의 개혁
•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하
는 교사 수 증가(현황: 2009년  
25%, 목표: 2010년말 70%)

• 2013년까지 12개 학교 건설, 8개 
학교 증설, 10개 학교 리모델링 
완료

• 2014년까지 11개 공립대학 대상 
성과기반 재원 지급 제도 실시

• 교육, 우수성, 평등 프로젝트
• 교육 프로젝트 (FY14)

※출처 : 세계은행

※비고 : NSDI = 개발 및 통화 국가 전략, IFC = 국제금융공사, TA = 기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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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모형 설계의 필수 요건

결과모형의 설계는 목표 및 프로젝트 활동을 기초로 이루어지고, 설계된 결과모형 초안을 바탕으로 

목표 및 프로젝트 활동을 다시 구체화하는 반복적인 과정이다. 결과모형은 프로젝트의 변화이론을 

바탕으로 설계되는 동시에 결과모형을 통해 계획된 프로젝트 활동이 어떻게 성과목표로 

이어지는지 인과관계를 보여줌으로써 변화이론을 구체화한다. 결과모형 구축은 해결해야 할 

문제와 성과목표에 대해 이해하고, 프로그램 논리를 구체화하고, 해당 변화이론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합의를 도출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러한 합의가 도출된 이후에는 이해관계자들이 

산출물 및 성과의 달성 정도 측정을 위해 적절한 성과지표의 선정, 기초선 확보, 목표치 설정, 

활용 가능한 데이터 및 데이터 수집 방안 마련 등에 집중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모형 개발을 

위해 실무자는 아래 4가지 정보를 숙지해야 한다. 

① 개발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이해 또는 수요 평가

② 프로젝트의 최초의 변화이론.

③ 의도한 성과(outcomes) 및 영향을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한 지식과 정보 

④ 해당 프로젝트 환경에 가장 적합한 데이터 출처 및 데이터 수집 방법

→ 이러한 요소는 결과모형 설계에 필요한 기초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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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에 대한 이해와 수요 평가(Understanding of problems and needs assessment)

수요 또는 문제 분석을 통해 각 프로젝트 목표 달성에 필요한 과정과 산출물, 중기 성과를 파악할 

수 있다. 이에 개발 실무자는 다음의 질문을 고려해야 한다.

① 해당 이슈와 관련해 현재 달성한 성과는 무엇이며, 목표한 성과는 무엇인가? 즉, 현재 달성된 

목표와 기대 목표 간의 간극은 무엇이고, 이러한 간극을 좁히기 위한 전망은 어떠한가?

② 이해관계자의 개발 목표 달성을 제한하는 문제점 또는 장애 요인은 무엇인가? 예를 들어, 

열악한 도로 사정 또는 무역 규제와 같은 요인이 농부 및 제조업자의 시장 접근을 제한하고 

있는가?

③ 어떤 상황이 프로젝트 대상지, 프로젝트 수혜자의 개발 목표 달성을 저해 또는 촉진하는가? 

성과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어떠한 노력(예: 프로젝트, 지역사회 차원의 노력 등)이 전개되고 

있는가? 

④ 현재의 상황에서 목표한 성과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초석은 무엇인가? 산출물과 중기 

성과가 어떻게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가?

⑤ 프로그램 외적인 차원에서 위험 요인은 무엇인가?

⑥ 프로젝트팀의 전략 목표 달성 방안에 대해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해당 지역 또는 

분야의 과거 경험이 있는가?

⑦ 프로젝트 활동에 잠재적으로 누가 영향을 받는가? 수요 평가 과정에서 이들의 의견을 

파악하고 반영할 수 있는가?

→ 이러한 질문에 답을 모색함으로써 프로그램 기획, 수행, 평가 시 어떤 이해관계자가 참여해야 

하는지,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어떤 중기 목표가 핵심적인지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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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화이론의 구체화(Specifying the theory of change) 

결과모형은 계획된 프로젝트가 어떻게 성과(outcome)의 달성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수립해야 한다. 변화이론 모델을 통해 이해관계자는 프로젝트 활동의 

논리와, 투입물, 활동, 산출물, 성과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그림 2는 국가 수준의 

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논리적 단계의 예시를 보여준다. 다양한 양식과 접근법을 활용해 

인과관계 사슬을 설명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실무자는 프로그램의 의도한 성과뿐 아니라 성과 

달성을 위해 필요한 투입물과 활동 역시 이해할 수 있다. 

투입물에서 결과로의 전환 과정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설명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요소에는 

4가지가 있다.

① 전반적 배경: 의도한 성과 달성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이 

복잡하게 얽힌 상황 속에서 개발 활동이 수행된다. 거시 경제 환경, 사회적 규범, 정책 

환경, 정부 및 개발 기관의 이니셔티브, 정치적 환경, 심지어는 날씨까지도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② 선행 연구 및 평가: 기존 연구에 대한 문헌 검토를 통해 효과적인 프로젝트 활동이 어떤 

것인지 확인할 수 있다. 학습된 교훈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성된 이론이 타당성이 높다. 

③ 위험 가정의 수준: 프로그램의 변화이론을 설명하는 시각적 모형은 성과 달성을 위해 선형적인 

논리사슬을 제시하지만, 실제 인과관계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전반적 

맥락 및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해) 변화과정의 각 단계에 영향을 미치는 다수의 요인을 분석해, 

프로젝트 논리를 뒷받침하는 가정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④ 변화 관리자(change agents): 개발 프로젝트 활동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의 행동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의도한 성과에 따라,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제공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혜자, 서비스 전달의 개선 또는 차별화를 추진하는 정부 당국, 체계적 

지원을 위해 원조 조화를 추진하는 공여 기관 등이 이해관계자에 포함될 수 있다.

전반적인 배경 고려, 선행 연구 검토, 가정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 이후, 실무자는 다양한 형태로 

인과관계 사슬을 구성할 수 있다. 개발 활동의 설계를 뒷받침하는 가정을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다양한 형태의 논리사슬을 활용해, 포괄적 결과모형을 위한 기초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다. 그림 

3은 이에 대한 예시를 보여준다. 변화이론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W.K. Kellog Foundation(2004), 

Imas and Rist(2009), Weiss(1997)을 참고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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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경구 수분 보충 요법 활용을 통한 아동 사망률 감소 프로그램 논리 예시

목표
Goal

5세 미만 아동의 사망률 감소

성과
Outcome

아동 설사 관리를 위한 ORT 개선

산출물
Outputs

- 인지 제고 미디어 캠페인 15회 
- 교육과정 이수한 보건 전문가 100명
- ORT서비스 관련 엄마의 인지제고  
- ORT접근성 향상

활동
Activities

- 엄마 인지제고 위한 미디어 캠페인 실시
- ORT 보건 전문가 훈련

투입물
Inputs

- 교육훈련 담당자
- ORT 물품
- 재원
- 참가자

결과

수행

※출처 : Kusek and Rist 2004 및 Binnendijk 2000 예시 수정

※비고 : ORT = 경구수분보충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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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목표된 변화에 대한 기저의 가정

• 보건은 지역사회의 
주요 이슈로, 보건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 파트너
쉽을 구축할 것임.

• 지역사회는 지역, 
주, 국가 차원 정책 
형성에 영향을 미
칠 수 있음.

• 지역사회 파견 외
부 전문가가 변화
의 촉매제 역할을 
수행.

• 예방 및 1차 진료에 
대한 자원 투입 확
대 및 인센티브 실
시를 통해 전반적 
건강 증진에 기여.

• 현명한 의사 결정
을 위한 건강 및 보
건 체계에 대한 정
보 필요.

소비자

서비스 
제공자

납부인

직원

외부 기술

개혁 
과정적극 
참여

개혁 
과정적극 
참여

지역사회 
보건 
자원의 
효과적 
배분

보건 
데이터, 
정책, 

어드보커
시 등을 
위한 

행정절차

지역사회 전체에 대한 접근성 
확보 및 보장

포괄적, 통합적 전달 
시스템

지역사회 보건 평가

지역사회 보건 정보
시스템

건강 증진

보건 시스템 
효율성 강화

가정 투입 활동 산출물 성과 영향

시작점 계획된 활동 목표된 성과

※출처 : W.K. Kellogg Foundation 2004로부터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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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단계별 가이드 

결과모형의 설계는 신규 프로젝트의 착수 시점, 전략적 계획수립 과정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진행 중인 프로젝트나 최근 종료된 프로그램을 토대로 후속 프로젝트 또는 포트폴리오의 

결과모형을 설계하는 경우도 많다. 어떤 방식이든, 결과모형 설계를 위한 필요 요건이 다 확보되어 

있는 한, 개발 실무자는 아래 8개 단계에 따라 효과적으로 결과모형을 마련할 수 있다.

 1단계: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목표의 설정

결과모형은 단일 또는 복수의 전략목표(strategic objective)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전략목표 

는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 예측되는 영향(impact)이다. 적절한 전략목표는 

다음과 같다.

① 시스템, 지역사회 또는 조직 등 상위의 변화를 의미함. 

② “주어진 시간과 자원의 한도 내에서 수행기관이 현실적으로 달성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한 

사항”을 반영해야 함(USAID 2000). 

③ 객관적 측정이 용이하도록 명확하고, 정확하게 명시되어야 함.

요약하자면, 전략목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한 대응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대응책은 

근거를 기반으로 해야 하며(선행 연구, 요구 분석), 해결해야 할 문제의 중요성이 높을수록 해당 

근거의 품질과 양도 역시 충분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문제가 단순하고, 중요도가 낮을수록 

요구되는 근거의 수준은 낮다. 반면, 복잡하거나 새로운 문제의 경우, 의사결정을 위해 더 높은 

수준의 근거가 요구된다. 따라서, 목표를 작성함에 있어 명확하고 구체적인 단어와 의도를 선택해야 

한다. 이를 통해 상자 1에 명시된 것과 같이, 개발 실무자는 명확하게 언제 그 목표가 달성 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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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 전략 목표 설정을 위한 팁

ㆍ활동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활동을 통한 성과에 집중하라. 예를 들어, “HIV/AIDS 

감염 감소”보다는 “감소된 HIV/AIDS 감염”와 같이 명기하는 것이 좋다. 또한, “농가 대상 신용 

융자 기회 확대”보다 “확대된 농가 대상 신용 융자”와 같이 쓰는 것이 좋다.

ㆍ한 개 목표에 초점을 맞춰라. 다수의 구성요소를 갖춘 다수의 목표는 관리나 성과의 측정이 어렵다.

ㆍ검증을 통해 모호함을 방지하라. 다수의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전략목표의 각 단어의 의미를 

검증함으로써 모두가 목표에 대해 동일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ㆍ시간을 구체화하라. 가용한 시간을 명확히 함으로써 현실적이고 타당한 전략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2단계: 이해관계자 파악 및 협업

이 단계에 도달할 때면 다양한 핵심 이해관계자(예: 정부 당국, 개발 파트너)가 이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단계에 참여했을 것이다. 그러나, 결과모형 설계를 담당하는 팀은 주요 이해관계자가 

프로젝트의 계획수립 및 시행과정에 참여하고, 프로젝트에 내용에 대해 합의하고 주인의식을 

배양해 왔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결과모형을 설계할 때, 예상 수혜자 및 프로젝트 대상 집단의 

이해도와 관점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수요 분석 단계에서는 프로젝트 활동의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주체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아래의 집단을 파악하고 포함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대상 수혜자 또는 행동의 변화가 기대되는 기타 집단: 도로가 새로 개설된다면, 농부 

또는 제조업자가 시장에 상품 공급을 위하여 해당 도로를 사용할 것인가? 보건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자격 요건을 갖춘 수혜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것인가?

② 프로젝트 활동의 부정적 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집단: 제조 공장 설립은 지역사회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도 하지만, 대기 오염, 폐수배출, 소음발생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댐 건설 시, 강 하류 어업 종사자 

및 지역주민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 

③ 관련 프로젝트 활동 또는 활동에 추가로 자원을 투입할 것으로 기대되는 집단: 기타 기관이 

라디오 보급 활동을 시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인지제고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인가? 계획된 

교과서 및 교육 물품 제공이 기타 공여 기관이 시행하는 교사 훈련 프로그램으로 보완될 

수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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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관련 프로젝트 활동 또는 활동에 추가로 자원을 투입할 것으로 기대되는 집단: 기타 기관이 

라디오 보급 활동을 시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인지제고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인가? 계획된 

교과서 및 교육 물품 제공이 기타 공여 기관이 시행하는 교사 훈련 프로그램으로 보완될 

수 있을 것인가?

④ 상충되는 개발 프로젝트를 시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관: 교통 개선 프로젝트 활동이 

HIV/AIDS 감염 감소 프로젝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인가?

⑤ 의사결정 기관: 전략 목표 달성을 위해 프로젝트 수행 기간 중 정책 변화가 필요한가? 

핵심 이해관계자 집단의 대표자와 프로젝트의 초기 기획 단계부터 협력할 경우, 중기 

성과(intermediate outcome)가 현실적으로 설정되고, 목표를 계획대로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

 3단계: 결과(산출물 및 성과)의 정의

수요 분석 또는 문제 분석 과정, 핵심 이해관계자 분석을 통해 프로젝트 팀 또는 시행기관은 

프로젝트의 궁극적 전략 목표 달성을 위해 어떠한 산출물 및 성과가 창출되어야 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프로젝트 팀은 다수의 중기 결과(intermediate results), 즉 산출물과 

성과(outputs and outcomes)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결과모형을 설계할 때 중요한 것은 

소수의 중요 성과(outcomes)에 집중하고 이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산출물 및 성과(outcomes)는 현재 상황과 상위 수준의 목표(결과) 간극을 잇는 결과사슬 (results 

chain)의 인과관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최종 전략목표에서 시작해서, 거꾸로 단기, 

중기 성과를 설정하면서 프로그램의 논리를 구성할 수 있다. 그림 4와 그림 5는 결과사슬 각 

준위에서의 성과를 구체화함으로써 어떻게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가 구축되는지 예시를 보여준다. 

중기 성과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각 성과를 검토할 때, 어느 성과가 가장 적합한지(즉, 해당 

프로젝트의 범위 내 또는 밖의 성과인지), 어떻게 성과가 효과적으로 측정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4단계: 중요 가정 및 위험요인 파악

개발 프로젝트는 기획자와 시행기관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대한 가정을 바탕으로 설계될 

수밖에 없다. 결과모형은 프로젝트 시행 기간에 걸쳐 발생할 확률이 낮은 중요가정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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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되서는 안된다. 만약 위험이 너무 크다면, 프로젝트 자체를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결과사슬의 중요한 산출물 및 성과 별로, 결과모형 설계자는 위험 가능성이 있는 외부 요인에 

대한 가정을 명시해야 한다(예: 정치 환경, 경제, 기후변화 등). 위험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실무자는 보통 개발 전략을 조정하고, 위기 대응 계획을 마련하며, 필요 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해소할 수 있도록 위험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5단계: 데이터 출처 검토 및 지표 설정

가능하다면 현존하는 데이터 출처 및 검증된 데이터 수집 방법론을 기반으로 측정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행정 데이터베이스 또는 인구조사 등 이미 존재하는 출처를 통해 정보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목표 성과 측정을 위한 구체적인 지표를 설정하기 이전에, 실무자는 목표한 변화를 

측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출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많은 경우, 정부는 부처 데이터 시스템을 활용하는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데이터 시스템에 대한 검토 및 역량 진단 등이 필요하다. 데이터 출처 및 데이터 시스템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프로젝트 수행기관 또는 평가자는 관련 정부 부처의 

데이터 및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확보하기를 희망할 것이다. 

결과모형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결과모형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할 수 없다는 점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결과모형의 설계 초기과정에서 정보의 이용 가능성, 타당성, 신뢰도 

향상을 염두에 두는 것이 매우 유용하다. 

데이터 확보는 기존 데이터베이스나 기타 프로젝트의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또는 새로운 데이터를 

수집(설문조사, 초점집단인터뷰, 관찰 등)하는 방법이 있으며, 각 방법은 장점과 단점이 있다. 

데이터를 파악 또는 수집할 때 아래 사항을 고려하도록 한다.

■ 기존 데이터 활용

① 분야별, 지역별 데이터 출처: 가계 재무 조사, 인구 보건 조사, 기타 정기적으로 수집되는 

데이터를 통해 분야별 데이터 베이스가 구축된다. 프로젝트팀 내 분야별, 지역별 전문가는 

타당한 성과 측정을 위해 데이터 출처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지식과 전문성을 보유해야 

한다.

② 기타 개발 데이터: 세계개발지표(World Development Indicators) 데이터베이스 (www.wo

rldbank.org/data)및 기타 국제개발기구의 데이터 베이스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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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데이터 수집

ㆍ검증된 데이터 수집 방법론: 기존 데이터를 활용해 의도한 변화의 정도를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경우, 기타 유사 프로젝트의 교훈을 활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실무자가 이전에 

유사한 상황에서 수행한 사례가 있다면, 지역사회 지도자와의 초점집단 인터뷰 또는 트럭 

운전자 조사 등을 계획해볼 수 있다

새로운 데이터 수집 전략을 설계하는 것은 프로젝트팀 또는 평가팀에 추가적인 부담과 위험을 

가중시키므로, 이는 최후의 선택지로 남겨두어야 한다.

<그림4> IDA 부르키나파소 프로그램의 성과 요약

성장 가속화ㆍ상생 발전ㆍ빈곤감소ㆍ사회복지 개선

CAS 

관련 

국가

성과

중점 

국가

성과

빈곤

감소 

전략

전략 목표 1
성장 가속화 및 상생 

발전

전략 목표 2
기초 사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강화

전략 목표 3
빈곤층 고용 및 소득 
창출 기회 확대

전략 목표 4
분권화에 따른 
거버넌스 향상

1.1. 지역 통합 강화

1.2. 수출 확대 및 
다변화

1.3. 투자 환경 개선

1.4. 효율적 경제 
인프라

2.1. 기초교육 
품질개선 및 
접근성 확대

2.2. 보건 및 HIV/AIDS 
서비스에 대한 
빈곤층 접근성 
개선

2.3. 휴대용 식수 및 
위생에 대한 
접근성 확대

2.4. 맞춤형 사회 
보장 강화

3.1.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3.2. 여성의 경제 
활동 기회 확대

3.3. 위험요인 경감 
및 농가 수입 
증대

3.4. 지역사회 기반 
천연자원 관리

3.5. 농업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 
확대

4.1. 상업 분야 
사건에 대한 
법제 효율화

4.2. 분권화 통한 
공공자원 관리 
향상

4.3. 공공정책 관련 
지역사회 역량 
강화 및 참여 
확대 

※출처 : 셰계은행

※비고 : CAS = 국가지원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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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 전략목표 및 모니터링/평가 지표 예시

상위 수준 
국가 성과 

CAS 기여 
성과

지속적인 친빈곤 성장
빈곤감소 및 사회복지 개선

- 2004년 이후, 1인당 소득 4% 성장
- 최빈층 1인당 소득 성장률이 평균 소득 성장
률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상승

- 빈곤층이 2003년 46%에서 2006년 41%, 
2015년 35%로 감소

- 5세 미만 아동 사망률이 2003년 184명에서 
2009년 150명으로 감소

- 5세 미만 아동 영양실조 아동이 2003년 38%
에서 2009년 30% 미만으로 감소

성장 가속화 및 상생 
발전

기초 사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강화

빈곤층 고용 및 소득 
창출 기회 확대

분권화에 따른 
거버넌스 향상

- 2004년 이후, 非면

화 수출 수집이 연

간 최소 8% 증가

- 기업등록 소요기간

이 2004년 45일에

서 2009년 20일 이

하로 감소

- 고용 경직성 지수 90

에서 2009년 50 이

하로 하락

- 송금 소요 기간이 

2004년 10일에서 2

일로 단축

- 연간 전력 생산이 

70% 가동률에 

86GWh 달성

- 공식 도로 네트워크

에 대한 유지 보수

100% 달성 

- 초등학교 등록률이 

2003년 52%에서 

2007년 60%, 2009

년 70%로 상승

- 초등교육 졸업률이 

2003년 26%에서 

2009년 35%로 상

승, 숙련된 보건 인

력에 의한 출산률

이2002년 36%에서 

2009년 50%로 상승

- DTC3 백신율이 2003

년 57%에서 2009년 

87%로 상승

- 남성 콘돔 사용률이 

2003년 69%에서 

2009년 80%로 상승

- 농촌 및 준도시 지역 

내 안전한 음용수 

접근율이 2003년 

88%에서 2009년 

92%로 상승

- 핵심 非면화 작물의 

연간 평균 생산량

이 최소 5% 상승

- 면화 수확률이 2004

년 수준과 비교하

여 최소 10% 상승

- 6개 시범 프로젝트 

대상지 재산 소유

권 발행 건수가 지

속적으로 상승

- 지역사회 주도 개발

을 위한 26개 대상 

州 내 여성 문해율

이 최소 50%까지 

상승

- 사계절용 도로 2km 

반경에 사는 농촌 

인구의 비율이 증

가  

- 상업 법정의 연간 판

결 건수의 지속적

인 증가

- 13개 지역 내, 예산 

집행이 완전한 수

준으로 분권화

- 인적자원 정보 시스

템의 완전한 구현

- 농촌 지역사회의 책

임 및 자원 관리 등

을 규정한 규제의 

발효

- 외부 감시자에 의한 

대규모 공공 계약

대상 보고서 발행 

비율 50%

※출처 : 세계은행
※비고 : CAS = 국자지원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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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단계: 각 성과 준위별 지표 및 데이터 출처 설정

전략목표 및 중기 성과(intermediate outcomes)는 측정을 위해 구체적으로 정의해야 한다. 즉, 

일련의 측정가능한 지표를 설정하여 성과 달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성과와 연계된 

지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성과의 특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상자 2가 보여주듯 지표를 SMART 

기준을 활용해 설정하고, 지표 값은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투입물, 활동, 산출물, 성과, 영향, 각 요소에 따라 지표를 설정할 수 있다. 결과모형은 개발협력 

프로젝트의 효과에 집중해야 하므로, 단기, 중기 성과(short- and long-term outcomes)와 영향을 

측정해야 한다. 핵심 이해관계자는 결과사슬의 단계별로 설정된 지표와 및 측정방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전략 목표의 달성 정도에 대한 평가방안을 명확히 해야 한다.

표 5와 표 6의 예시를 참고하자. 

 효과적 지표의 특성(SMART)

① 구체성(Specific)

- 지표를 통해 수집한 정보는 구체적이고 단순해야 한다. 즉, 지표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측정가능성(Measurable)

-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한 변화인가?

ㆍ학생의 학업 성취도

ㆍ토지의 가치(총 면적 단위x면적 당 가격)

ㆍ수자원 및 전력 이용에 만족하는 고객 비율

③ 달성가능성(Achievable)

- 지표에 대한 정보가 확보 가능해야 한다.

④ 적절성(Relevant)

- 지표를 통해 수집한 정보는 중요성이 있어야 하고, 대상 프로젝트 관리 또는 분석에 활용 가능해야 한다.

⑤ 시한이 있음(Time-bound)

- 특정 기간 안에 일정 주기로 진전사항을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

※출처: 세계은행(World Bank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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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프로젝트 성과에 대한 지표 예시

프로젝트의 개발 목표(PDO)
페루 농촌지역의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전력 접근성 향상

PDO 수준의 결과 지표 측정 단위 기초선
목표치(누적)

주기
데이터 

출처/방법
데이터 

수집 주체
1년 2년 3년 4년

지표1: 장기적으로 농가에 전력 서비스 제공
이 가능하도록 구축된 인프라 

잠재적인 전력 연
결 건수

0 0 20,000 42,500 반기
전력 서비스 
제공기관

PU

지표2: 프로젝트 기간 중, 실제 전력 이용이 
가능해진 가구 및 업체의 수

신규 연결 건수 0 0 15,500 34,000 반기
전력 서비스 
제공기관

PU

지표3: 태양열 발전 설치 통해 전력 이용이 
가능해진 가구 및 업체의 수

신규 재생 가능한 
에너지 연결 건수

0 0 반기
전력 서비스 
제공기관

PU

지표4: 전력 사용 기자재를 도입한 생산 시설
전기 기자재 도입 
시설 수

0 0 1,000 3,000 5,000 반기
전력 서비스 
제공기관 및 
계약업체

PU

※출처 : 세계은행 2011b.

※비고 : PDO = 프로젝트 개발 목표, PU = 프로젝트 추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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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 목표치가 부여된 프로젝트 개발 목표 예시

프로젝트의 개발 목표(PDO)
보건 체계 강화 및 특히 빈곤층 대상의 보건 서비스 개선을 위한 방글라데시 정부 보건 역량 강화

PDO 수준의 결과 지표
측정 
단위

기초선
목표치(누적)

주기
데이터 

출처/방법
데이터 

수집 주체
설명

(지표 정의 등)1년 2년 3년 4년 5년

빈곤계층 여성 중 숙련된 조산
사의 도움을 받아 분만한 비율

%
11.5% 

UESD 2010
15%

BDHS 
3년,
UESD 
2년

BDHS, UESD NIPORT

SBA는 의료 
교육훈련을 
받은 제공자
로 정의됨

Sylhet 및 Chittagong 취약 지역
의 현대적 피임 보급률

%

Sylhet 35.7%
Chittagong 
46.8%

UESD 2010

Sylhet& 
Chittagong 
50%

BDHS 
3년,
UESD 
2년

BDHS, UESD NIPORT

빈곤계층 5세 미만 아동 중 저체
중 아동의 비중

%
48.3%

BDHS 2007
43.3%

BDHS 
3년

BDHS NIPORT

빈곤계층 아
동체중   중
위값에서 ≤
2SD 수준의 
아동 비중

중기 결과: 서비스 전달 개선

시설 분만 비율 %
23.7%

UESD 2012
40%

BDHS 
3년,
UESD 
2년

BDHS, UESD NIPORT

기능하고 있는 보건소 수 수 Project 201 11,000 12,000 13,500 매년 행정 기록
CC 

Project/MIS/
MOHF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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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세계은행 2011a.

※비고 : CC = 지역사회보건소, CES = 보장성 평가 조사, BDHS = 방글라데시 인구보건조사, EPI: 예방접종 확대 프로그램, MOHFW: 보건가족복지부, NIPORT: 국가 인구 연구 훈련 연구소, 

PDO = 프로젝트 개발 목표, UESD = 필수 서비스 전달 활용 조사

PDO 수준의 성과 지표 정의

빈곤계층 여성 중 숙련된 조산사의 도움을 받아 분만한 비율: 빈곤계층(소득수준 기준 10개그룹 중 하위 2개그룹) 15-49세 여성 중 본 조사 이전 5년 기간 중 숙련된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도움을 받아 출산을 한 비율/분자: 자격을 갖추고 훈련을 받은 의료인(의사, 간호사, 산파, 의료요원, 복지사, 지역사회 조산사)의 지원을 받은 
출산 건 수/분모: 지난 4년간 출생 건 수
Sylhet 및 Chittagong 내 취약지역 중, 현대적 피임 보급률: 현재, 현대적 피임 방법을 활용하고 있는 기혼 여성 비중/분자: 조사 시점에서 다음의 피임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여성의 수: 여성 불임, 남성 불임, 피임약, 남성 콘돔, IUD (낙태, 월경조절 등은 포함되지 않음)/분모: 15-49세 기혼 여성
빈곤계층 5세 미만 아동 중 체중 미달 아동의 비중: 조사 당시, 빈곤계층(소득수준 기준 10개그룹 중 하위 2개그룹) 5세 미만 아동 중 저체중 5세 미만 아동/분자: 
WHO 아동발달기준의 중위 값에서 -2SD에 미달한 아동의 수/분모: 5세 미만의 아동 수

프로젝트의 개발 목표(PDO)
보건 체계 강화 및 특히 빈곤층 대상의 보건 서비스 개선을 위한 방글라데시 정부 보건 역량 강화

PDO 수준의 결과 지표
측정 
단위

기초선
목표치(누적)

주기
데이터 

출처/방법
데이터 

수집 주체
설명

(지표 정의 등)1년 2년 3년 4년 5년

기능하고 있는 보건소 수 %
82.4%

CES 2009
90% 매년 CES EPI

12개월 미만 아동 중 홍역 예방  
접종 아동 비중

%
43%

BDHS 2007
50% 3년 BDHS NIPORT

생후 6개월간 모유 수유 받은 아
동 비중

%
20.9%

UESD 2010
50%

BDHS 
3년,
UESD 
2년

BDHS, UESD NI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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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과정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고려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① 개발목표(objective) 또는 중기 성과(intermediate outcome)의 정성, 정량적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1개 이상의 지표가 필요할 수 있다.

② 지표를 최소한의 개수로 설정해야 한다. 성과 정보가 많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것이 아니다. 

결과모형과 실적 측정 체계가 겪는 공통적 문제는 다수의 지표가 설정되어, 각 지표 정보 

추적에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각 성과(outcome)마다 정확히 몇 개의 지표가 

설정되어야 하는지 정해진 바는 없다. 그러나, 지표의 개수를 결정할 때 다음의 질문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전략 목표 달성도를 측정하기 위해 해당 지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가?”, “데이터를 수집하는 담당자 또는 설문 응답자 등에 추가적인 부담이 

더해지지 않는가?”, “해당 지표가 모니터링, 관리, 평가 측면에서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가?”. 결과모형 설계에 대한 다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어떤 측정 

지표를 설정하고, 몇 개의 지표를 설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하여 이해관계자 모두가 

합의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③ 성과 달성도를 직접 측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대체 지표를 활용하여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학생 학업 성취도 시험이 체계적으로 실시되지 않은 경우, 교육의 

품질을 평가하기 위해 학생 수료비율을 대체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대체 지표의 

설정은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 부적절한 대체 지표를 설정하는 경우, 성과 측정의 타당성이 

훼손될 위험이 있다(예: 학생 자체적으로 수학 과목 성취도를 보고하도록 하는 것).

프로젝트 이행 도중 데이터의 양이 증가하고, 새로운 데이터가 활용 가능해짐에 따라, 결과모형에 

반영된 성과 지표를 수정해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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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단계: 실적 모니터링 계획 수립

결과모형 설계의 다음 단계는 성과 달성도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결과모형의 이행 

방안을 계획하는 것이다. 실적 모니터링 계획에는 아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① 기초선과 목표치를 확보하여, 지표를 통해 변화를 측정하고 성과를 증명할 수 있다. 

기초선은 2차 데이터를 활용해 확보할 수 있고, 향후 별도 작업을 통해 개선 또는 보완될 

수 있다.“완벽한”기초선 값이 나오기 전까지 프로젝트 착수를 연기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반면, 기초선 데이터가 없다는 것은 프로젝트 기획 시 문제분석 단계가 과거의 

통념이나, 증명되지 않은 가정을 바탕으로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② 데이터 출처 또는 데이터 수집 방안

③ 데이터 수집 담당자(예: 독립 평가팀, 프로젝트 담당자 등)

④ 데이터 수집 주기

⑤ 지표 또는 정보 수집 관련 가정 및 위험요소(예: 수혜자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 등)

계획 수립 과정에서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데이터 입력, 데이터 품질, 효율적 데이터 통합 관리,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개발의 중요성이 간과되는 경향이 있다. 다수의 인력이 데이터 또는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예: 현지 고용인력이 본부에 보고하는 경우), 프로젝트 계획 담당자에게 

어떻게 데이터를 전달하고, 그 데이터를 의사 결정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검토해봐야 한다. 

특히, 프로그램 차원에서 다수의 프로젝트 정보를 종합할 때, 보다 중요한 문제이다.

오늘날 웹 기반의 모니터링 계획이 보편화되고 있다. 인터넷 접속기회와 높은 속도가 보장되고, 

적절한 데이터 입력 및 전송 가이드라인이 존재하는 경우, 웹 기반 모니터링 계획을 통해 더욱 

신속하게 데이터를 보고할 수 있고, 이를 활용해 의사결정을 개선할 수 있다. 물론, 인터넷과 

ICT가 정보수집의 비용과 난이도를 상당 부분 감소시킬 수 있으나, 프로젝트 의사 결정과정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기반으로 설계되어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웹 기반 데이터 입력 및 

보고가 불가할 경우, 차선책으로 이메일이나 하드카피로 전송이 가능한 엑셀 양식 활용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행 과정에서 성과를 일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고, 필요 시 활동내용을 수정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시하는 구체적 결과 매트릭스(results matrix)와 결과모형이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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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야 유용하다. 표 6은 실제 모니터링에서 어떻게 상위 성과부터 실적 지표까지 추적을 하는지 

예시를 보여준다.

 8단계: 성과 공유 및 확산 계획 수립

마지막 단계는 결과모형을 활용해 프로젝트 활동의 목표 달성 정도와 결과에 대해 소통하고 

확산하는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다.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상황판(dashboard)에 결과를 도입하는 

것이다. 기획 및 검토 회의 시, 이를 통해 상위의 목표, 성과/산출물 달성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각 지표의 현 상황을 표시). 따라서, 적절한 지표를 설정(예: HIV 감염률의 변화)하고 

이를 핵심 산출물(HIV 감염에 관한 인지 제고 캠페인 실시 횟수)과 연계시켜 성과를 보여줌으로써, 

핵심 이해관계자와 적극 소통하고, 이들의 지지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

USAID(2000), AusAid(2005), Gorgens and Kusek(2009)에서 결과모형 구축을 위한 단계별 

접근 관련 더 많은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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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장애 요인

결과모형은 개발 결과 달성을 위해 업무를 수행 중인 실무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여러 측면에서 

유용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모형을 적용하는 데 있어 잠재적인 장애 요인이 존재한다.

① 프로젝트 착수단계부터 시간 및 자원 투입이 필요하다. 의도한 결과에 대한 합의 도출, 

관련 지표 설정, 데이터 출처 확인 과정은 상당한 노력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통해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보다 활발하게 협력할 수 있으며, 

프로젝트 중간·종료 평가 수행에 필요한 예산과 시간을 경감시킬 수 있다.

② 프로젝트의 효과를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일련의 지표를 선정하고 측정해 

성과의 달성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간과하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핵심 이해관계자가 함께 협력하여 결과모형을 개발하고, 

이에 합의하는 것이 필요하며, 시행기관은 결과모형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게 된다.

③ 결과모형이 과도하게 복잡해질 수 있다. 복잡한 변화의 과정을 정량ㆍ정성적 지표를 통해 

파악하려고 하면서, 모니터링이 불가능한 지표가 설정되는 경우가 많다. 실무자는 각 

지표가 비용을 수반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표를 설정할 때, 지표의 

적절성, 비용, 시의성, 유용성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④ 프로젝트 담당자가 평가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결과 측정의 편향을 조장할 수 있다. 

시행기관은 프로젝트 성과에 대해 긍정적 데이터를 수집하고자 하는 유인을 갖고 있다. 

프로젝트 전 주기에 걸쳐 결과 중심 접근을 도입하더라도, 평가자와 적절한 협업을 통해 

평가과정을 철저히 감독하고 모니터링하고, 데이터를 분리 및 분석하여, 결과모형에 

나타나지 않은 사항까지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Toffolon-Weiss, Bertrand, and Terrell(1999)와 OECD-DAC(2008)을 통해 장애 요인과 관련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결과모형은 결과기반관리(results-based management)의 기초를 마련함과 동시에, 

담당팀이 전략 목표 달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이에 주력할 수 있도록 한다. 목표 성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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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하는 데 시간과 노력의 투입, 철저한 분석을 기반으로 한 성과 지표 설정, 데이터 출처 및 

수집 전략 설정, 모니터링 계획 구축을 통해 포괄적이고, 효과적으로 개발 결과를 촉진하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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