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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SOC 사업이 정부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정부는 효율적인 재정의 운

용을 통해 예산의 효율화를 기하고, 성과에 따른 예산배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004년에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의 도입으로 성과예산편성의 기조를 형성
하고, 이후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통해 평가결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구조조정에 반영하고 있다.
아울러 국무조정실 차원에서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의한 통합국정평가를
시행하여 각 부처의 업무평가를 조직의 성과목표, 성과지표를 통해 평가한 결과
를 토대로 책임행정을 추구하고 있다.
성과를 토대로 한 예산의 편성과 조직평가가 이루어짐으로써, 정부부문의 생
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노력이 과거 어느 때 보다 강하며, 향후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이에 본 연구는 SOC 재정사업에 한정하여, 성과평가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위
한 기반강화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그간 연구가 진행되었다. SOC 사업
의 추진과정에서 사업비의 증액, 사업기간의 연장, 중복투자, 사전계획 및 집행에
비해 사후적 성과평가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고 있으며, 사후 성과평가에 대
한 구체적인 평가모형도 아직 제대로 구축되지 못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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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기존의 사업평가는 주로 개별사업 중심의 평가에 그쳐, 단위프로그램
차원의 사업평가에는 한계가 있었다. 성과 및 효과의 측정을 위해서는 개별단위
사업의 집합인 프로그램 단위의 사업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수요자 중심의 평
가 지표를 설정하고, 이의 달성여부에 대한 정책결정 및 집행주체의 책임성 확보
는 민주행정의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
따라서 이러한 제반 문제와 인식을 토대로 본 연구는 수행되었으며, 본 연구에
서 제시된 사후평가모형과 제도적 기반강화방안이 잘 연계 운영되어, 향후 정부
의 재정사업 평가에 많은 활용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
아무쪼록 본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외부 교수님과 자문위원님들의
훌륭한 조언과 자문에 감사하고, 본 연구를 책임지고 성실히 수행해 준 김성일
연구위원 및 연구진에게도 사의를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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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재정사업자율평가, 성과관리체계의 정착 등 정부의 재정부문의 개혁과제들이
도입, 시행되고, 그 어느 때 보다도 정부재정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재정효율화의 맥락 하에서 정부가 수행하는
SOC 재정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사후평가 모형을 구축하고

이에 따른 평가활동을 통하여 재정사업의 효율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선진외국의 경우 공공투자지출의 감축을 통해 예산의 효율화를 추
구하는 국가의 경우에는 재정투자로 인한 효과와 더불어 효율성을 평가의 기준
으로 삼고 있는 반면에 어느 정도 예산의 여유가 있는 국가의 경우에는 재정투입
으로 인한 사업의 효과에 초점을 두는 효과성 평가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이 된 재정사업자율평가의 연장선속에
서 재정사업의 사후성과 평가에 초점을 둔 평가모형을 구축함으로써 사업예산의
구조조정 및 사업의 결과중심의 평가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재정사업의 운용시
스템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현행의 사업에 대한 사후평가는 개별 프로젝트 단위의 평가가 주로 이루어지
고 있으며, 사전평가 및 과정평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통제가 이루어지지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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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추진이후의 결과 및 성과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었다. 따라
서 프로젝트 단위의 평가보다는 프로그램 단위의 평가에, 성과 및 결과 단계의
사후평가에 초점을 두되, 사전계획 및 집행과정의 평가와의 연계를 강화한 평가
모형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본 사후평가모형은 행정실무자 및 내부 평가자가 활
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과 이에 따른 평가
지표를 검토하고 이를 평가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이어, 이러한 평가모형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법, 제도적 기반, 평가역량의
강화 및 통계, 정보기반의 구축 등을 제시함으로써 사후평가모형에 의한 평가활
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실제 현실적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모형수준이므로 향후 실제 적
용 등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는 작업이 남아있다. 아무쪼록 본 연구가 사후평가
의 기반을 형성하는 출발이 되었다는 데 그 의의를 두고 향후 보다 정치하고 한층
개선된 모형의 구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란다.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로 도움과 자문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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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SOC 재정사업의 사후평가모형 구축방안연구로서 SOC 사후평가의
필요성과 사후평가모형 구축의 기본방향 및 모형을 실제 구축하고, 사후평가모
형의 적용방안 및 사후평가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간략하게 연구 내용을 정리하면 제 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과 더불어 본 연구의 목적, 연구범위 및 방법을 명확히 하고 선행연구의
검토와 더불어 본 연구의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제시한다. 아울러, 연구의 흐름
및 절차를 제시함으로써 본 연구가 어떠한 맥락으로 전개될 것인지를 일목요연
하게 제시하고 있다. 제 2장에서는 SOC 사후평가 관련 이론적 배경으로 사후평
가의 의미, 필요성, SOC 재정사업 사후평가의 개념정의 등을 두루 다루고 있다.
아울러 프로그램 및 정책평가의 일반론을 SOC재정사업의 평가의 시각에서 조망
함으로써 사후평가의 의미와 관점, 필요성을 더욱 부각하고 있으며, 향후 사후평
가모형의 구축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이론보다는 실제 우리나라의 평가제도 일반에 대한 제도현황 및
실태, 문제점을 다루고 있다. 특히 정부업무 평가제도,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 사
후평가제도 등의 실태 및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써, 기존 평가제도의 한계를 부각
하였고, 새로운 평가모형의 구축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도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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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평가제도 운영사례를 성과평가 및 관리적 시각에서 미국과 일본의 평가
제도 및 성과관리 시스템을 사례로 제시하면서, 이러한 제도 및 시스템의 운영상
특징과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제 4장에서는 본 연구의 핵심주제인 SOC 재정사업 사후평가모형을 구축하고
있다. 사후평가모형 구축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모형의 구축절차와
프로그램 단계별 평가의 범주 및 평가항목, 기준 등을 검토하여 평가범주(사업단
계별)와 각 범주별 평가항목간의 가중치를 설정하고, 이러한 평가항목별 평가지
표를 성과지표의 차원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동시에 종합적인 평가 틀을 제시하
여 실제 활용이 가능하도록 평가모형을 구축하였다.
제5장에서는 전반적인 사후평가 적용기반 강화차원에서 법, 제도적, 통계기반
강화, 평가조직 강화 및 인력의 전문화, 평가결과의 활용성 증진방안을 제시하여
사후평가제도가 성과관리의 틀 속에서 정착하기 위한 제반 기반의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제6장에서는 결론으로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 한계 및 향후과제 등
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에서는 각 장별로 핵심결과를 중심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제1장 서론
이 장에서는 연구의 배경, 연구의 목적,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선행연구와의 차
별성 등을 제시하였다.
첫째, 연구 배경으로 재정사업자율평가, 성과관리, 개별 단위사업에 대한 사후
평가 등이 강조되고, 국가 전반적으로 정부정책에 대한 평가의 중요성이 부각되
고 있는 상황에서 SOC 부문의 프로그램 기반의 사후평가 모형의 구축 필요성과
사후평가 적용기반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이는 그간
의 평가제도의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성에 근거한 것이다. 프로
젝트 기반의 사전 및 과정평가에 치중되고, 사후평가에는 다소 소홀히 한 점과
사후평가에 있어서도 성과연계형 평가모형의 정립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문제가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SOC 사후평가모형 구축방안을 제시할 필요성
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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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이와 같은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은 SOC 재정사
업 사후평가모형 구축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SOC 재정사업 사후
평가 모형의 구축방안은 사후평가모형의 구축방안을 강구하는 것과 사후평가모
형 및 사후평가의 적용기반 강화 방안으로 크게 이루어진다. 즉, 평가모형의 구
축과 관련된 이론적 검토와 사후평가 적용기반 강화를 위한 해외의 평가사례의
검토, 국내 평가제도의 실태 및 문제점 분석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연구의 범위로는 연구의 대상이 되는 SOC 재정사업 중 정부의 재정에
의한 SOC 건설 사업프로그램을 대상으로 SOC 시설물로는 도로건설사업, 철도건
설사업, 수자원(댐 건설사업)에 한정하며, 민자사업과 지자체 보조사업은 대상에
서 제외한다. 아울러 건설사업 프로그램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SOC 시설물의
유지관리, 운영적 측면은 제외되고, 시설물의 확충 등 공급기반 차원의 프로그램
을 그 대상으로 한다. 평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수준은 개별 프로젝트 단위 보
다는 프로그램 단위로 설정하였다. 즉 동일한 정책목표 혹은 프로그램 목표를 달
성하는 데 유사하고 동질적인 부류의 사업 군(프로그램)이 여기에 해당된다.
또한, 평가의 시점기준으로 사후평가에 초점을 두되 사후적 관점에서 사업계
획, 집행 및 성과를 통합적으로 평가하는 모형을 구축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사후평가의 적용기반 강화방안을 연구내용상의 범위에 포함하여 다루고 있다.
넷째, 연구의 방법으로는 기본적으로 사전 문헌조사에 의존하면서, 각종 평가
관련 담당기관의 자료 등과 실제 여러 가지 유사한 과제수행결과시의 담당자와
의 면담 및 경험에 근거한 판단도 가미하였다. 아울러 해외사례와 전문가 설문조
사, 통계방법의 적용, 연구협의회 등을 통해 모형 구축과정에 귀중한 정보로 활
용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연구단계별 연구방법을 참조)
마지막으로 본 연구와 선행연구의 차별성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의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와 연계한 사후평가모형을 프로그램 단위에서 구축하고, 이에 따른
사후평가기반 강화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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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SOC 재정사업 사후평가의 이론적 배경
이 장은 첫째로 SOC 재정사업 사후평가의 의미와 평가모형의 구축에 필요한
평가관련 이론을 정리하고 있다. 첫 번째로 SOC 재정사업 및 사후평가의 개념을
정의하고, 프로그램 수준의 사업평가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ⅰ) SOC 재정사업의 개념을 정부 재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SOC 사업으로
SOC 확충과 관련된 건설사업의 의미로 국한하였다.

ⅱ) SOC 재정사업의 유형으로는 재정사업자율평가에서 대상으로 하는 SOC
유형의 사업 중 도로, 철도, 수자원(댐) 건설사업 프로그램 중 민자사업 및 지자
체 보조사업을 제외한 정부의 재정지출에 의해 수행되는 SOC 단위 사업의 집합
을 SOC 프로그램으로 정의하고 있다.
ⅲ) 사후평가의 개념 정의다. 사후평가의 개념을 프로그램의 특정시점에서 이
미 완료된 단위 프로젝트(세부 단위사업)의 집합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계획 및 집
행, 성과 등 추진단계에 따른 평가항목을 토대로 회고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의미
하는 것으로 개념을 정의하였다. 프로그램 및 정책은 완료시점이 분명하지 않으
며, 특히 SOC 프로그램의 경우 지속적으로 사업이 채택 추진되는 과정적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특정 평가시점(1년 단위 혹은 2년 단위)에서 프로그램 계획에 따
라 기 수행된 프로젝트들을 중심으로 프로그램 계획과 연계하여 평가하는 시스템
을 채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감안되었다. 하지만, 사후평가를 단위사업 차원의
평가에 국한하는 경우 공사완료 후 단위사업계획에 따른 집행,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며, 사후평가를 사업완료 이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사업의
효과를 충분히 시현할 시점을 채택하여 평가하고, 향후 시설물의 운영 및 유지관
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사후평가로 개념을 정의하는 등 연구의 목적과
실제 활용목적에 따라 정의를 달리하고 있다.
ⅳ) 프로그램의 개념이다. 프로그램 평가는 정책평가와의 구분이 명확하게 이
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SOC 재정사업과 관련하여 프로그램 단위의 평가는 정부
의 예산편성방식에 따른 사업단위의 예산편성 방식에 따라 고속도로 건설프로그
램, 국도건설프로그램, 댐 건설프로그램 등 동일한 목적에 기여하는 세부 단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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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집합을 프로그램으로 규정하고자 하며, 이러한 프로그램 계획은 고속도로
정비계획, 국도정비계획, 국가도로망계획, 댐건설장기계획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고 볼 수 있다.
ⅴ) 프로그램 평가의 필요성이다. 프로그램 단위의 평가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성과관리제도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정책 혹은 프로그램 단위의 평가를 통
해 프로그램의 효과 등을 보다 잘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며, 개별 단위사업간의
연계를 통해 프로그램이 형성되고, 이러한 프로그램의 연계를 통해 사업부문의
평가가 이루어지는 정책목표- 하위목표- 수단 간의 위계구조 속에 사업의 평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중간수준인 프로그램 수준의 평가를 통해 프로
그램 단위의 사업평가를 통한 예산배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점에서 프로그램
평가의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ⅵ) 이러한 평가를 통한 기대효과 즉 활용성으로 의사결정의 합리성, 예산배분
의 효율성 제고, 행정책임성의 확보 등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로 평가관련 이론을 정리하고 있다. 여기서는 사업평가의 유형구분, 사
업평가의 내용에 의한 유형구분, 사업평가의 주요관점(기준), 프로그램 평가와 성
과관리 및 성과지표의 유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ⅰ) 사업평가의 유형으로는
평가목적에 따라 운영평가와 효과평가, 평가의 시점에 따라 중간평가, 사후평가,
평가주체에 따라 내부평가와 외부평가로 구분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였으며, 본 연
구는 사후평가로서 효과 및 운영평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평가의 주체로서
는 내부평가의 성격을 주로 하고 일부 외부평가도 가미하는 평가로 볼 수 있다.
ⅱ) 사업평가의 내용에 따라 영향평가, 결과평가, 과정평가, 비용-편익 및 효과
성 평가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으며, 본 연구는 이러한 사업평가의 내용을 어느
정도 포괄하는 종합평가의 성격을 가진다.
ⅲ) 사업평가의 중요 관점은 사업(프로그램)의 목표가 프로그램의 진행과정을
거쳐 어떻게 운영되는 지를 중심으로 볼 때, 프로그램 평가의 주요 관점(기준)은
다음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다. 다음 그림은 사업평가의 주요 관점과의 관계를
도식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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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평가의 주요 관점 >

여기서 주요 평가의 관점(기준)으로 적절성, 적합성, 효과성(1), 효과성(2), 기술
적 효율성, 비용-효과성 등의 평가 관점이 있으며, 특히 사업평가와 관련한 관점
으로 실제 외국에서 적용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ⅳ) 프로그램 평가와 성과 관리에서는 프로그램의 평가와 성과측정간의 논의
를 통해 성과측정이 프로그램 평가에 통합됨으로써 프로그램 과정과 효과성을
평가하는 방법 속에 성과측정이 자리 잡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성과관리의 체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재정사업자율평가와 같은
성과측정(일본의 경우 check-up)과의 연계성을 통한 평가모형의 적용과 아울러
성과지표의 유형을 정리하면서, 결과지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제3장 국내․외 사업평가 제도의 운영실태 및 사례
이 장은 크게 두 가지 부문으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 부문은 국내의 재정사업
평가와 관련성이 있는 제도현황 및 실태,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이며, 두 번째 부
문은 외국 특히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평가제도 운영실태 및 구체적인 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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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 등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시사점을 정리하고 있다.
우선, 국내 평가제도의 실태 및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업
무평가제도 이다. 정부업무평가제도는 2006년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의해
도입된 것으로 평가업무의 혼란 및 분산을 방지하고 통일된 법체계속에 평가업
무의 통합수행을 목표로 하고 도입된 것이다.
정부업무 평가대상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
는 범 정부부문의 업무평가제도로 주요 정책과제, 재정성과, 인사, 조직, 정보화
등의 자체평가와 특정평가로 관리대상업무, 특정시책, 고객만족도 등이 있다.
이 중에서, SOC 재정사업과 관련된 재정성과 평가의 경우 공통지표로 일반재
정사업과 R&D 사업으로 구분하고 일반재정사업과 R&D 사업의 가중치는 예산
규모를 반영하여 적용하고 있다. 재정성과부문의 평가항목으로는 예산편성에 있
어서 예산배분의 합리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다.
주요 정책과제의 평가항목은 계획수립의 적절성, 성과계획의 적정성, 시행과
정의 효율성, 시행과정의 적절성, 목표의 달성도, 평가결과의 활용도 등이며, 이
에 따른 평가지표를 설정하여 평가하고 있다.
둘째,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다. 이 제도는 성과관리체계의 일환으로 2005년에
도입된 것으로 성과중심의 재정운용과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전체 재정사업
을 대상으로 1/3씩 선정하여 평가하는 것이다. 재정사업의 체크리스트 항목을 설
정하고, 이에 대해 답변하도록 하고, 그 근거 및 사유를 제시하도록 하여 점검단
에서 이를 점검, 평가하여 최종 평가결과를 확정하는 시스템을 가진다. 최종결과
를 등급화 하여 세출구조조정에 활용하고 있다.
이 제도는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고 있지만, 2005년의 평가결과 시 나타난 건
설교통부문의 자율평가의 문제점은 ⅰ) 프로그램 단위의 성과지표 설정보다는
개별 단위사업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과정 및 산출지표 중심의 성과지표를 설
정하여 수요자 중심의 결과지표의 산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ⅱ) 평가의
기초가 되는 근거자료 및 통계기반의 구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ⅲ) 자율평가 담당조직체계의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고유 업무 이외의 추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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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정도로 인식하고 있으며, 산하 집행기관 및 전문가의 유기적 참여를 통한 체
계적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ⅳ) 마지막으로 성과단계의 평가항목과 내
용이 미흡하여, 제대로 성과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프로젝트 단위의 평가에서 프로그램 및 정책수준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
며, 사후성과평가에 초점을 둔 평가모형의 정립 필요성이 더욱 요구된다.
셋째, 건설공사 사후평가제도이다. 이 제도는 건설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고 예
산을 절감하기 위해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의 내용을 유기적․체계적으로 정하여
공공건설공사를 경제적, 능률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에서 2000년 3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 도입되었다. 토목공사의 경우 500억 원 이상의 공사가
평가대상사업으로 사업완료 후 3～5년이 경과한 사업이 대상이다. 건설공사사후
평가지침에 사후평가의 주요 내용을 열거하고 있지만 이러한 평가내용만 있지,
평가모형 등 통일된 평가의 체계는 아직도 구축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아울러 사후평가는 사업계획이후 착수를 거쳐 완공과 완공 이후 평가시점을
감안하면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어, 계획치와 실적치 간의 비교 등에도 문제
가 있으며, 사업수행상의 문제점을 도출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문제가 실제 제도
개선에 활용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다음으로 외국의 평가제도 운용 실태 및 사례이다. 미국과 일본의 사업평가 체
계 및 운용 사례를 각각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의 경우 사업평가의 체제는
ⅰ) 사업평가가 성과관리와의 연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업평가와 성과
관리(평가)를 위한 종합적 관리체계가 법규로 잘 정비되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
고 있다. 대표적인 법규가 1993년의 『정부성과및결과법(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 Act: GPRA)』이다. GPRA에 근거하여 연방정부의 각 부처와 정부기관

은 전략계획서, 연간성과계획서, 연간성과보고서를 작성하며, 전략계획서에는 달
성하고자 하는 전략목표의 설정과 이를 위한 산출목표를 성과목표를 통해 구체
화하고 성과목표는 성과지표를 통해 평가되는 체계를 가진다.
ⅱ) GPRA는 ‘성과계획 및 보고’로서 연방정부의 각 부처 및 산하 기관에 대해
전략 계획서, 연간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작성을 요구하고 GPRA는 성과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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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을 직접 연계시키는 방안을 상정하고, OMB(관리예산처)로 하여금 각 부처의
성과계획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여 의회의 의사결정
의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ⅲ) 연방정부 차원의 방대한 프로그램(1000여개)의 평가를 위해 평가내용과 관
리를 지원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즉 간단한 형태의 설문지를 활용하고
이를 위해 PARTweb이라는 홈페이지를 구축 운용하여 보다 손쉽게 평가하고 평
가정보를 입수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ⅳ) 미국 연방정부 교통부(U.S. Dept. of Transportation; DOT)의 성과계획 체계
는 “결과중심의 성과”에 초점을 둔 성과계획 체제이며, 조직과 담당자의 책임확
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운용된다. 이에 따른 DOT의 전략목표는 안전, 이동
성과 경제성장, 인간 및 자연환경, 국가안전으로 설정하고, 이에 따른 성과지표를
체계적으로 개발, 운영하고 있으며, 각 산하청 차원에서는 이러한 전략목표의 틀
속에서 산하청 수준의 성과지표를 개발 운용함으로써 통합적 성과관리체계가 구
축되어 운영되고 있다.
ⅴ) 성과관리체계의 운용을 위한 관련조직도 정비되어, DOT 차원에서 교통 시
설물 통계를 전담하는 교통통계국(BTS;Bureau of Transportation Statistics)을 통해
성과관리에 필요한 성과지표의 개발 및 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수집, 분석하
여 결과를 보고, 제공하도록 하는 법규를 제정, 운용하고 있다.
ⅵ) 프로그램 평가관리의 주체는 DOT 공무원, 계약자, 학계 전문가들이 할 수
있다. 부처내부 심사는 완료된 평가가 그것들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에 관계없
이 유용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한다. 그리고 Inspector General의 기획예산부
서는 프로그램 평가계획(일정)을 관리하고, 프로그램 평가기술의 개발과 훈련을
담당하며, 프로그램 평가과정의 질을 관리한다.
ⅶ) 연방교통부 차원의 전략목표에 따른 성과지표와는 별도로 미국 교통연구
위원회(TRB; Transportation research board)에서는 성과기반의 교통계획을 위한 지
침(A guide for performance-based transportation planning)을 통해 성과분야에 따른
성과지표를 개발, 제공하고 있다.

xiii

ⅷ) 평가기반 시스템으로 고속도로 성과 모니터링 시스템(Highway Performance
Monitoring System; HPMS) 등 성과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운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성과보고서가 작성되며, 이 보고서는 법 제정,
프로그램 및 예산 조정을 위한 전반적인 자료를 제공한다.
ⅸ) 미국 캘리포니아 교통국(CALTRANS)에서는 1995년부터 완료된 건설사업
에 대하여 사업비 효과성(cost effectiveness)과 적시성(timeliness) 등 12개 부분을
평가하여 “투입자본에 대한 성과측정 보고서(Capital support performance
measures)”를 발간하여 사업의 성과측정 및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성과평가를 수

행하고 있다.
다음으로 일본의 평가체계 및 평가제도 운용사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ⅰ) 일본의 정책평가의 법적 근거는 『행정기관이실시하는정책평가에관한법
률』,「정책평가에 관한 기본방침(각의결정)」이며 주무부처는 총무성이다. 총무
성은 제도의 기본사항을 기획입안하고, 평가담당조직으로서 각 부,성의 정책에
대해 정부전체로서의 통일성을 확보하거나 종합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부, 성의 정책평가의 객관적이고 엄격한 실시를 담보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한다.
ⅱ) 정책평가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이며 적절하고 명확하게 실시하기 위해
「정책(협의)－시책-사무 사업」등의 정책 체계를 미리 명시한 후 평가를 실시하
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운용한다. 2005년의 「정책평가의
실시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그것이다.
ⅲ) 정책 평가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도의 전문성이나 실천적인 지견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필요에 따라 학식경험자, 민간 등의 제3자를 활용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 총무성은 「정책평가 ·독립행정법인 평가위원회」를 설치 운영하
고 있다.
ⅳ) 정책평가의 시점에 따른 평가방식으로 사업평가, 실적평가, 종합평가로 구
성된다.
ⅴ) 평가결과가 기획입안에 적시에 적절하고 확실하게 반영되는 구조를 구축
하여 운용하고 있다. 총무성은 평가결과를 관계하는 부성에 통지하여,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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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권고, 권고 후 정책에의 반영상황에 대해 적절한 시기에
보고를 요구하여, 권고사항의 반영이 특히 필요하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내각총
리대신(국무총리=행정수반)에게 의견을 진언한다. 예산반영과 관련하여 각 부성
은 평가결과를 예산요구 단계 등에서 적절히 반영하고 재정당국은 예산편성의
과정에서 정책 평가의 결과를 적절히 활용한다.
ⅵ) 국토건설성(구 건설성)에서는 공공사업의 필요성 및 투자효과, 사업추진의
효율성 등에 대하여 「신규 사업 채택 시 평가」, 「재평가」,「사후평가」를 실
시하고 있으며, 시책 및 정책(프로그램)의 실현수단으로서의 단위사업 평가만으
로 시책이나 정책의 필요성 및 효과를 측정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시책
및 정책 등 프로그램에 대한 종합적 평가도 아울러 수행하고 있다.
ⅶ) 국토교통성은 2003년 10월, 사회자본 정비 사업을 중점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민의 입장에서 본 성과목표를 명시하고 중점 계획의 목표·지
표를 정책 평가로 점검,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분야 횡단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사업제휴를 강화하고 있다.
ⅷ) 정책평가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부처 내 「정책평
가연락회: 행정 측」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국토교통성 정책평가회: 자문
측」을 활용하며, 국민의 의견을 반영위한 「퍼블릭·코멘트」를 실시하고 있다.
ⅸ) 부처 자체의 정책평가계획을 수립, 운영하고 있다. 즉 중장기적 안목에서
의 구체적 정책평가계획을 담은「운영 방침」을 책정하고, 기본사항을 정하는
「정책평가 기본계획」및 매 년도의 사후 평가에 대해서는 「사후평가 실시계
획」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으로 계획에 입각하여 평가가 이루어진다.
ⅹ) 평가결과 및 평가과정의 정보도 공표하고 있다. 사전 평가서, 실적 측정의
지표·목표, 프로그램 평가서 등은 그 결과를 공표할 뿐 아니라, 평가 과정의 정보
도 가능한 한 공표한다. 또 국토교통성의 정책평가 실시 상황, 정책에의 반영 상
황을 일괄적으로 볼 수 있도록 「국토교통성 정책 평가 연차보고서」를 매년 정
리하여 공표한다.
ⅺ) 평가의 과정을 정책관리 싸이클에 따라 관리 운용하고 있다. 즉 기획 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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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실시(do)-평가(see)의 과정이 그것으로 이를 따라 정책 어세스먼트, 정책 체

크업, 정책 리뷰의 3개의 시점과 관점이 다른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ⅻ) 개별 단위 공공사업의 평가제도가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다. 1998년부터
“신규 사업 채택 시 평가”를 모든 사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실시하고 사업채택 후
5년경과 시점에서 사업이 착공되지 않는 사업, 사업채택 후 10년경과 시점에도

계속 진행중인 사업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2003년 4월에 「국토교통성
소관 공공사업의 사후 평가 실시 요령」을 책정하여 사후평가도 실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업평가의 검토를 위해 국토교통성내에 「공공사업 평가시스템 검
토위원회」(행정)와 외부의 학식경험자로 구성되어 평가 수법에 관한 사업 종별간
의 정합성이나 평가 지표의 정량화 등에 대한 객관적 검토 등을 수행하는 「공공사
업 평가시스템 연구회」 및 「공공사업 평가수법 검토부회」등을 두어 수행하고
있다.

제4장 SOC 재정사업 사후 평가모형의 구축
이 장에서는 SOC 재정사업의 사후평가모형을 구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모형구
축의 기본방향과 모형구축의 절차, 사후평가모형의 정립과 이에 따른 평가항목(기
준)간의 가중치 설정, 각 평가항목별 평가지표의 설정 등의 순서로 이루어졌다.
첫째, 사후평가모형구축의 기본방향으로 ⅰ) 기존 재정사업평가제도 등 평가
제도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이를 강화하고자 한다. ⅱ) 일반적 평가원칙의 적용
및 모형구성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ⅲ) 계량적 방법에 의한 모형의 활용
성 제고다. 평가항목을 대표할 수 있는 평가내용들을 도출하고, 평가내용을 측정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성과지표들을 제시함으로써 가능한 한 계량적 측정이 가능
하도록 모형을 구축한다. ⅳ) 사후적 관점에서 성과단계에 중점을 두되, 성과의
측정이 계획의 수립과 연관되어 있으며, 이러한 성과가 발현한 원인으로 집행단
계도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고려한 사후평가모형을 구축하고자 한다. ⅴ) 평가
관점으로서 ‘효과성’, ‘효율성’ 등 특정 관점에 입각한 사업평가보다는 다양한 관
점을 포괄하는 평가모형을 구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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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사후평가모형 구축의 기본 절차로는 ⅰ) 사전 검토 : 재정사업 자율평가
제도에서의 평가항목, 건교부 사후평가 제도상의 평가항목, 일반적인 정책평가
모형에서 제시되고 있는 평가항목 등을 검토 ⅱ) 평가항목의 도출, ⅲ) 프로그램
단계-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에 따른 가중치 설정 ⅳ) 세부평가항목에 따른 평가
지표의 검토 및 측정방법 제시 등으로 평가모형을 구축하였으며, 평가모형의 적
용방안을 간략하게 서술하였다.

< 사후평가모형의 구축절차 >

관련이론

연구협의회

전문가조사

모형구축의 기본방향

국내‧외 사례

평가기준의 검토 및
평가항목, 세부항목의 설정
평가항목, 세부항목별

계층화 방법론

가중치 설정

(AHP)

평가지표의 검토

전문가조사

평가모형 구축

아울러, 사업단계별 평가 기준(항목) 및 평가 내용의 사례를 검토하고 평가이
론상의 기준 및 전문가의 의견과 현재 국내에서 적용되는 사업 혹은 정책단계별
평가모형의 예들을 참조하여, 사업(프로그램)단계, 평가항목, 평가세부항목을 설
정함으로써 프로그램 단계별 평가 모형의 틀을 구축하였다.
다섯째, 이러한 평가 모형의 틀을 기초로 하여 프로그램 단계별, 평가항목, 세
부평가항목간의 평가점수 산정을 위한 가중치를 부여하였으며, 가중치 부여방식
은 전문가 조사에 의한 AHP기법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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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단계별 평가항목별 가중치 결과 >
프로그램
단계

가중치

평가항목

가중치

프로그램
목표의
프로그램
계획수립

0.51

적합성

0.38

프로그램
계획내용의

0.49

충실성
프로그램
집행과정의

0.46

효율성
프로그램
집행

0.19
프로그램
집행과정의

0.54

비용-효과성

가중치

상위 정책목표와의 부합성을 고려한 목표설정
사회의 수요를 반영한 목표의 설정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향후 변화가능성 반영
프로그램 목표의 명확성
프로그램목표와 성과지표와의 인과 관계
여론수렴 및 사전조사 등 절차의 충실성
프로그램간의 연계 및 협조, 중복여부 검토
프로그램 계획 공정에 따른 집행율
산출(output)을 위한 투입자원 효율적 집행:
예산의 적기투입 등
투입비용 대비 산출의 수준
집행의 여건변화 대응성
민원 등 갈등 관리 적정성
관련 기관 및 정책프로그램과의 유기적 협

0.31
0.38
0.31
0.21
0.25
0.27
0.27
0.25

조체제 구축 및 운영
설계변경 등 사업비 증감요인 통제관리

적절성
목표의
달성도
프로그램의

세부 평가항목

0.25

프로그램 계획 시 설정한 성과목표의 달성도

0.23

프로그램 투입비용 대비 효과
프로그램 투입 비용 대비 고객만족 정도

도로 건설로 인한 직접효과

프로그램
성과

효과성

0.43

(직접효과)

0.29

철도 건설로 인한 직접효과

댐의 건설로 인한 직접효과

프로그램의
영향
(간접효과)

0.24

주민생활 편리성 확대
지역사회․경제효과
환경 효과
안전효과

0.43
0.32
0.30
0.21
0.29
0.20
1.00
0.46
0.54
시간 0.42
비용 0.15
사고 0.21
환경 0.22
시간 0.33
비용 0.12
사고 0.32
환경 0.22
용수 0.35
발전 0.12
재난 0.53
0.37
0.25
0.15
0.24

마지막으로 도로, 철도, 수자원(댐)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적용 가능한 평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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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평가지표의 향후 적용 방향 등을 각 세부 평가항목을 중심으로 검토하면서,
도로, 철도, 수자원(댐) 사업 프로그램별로 종합적 모형을 제시하였다. 예시적으
로 도로프로그램의 사후평가 모형은 다음과 같다.

< 도로 프로그램 평가지표의 구성 등 사후 평가모형: 종합 >
사업
단계

가중치

평가
항목

가중치

평가 세부 항목

상위 정책목표와의 부합
프로
그램
목표의

0.51

적합성

성을 고려한 목표설정
사회의 수요를 반영한 목
표의 설정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향
후 변화가능성 반영

가중치

평가 지표

0.38
0.31

목표의 사회경제지표 반영
목표의 사회수요반영 교통량
Contingency Plan의 적정성
전문가 설문조사
다른 도로계획과의 관계에서 차별

비계량
계량
비계량

비계량

정책적 목표의 명확성

프로
계획

방법

0.31 국가기간망계획과의 목표 부합성 비계량

프로그램 목표의 명확성 0.21 성

그램

측정

프로그램목표와 성과지
0.38

수립

표와의 인과 관계

0.25 이전 성과평가의 목표반영도

프로

법규이행 여부 맟 공청회 등 여론

그램
계획

비계량

여론수렴 및 사전조사 등
0.49

내용의

절차의 충실성

0.27

조사
경제성 및 민감도분석, 타당성조

비계량

사
지자체 및 타 프로그램 도로계획과

충실성

프로그램간의 연계 및 협
조, 중복여부 검토

의 연계
0.27 건설주체와 관련 기관들과의 협조 비계량
국가기간망구축계획상의 투자우선
순위 적합성

프로그램 계획 공정에 따
프로
프로
그램 0.19
집행

그램
집행과 0.46
정의
효율성

른 집행율
산출(output)을 위한 투입

0.25 일정계획에 따른 공정집행율

자원 효율적 집행: 예산의 0.43
적기투입 등
투입비용 대비 산출 수준 0.32

투입자원이 산출을 위해 효율적으
로 집행되는가를 점검
프로그램에 의한 건설비용과 최종
생산물의 관계

계량

비계량

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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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의 여건변화 대응성 0.30 행정여건및 상황변화 대응성
국민 및 이해당사자와의 합의형성
민원 등 갈등 관리적정성 0.21
프로
과정에 대한 평가
그램
관련 기관 및 정책프로그
행정측면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집행과 0.54
램과의 유기적 협조체제 0.29
정의
및 운영
구축 및 운영
적절성
설계변경 등 사업비 증감
0.20 설계변경 이전 통제관리 노력도
요인에 대한 통제관리
국토면적 대비 도로연장간 비율
목표의
달성도

0.25

비용-효

0.23

과성

효과)

효과
프로그램 투입 비용 대비
고객만족 정도

효과성
(직접

성과목표의 달성도

프로그램 투입비용 대비

프로
그램의

프로그램 계획시 설정한

0.29

비계량

비계량

비계량

총 도로 연장 대비 안정적 상태 도
1.00 로 비율

계량

차량대수와 총 도로 연장간의 비율

0.46

인구수와 총 도로 연장간의 비율
프로그램 투입비용과 프로그램으
로 인한 직접적 효과의 정도

0.54 비용대비 고객만족 정도

비계량
비계량

0.42 주행시간 단축 편익

계량

도로 건설로 인한 직접효 0.15 주행경비 감소 편익

계량

0.21 교통사고 감소 편익

계량

과

0.22 환경피해 감소 편익
비계량
SOC 건설 프로그램 대상 지역 주

프로
그램 0.43
성과

비계량

주민생활 편리성 확대

0.37

변 공공서비스 사업체수 증가율 변
화

계량

공공서비스 종사자 수 증가율 변화
부가가치 증가율 변화(소득증가효
프로

과)

그램의
영향

0.24 지역사회․경제효과

0.25

사업체수 증가율 변화

(간접

제조업 고용자수 증가율 변화(고용

효과)

증가효과)

계량

병상수 변화(문화/후생변화)
탄소배출량 감소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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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효과

0.15 국립공원 및 도립공원의 접근도 변 계량

안전효과

화
0.24 폭우, 폭설시 대체도로 여부 및 수 계량

제5장 사후평가 기반의 강화 방안
이 장의 의의는 미국, 일본 등의 사례조사 결과의 시사점과 사후평가기반 강화
를 위한 제도적, 정책적 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다. SOC 재정사업의 사후평가모형
의 활용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사후평가제도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는
평가모형의 정립이 우선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사후평가의 적용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법, 제도적 기반의 정비, 통계기반의 강화, 평가관련 조직 강화 및 인력
의 전문화, 사후평가결과의 축적 등 활용기반, 성과기반 프로그램계획 수립 등 관
리기반의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SOC 재정사업 사후평가의 법, 제도적 기반 강화 방안으로 ⅰ) SOC재정
사업 사후평가의 근거 법규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SOC 재정사업을 통괄
하는 『SOC 정비 효율화법』(가칭)을 통해 종합적 평가의 틀을 구축하여 적용하
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ⅱ) SOC 정비 계획의 수립 및 집행,
평가업무의 종합관리조직 체계의 정비와 예산간의 연계강화의 필요성과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각 법정 계획과 이에 따른 투자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예
산부처와 사업부처간의 의견 투입 및 조정의 장치로 (가칭)「SOC 정비 투자조정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조직체계의 정비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둘째, 성과기반의 평가프로그램 계획의 수립 등 관리체계의 구축이다. 「성과
기반의 프로그램 계획의 수립」은 프로그램 계획의 수립 시 프로그램의 목표, 성
과목표 및 성과지표가 체계적으로 설정되고, 프로그램 목표를 달성하는 세부 수
단들이 목표와의 인과관계 구조가 설정되어, 프로그램의 성과가 체계적으로 모
니터링 및 평가될 수 있도록 계획이 수립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프로그램 계획시
프로그램의 단위의 식별과 프로그램의 목표, 상위 정책목표와의 연계성을 체계
적으로 검토하고, 성과목표와 성과지표의 설정을 통해 성과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평가를 염두에 둔 계획의 수립이 중요하다.
셋째, SOC 사업평가 관련 정보 및 통계기반의 구축이다. 사후평가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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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의 지표개발과 더불어, 이에 부합하는 통계자료의 축적과 DB화는 동시에 이
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통계관리를 전담하는 부서나 조직을 통해 체계적으로 평
가에 필요한 다양한 통계 및 정보의 구축과 이러한 정보의 활용을 도우기 위한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평가를 위한 매뉴얼 및 통계패키
지를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도 중요하다. SOC 부문의 프로그램 단위의 사업평가
를 위해서, 각종 관련성이상과 같이 SOC 재정사업의 사후성과 평가에 필요한 성
과지표 및 세부평가지표의 측정할 수 있는 SOC 사업관련 통계 및 정보체계의
재정비가 요구된다.
넷째, 평가 조직 및 평가인력의 전문성 강화다. SOC 재정사업의 자율평가를 위
해서는 평가에 필요한 정보와 더불어 이들 정보를 통제 및 관리하고 이를 체계적
으로 분석, 평가하는 데 필요한 조직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평가기능의 강화
및 평가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있는 상황에서 정책수립부서의 기능을 가진 부서에
평가기능을 할 수 있는 인력과 조직의 정비가 필요하다. 「SOC 재정사업평가 전담
부서」를 두어 종합적으로 SOC재정사업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전담부서에서는 평가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하고
보다 중립적이고 합리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 등을
활용하도록 한다. 이러한 전담부서에서는 각 담당부서에 작성된 평가서를 검토
하여 점검하며, 새로운 평가기준 및 평가 틀을 제시하거나, 사업계획수립 및 평
가 시 활용될 성과지표, 평가체계, 통계관련 정보의 구축관리 등의 업무를 종합
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평가업무를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고, 중점 심층평가에서는
직접적으로 평가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러한 조직은 미국의
TSB를 모형으로 하는 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단순히 통계기반 강화를

위한 조직보다는 평가활동 전반의 업무를 통합적으로 지원, 수행할 수 있는 조직
과 인력의 정비가 요구된다.
다섯째, SOC 사후평가 활용도 증진 및 평가정보의 축적이다. 평가결과의 활용
도의 증진을 위해서는 평가의 시의성, 평가결과의 신뢰성 및 객관성, 예산과의
연계 및 사업계획 수립 시 평가결과의 반영 의무화 등이 중요하다. 특히 평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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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신뢰성 및 객관성의 확보가 요구된다. 일본의 경우와 같이 사업에 대한
사전 평가서, 실적 측정의 지표·목표, 프로그램 평가서 등은 그 결과를 공표할 뿐
아니라, 평가 과정에 대한 정보도 가능한 한 공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평가결과가 예산 혹은 사업의 구조조정과 연계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SOC 재정사업의 사후평가를 통해 SOC 프로그램계획의 조정 및 수립에 이러한

평가정보가 활용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평가
결과의 축적 및 활용이 되도록 하기 위해 프로그램 사업계획의 수립 시 평가정
보의 활용을 의무화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제6장 결 론

이 장에서는 연구의 의의와 기대효과, 연구의 특징과 한계, 정책건의 및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특히 프로그램 단위의 사후평가 모형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는 점을 부각하고, 개별 사업평가 제도를 재정사업 성과관리 및 평가의 틀 속에
서 체계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하였다는 점을 강조하
였다. 아울러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과제를 제시함으로써 이 분야의 후속연구에 도
움을 주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의 의의는 프로그램 단위의 SOC 사후평가모형을 구축하고
있으며, 다양한 평가의 관점(기준)을 프로그램 단계별로 적용하여 종합평가할 수
있는 사후평가모형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성과관리체계의 연계성을
고려한 사후평가모형을 구축하여 성과단계에 중점을 둔 평가모형으로 실제 활용
기반 강화 방안도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연구의 특징으로 ‘프로그램 단위’의 SOC 재정사업의 사후평가모형 구축방
안을 보다 큰 제도적 맥락 속에서 설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책수준의 평가와
개별단위사업 수준의 평가를 연계하는 프로그램 단위의 사업평가모형을 구축하
고자 시도하였다는 점이 특징으로 부각될 수 있다.
연구의 한계로서는 제시된 사후 평가모형이 선행연구자료 및 전문가, 실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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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의 의견조사 및 면담에 의존하여 제시된 것이며, 실제 사후평가모형의 적용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향후 적용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아울러, 보다 프로그램의 대상을 확장하여, SOC 건설사업, 유지관리, 운영,
기타 정책 사업을 포괄하는 평가모형의 구축도 필요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사후평가모형은 현실 적용에 있어 많은 논의가 더욱 필요
할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프로
그램 단위의 사후평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사후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
적, 정책적 기반의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 색인어 _ SOC 재정사업, 프로그램 평가, 평가모형구축, 사후평가, 사후평가 적용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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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본 장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범위 및 연구내용별 연구방법,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등에 대해 기술하였다. 연구의 목적은 “ SOC 재정사업의 사후평가모형 구축과
이러한 평가모형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조직적 기반강화방안”
을 제시하는 데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조사와 해외사례조사, 전문가 설문조사, 연
구협의회 등의 방법에 의존하였고, 본 연구의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으로 성과 및 결과
에 기반한 평가모형으로 지표를 통한 모형의 구축과 적용방안 및 사후평가 기반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과 종전의 사후평가가 개별 단위사업에 적용되어 상위 정
책목표와의 연계성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어 프로그램 단위의 사업평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정부의 재정사업은 종전에는 공급자 중심의 관점에서 공급자에게 필요한 정보
를 생산하고 이에 따라 사업추진개선에 그 정보를 활용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최근에는 수요자 중심의 관점에서 재정사업의 결과 및 성과지표를 설정함으로써
국민 즉 수요자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표의 설정과 평가를 통해 대국민 책임
성을 강화하는 등 행정의 대국민 서비스의 제고로 평가의 중점이 이동하였다.
이에 정부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 도입 추진하고 있는 성과관리제도의 틀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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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나아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의한 정부업무평가제
도1)를 도입, 적용하는 등 평가활동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평가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본 연구가 대상으로 하는 SOC
재정사업은 최근에 이르러 복지예산의 증가에 따라 예산규모가 줄어들고 있으
며, 이에 따라 SOC 투자의 효율화 문제가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SOC 재
정사업은 대규모의 투자를 수반하고, 회수 불가능한 시설물의 특성을 가지고 있
으므로 사전 투자심사평가 및 사후평가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그간 우리의 SOC 사업에 대한 평가환경은 개별 프로젝트 중심의 예비
타당성조사 및 타당성 조사 등 사전평가2)와 사업추진과정에서의 사업비 관리를
위한 점검평가는 비교적 엄격하게 이루어져 왔지만, 사후평가에 대해서는 아직
도 그 활용성이나, 사후평가 모형의 구축 등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2005년부터 적용되는 재정사업자율평가도 당해 연도 및 차후연도 예산반
영을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성과단계의 평가에는 많은 한계
를 가지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사후평가제도3)도 단위사
업을 대상으로 사후평가 항목의 개략적 제시만 하고 있을 뿐, 평가모형의 정립과
활용성에 문제가 많으며, 정부의 성과관리체계와의 연계성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문제인식에 따라 본 연구는 수행이 되었다. 정부의 성과관리시스템
속에서 이루어지는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모형을 토대로, SOC 재정사업의 부문의
특성을 반영함과 동시에 프로그램 단위의 사후평가모형을 구축하고 이러한 성과
기반의 사후평가의 적용가능성을 제고하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1) 종전의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이하 ‘구법’)을 대체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이하 ‘신
법’)이 2006.4.1부터 시행됨으로써 정부업무 평가의 기본 틀이 바뀌게 되었다. 신법은 자체평가를 강
조하고 성과관리를 도입하였지만 구법의 기관평가와 비교할 때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다양한 분야
별 평가의 ‘통합적’ 운영에 있다.
2) 이러한 제도로는 현재 예비타당성조사제도, 타당성조사 제도 등이 있으며, 이들 투자사업평가는 사
전평가(ex-ante evaluation)로 영어로 appraisal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3)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총공사비가 5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발주청에서는
사후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향후 유사 공사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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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SOC 재정사업 사후평가모형 구축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SOC 재정사업 사후평가 모형의 구축방안은 크게 사후평가모형의 구축과 사후평

가 기반의 강화방안으로 구성된다. 이를 위해 평가모형의 구축을 위한 사후평가
의 이론적 논의와 더불어, 국내외 평가제도 운용실태 및 사례를 검토하고 전문가
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각도의 사후평가 기반의 강화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본 연구의 범위는 SOC 재정사업의 사후평가모형 구축과 모형의 적용기반 강
화방안에 한정된다. 여기서 SOC 재정사업은 중앙 정부의 재정을 통한 직접사업
과 산하기관의 출자에 의한 간접사업을 포함하고, 민자 사업과 지자체 보조 사업
은 연구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또한 SOC 재정사업은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형성하는 사업으로 “건설사업”에
국한하고, SOC 사업의 유형에는 도로, 철도 등 교통기반시설 사업과 수자원 특
히 댐 건설사업에 한정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SOC 재정사업은 SOC 시설
물의 유지관리, 운영적 측면보다는 신규 투자 사업을 통한 시설물의 공급에 초점
을 두고, 이러한 공급이 원래 달성하고자 하는 직, 간접효과와 성과 등 결과를
중심으로 사후평가모형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둔다. 아울러 평가대상 SOC 재정
사업의 수준으로는 단위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보다는 동일한 정책목표 혹은 프
로그램 목표를 달성하는 데 유사하고 동질적인 부류의 사업 군(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에 초점을 둔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대상은 사전평가 및 과정평가보다는 사후 성과평가에
초점을 둔다. 사후 평가는 프로그램의 완료이후에 발생하는 성과나 효과의 평가
에 중점을 두되, 이러한 성과 및 효과가 발생하는 프로그램 단위의 계획 및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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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도 동시에 평가하는 것이 향후 정책방향 및 투자결정에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프로그램 전 과정에 걸쳐 사후적 관점에서 평가하기 위한
모형을 구축하고자 한다.
연구의 내용상 범위로는 SOC 재정사업의 이론적 배경과 우리나라 SOC 재정
사업의 평가 실태 및 문제점 분석, 외국의 SOC 재정사업 평가체계 및 사례분석
이 이루어진다. 이어 SOC 재정사업의 사후평가모형을 구축하고, 이러한 모형의
적용기반 강화방안을 제시하는 것 등 이다.

2) 연구방법
(1) 문헌조사

본 연구에서는 연구방법으로 선행연구 및 관련 자료 등 광범위한 문헌조사를
수행하였다. SOC 재정사업의 사후평가의 의의와 관련하여 기획예산처의 “재정
사업자율평가지침” 및 각종 평가관련 보고서를 참조하였으며, 평가 관련이론의
정립을 위해 평가 관련 논문 및 저서, 연구보고서 등에 의존하였다.
국내의 재정사업평가와 관련한 제도운용 실태 및 문제점 분석에 있어서 정부
의 정책자료 및 평가담당기관에서 발간한 보고서 및 평가관련 내부 자료를 활용
하였고, 부분별 평가모형과 관련한 보고서 및 외국의 자료와 문헌을 참고하였다.
외국의 사례분석 및 국내 제도 기반 정비에 대한 시사점 도출을 위해 인터넷을
통한 문헌 및 자료 검색과 SOC 관련 외국기관이 발간한 평가관련 보고서 및 자
료도 활용하였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는 광범한 선행연구자료, 정책자료, 외국의
문헌 및 자료 등 문헌조사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2) 전문가 설문조사

① 조사 목적

4

본 전문가 조사는 「SOC 재정사업의 사후평가모형 구축을 위한 전문가 의견
조사」이다. 사전에 관계 전문가와의 면담 및 협의회를 통해 설정된 프로그램 단
계별 평가항목 및 평가내용 등을 토대로 중요도를 평가하여 평가모형내의 평가
항목간의 가중치를 설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아울러, 평가모형의 적
용기반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조사도 병행하고자 하였다.

② 조사내용
조사의 내용으로는 SOC 재정사업 프로그램 단계별(프로그램 계획, 프로그램
집행, 프로그램 성과)로 구분하여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도로, 철도, 댐 건설
사업에 대한 각 단계별 평가내용과 평가지표를 참조하여 각 평가항목간의 쌍대
비교를 통한 평가항목간의 가중치를 설정하는 것과 사후평가모형의 적용기반 강
화 방안에 대한 의견 조사 등이다.

③ 조사기간 및 조사 대상 전문가
본 전문가 조사는 10월 20일～2006년 10월 31일에 걸쳐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기법의 적용을 위한 전문가 조사이다. SOC재정사

업의 성과관리 및 자율평가를 담당하는 건교부 공무원, 산하 국토관리청의 담당
자, 도로, 철도, 수자원 등의 계획 및 평가업무에 전문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는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등 공기업과 SOC 재정
사업 관련한 학계 및 연구계에 종사하는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 1-1> 조사 대상 전문가의 구분
구 분

조사 대상 기관

정부 기관

건설교통부 등 정부기관의 전문가

정부투자기관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학계 및 연구기관

SOC 사업 계획 및 투자평가, 평가 등 관련 학계, 연구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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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조사방법
본 전문가 조사는 우편조사 및 방문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방문 설
문조사 및 우편 설문을 병행하여 회수율을 높이고자 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다음
과 같이 101부가 회수되었다.

<표 1-2> 전문가 설문조사 회수결과
구 분

소속 및 직업

전문분야

빈 도

비 율(%)

공무원

19

18.8

교수 및 연구원

28

27.7

정부투자기관

54

53.5

도로

31

30.7

철도

33

32.6

수자원

23

22.8

기타

14

13.9

101

100.0

총 계

(3) 실증 분석

본 연구는 이상의 전문가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경험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특히 제4장의 평가모형 구축과 관련하여 평가모형내의 평가항목, 평가기준간의
가중치 설정을 위해 전문가 조사를 통한 AHP기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AHP를 적용한 이유는 AHP는 문제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속성들
을 계층적으로 분류하여 각 속성의 중요도를 파악함으로써 최적의 대안을 평가
하는 기법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이 기법은 평가자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체계적으로 순위화하고 그 가중치를 비율척도로 도출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AHP는 정량적 분석이 곤란한 의사결정분
야에 전문가들의 정성적인 지식을 이용하여 경쟁되는 요소의 가중치 또는 중요
도를 구하는 데 유용하게 응용될 수 있다.
AHP 기법의 특징과 적용절차를 보면 평가기준이 다수의 요소로 나누어져 있

는 경우 통합적 평가를 위해 적합한 기법이다. 문제의 구조화 및 계층적 분화

6

(decomposition)가 필요하고 이후 서로 다른 계층의 요소들 간에는 상호독립성이

유지되지만, 동일계층의 요소들 간에는 서로 비교가 가능하게 된다. AHP가 가지
는 계층적 분화의 특징들은 의사결정기준들 간의 유기적 관계를 계층적으로 파
악함으로써 수많은 평가기준들이 포함된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분석
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평가모형 구축에 있어서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간의 비교를 통
한 가중치 설정에 이 기법을 적용하였다.

(4) 사례 조사

본 연구는 국내외의 평가제도의 적용 사례조사를 하였다. 국내의 경우 성과관
리제도,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사후평가제도, 2006년에 도입된 정부업무평가제
도 등에 대한 사례조사를 실시하고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아울러, 선진외국 특히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재정사업(프로그램)평가체계
및 평가제도 사례를 파악함으로써,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특히 외국
사례조사는 본 연구의 대상 프로그램인 도로, 철도, 수자원(댐) 등의 외국의 평가
사례 및 제도운용 실태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

(5) 연구협의회 등 전문가 자문, 면담 조사

SOC 재정사업 사후평가모형의 구축을 위해 SOC 사업 유형별 평가관련 전문

가를 대상으로 평가의 틀과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지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문을 받았다. 아울러, 연구대상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해당 프로그램의 계획 및
집행, 평가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해당 기관의 담당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평가기준 및 항목, 세부내용의 조정이 이루어졌다.
이상에서 연구의 방법을 연구내용별로 비교적 자세하게 기술하였다. 연구의
흐름별 연구방법은 다음 <그림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요약 정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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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1> 연구수행단계별 세부내용 및 연구방법

연구수행단계

(제1장)
서론

세부 내용

연구방법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문헌조사

1. 관련 개념의 정의
2. 프로그램 평가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3. 사업평가 관련 이론 검토

문헌 조사

1. 국내 평가제도의 운용 실태 및 문제점
2. 외국의 평가제도 운용 실태 및 사례분석
3. 특징 및 시사점

문헌조사
및
외국사례조사
(외부원고의뢰)

1.
2.
3.
4.

설문조사, AHP
기법,전문가회
의, 문헌조사

↓
(제2장)
SOC 재정사업
사후평가의
이론적 배경
↓
(제3장)
국내외 SOC
사업평가제도의
운영실태 및 사례
↓
(제4장)
SOC 재정사업
사후평가모형의
구축

모형구축의 기본방향
모형구축의 절차
모형의 구축
모형의 적용방안

↓
(제5장)
SOC 재정사업
사후평가
기반강화 방안

1. 기본방향
2. 기반강화 방안

↓

(제6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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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연구의 의의 및 기대효과
연구의 특징과 한계
정책건의와 향후 연구과제
맺음말

문헌조사, 전문
가 자문회의,
외국의 사례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1) 선행연구 현황 및 내용
사업평가에 관한 선행연구는 매우 다양하다. 초창기의 연구로서 정부의 재정
성과관리의 차원에서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연구로는 한국개발연구원(2003)의 연
구를 들 수 있다. 이 연구는 본격적인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통한 재정성과관리시
스템의 구축을 위한 예비적 성격의 연구로서 재정사업 평가체계 구축 및 지침개
발을 위한 시론적 연구로 평가의 일반론에 국한하고, SOC 사후평가 및 프로그램
단위의 평가 필요성을 제기하는데 그치고 있다.
둘째, 조세연구원(2003)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수행된 연구로서 선
진국의 사업평가방식을 국내 부문별 사업평가에 적용하여 평가를 시도하고 있다
는 점에서 그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실제 평가모형의 구축보다는 각기 사업 분야
별로 사업평가 후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지만, 특히 본 연구가 초점을 두고 있는
SOC 부문의 사업평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셋째, 해양수산개발원(2004)의 연구는 보다 구체적으로 항만개발 사업을 정책
차원에서 평가한 연구이며, 항만개발 사업의 정책평가모형을 구축하고 이에 따
라 항만개발 사업을 사례로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표를 통한 성과 및
결과의 활용이 미흡하고, 실제 심층평가의 수준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 평가
모형과의 차별성이 크게 부각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에 근거하여 500억 원 이상 토목공사에
대한 사후평가관련 연구들이 있다.4) 이 연구들은 사후평가 시행지침에 따른 평
가항목 및 평가내용을 중심으로 개별 단위사업을 중심으로 계획 치와 실적 치를
비교평가하고 사업의 파급효과 분석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후평가
는 개별 단위사업을 대상으로 한 심층평가이며, 프로그램 단위의 지표를 통한 성
4) 국토연구원(2004),「서해안선 외 2개 노선 고속도로 건설공사 사후평가 연구」, 국토연구원(2004),
「창선-삼천포대교 건설공사 사후평가 연구」, 서울시립대학교(2005),「건설공사 사후평가학술용역
-내부순환로 및 북부간선도로를 중심으로」등이 있음
제 1 장∙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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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평가모형과는 차이가 있다.

<표 1-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구 분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재정사업 성과평가체계 국내외 관련 문헌조사 평가체계구축 및 지침개발
부문별 평가방식의 검 을 위한 일반적인 평가에

및 지침개발연구
1

한국개발연구원(2003)

토 및 비교연구

재정사업 평가체계 구 질적 분석방법
축을 위한 일반적인 가

한국조세연구원(2003)
주요

부문별 평가체계 개발을
위한 쟁점 발굴 및 논의

이드라인 제시
예산사업의 사업평가연구 관련 문헌조사
2

대한 논의

국내 부문별 사업평가

선진국의 사업평가방식

과학기술, 노동, 교육, 환경,
복지부문을 사례로 사업평
가 후의 시사점을 도출

을 국내 부문별 사업평

선행

가에 적용하여 평가시도
항만개발사업의 정책평가 국내외 관련 문헌조사 정책평가의 일반이론과 정

연구

모형 구축에 관한 연구
해양수산개발원(2004)

외국의 관련 사례조사

설문조사(전문가 의견 외국의 정책평가제도 사례

항만개발사업에 대한 사 조사)
3

책 평가모형의 유형‧특성

후적인 정책평가모형의

우리나라 공공부문 정책
평가 실태분석
항만개발사업의 정책평가

제시

모형구축
항만개발사업의 정책평가
본 연구 SOC 부문별 재정사업 문헌조사

사후평가모형의
방안을 모색

구축 전문가 설문조사
- AHP 기법 적용

여기에는 모형의 구축 국내외 사례조사

사례 분석
SOC 재정사업 사후평가의
이론적 배경
국내‧외 사업평가제도 운
영 실태 및 사례

과 사후평가 기반의 강 전문가 자문(협의)회의 SOC 재정사업의 사후평가
화방안을 제시함

모형 구축
사후평가 기반 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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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이상에서 선행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정부의 재정사업 성과목표 관리시스템
하에서 2005년에 도입된 재정사업 자율평가 제도의 틀 속에서 상대적으로 소홀
하게 취급되고 있는 성과단계의 사후평가 모형의 구축과 사후평가 기반강화 방
안과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재정사업 자율평가체제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자율평가체제
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고 있는 사후 성과평가에 초점을 둔 성과기반의 사
후평가모형을 구축하고 모형의 적용 기반 강화방안을 제시하고 성과지향적 사후
평가모형의 구축을 위해 단위사업별 평가보다는 SOC 사업부문(program)별 평가
모형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4. 연구의 흐름
이상에서 논의하고 검토한 사항들을 토대로 연구의 흐름을 도식적으로 제시하
면 다음의 그림과 같다.

제 1 장∙서론 11

<그림 1-2> 연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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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재정사업 사후평가의 이론적 배경

본 장에서는 SOC 재정사업 사후평가의 의미와 평가관련 이론을 정리하여 향후 SOC
재정사업 사후평가모형 구축의 이론적 기반을 강화하는데 활용하고자 한다. 이를 위
해 우선, SOC 재정사업의 개념을 정립하고 사후평가의 의미, 사업의 성격을 규명하여
개별 단위사업 보다는 프로그램 단위의 사업의 개념을 정리하였다. 아울러 대상사업
의 성격 규명 후에 사업평가의 이론 즉 사업평가의 개념, 사업평가의 유형, 절차, 평가
방법, 사업평가의 관점 등을 정리하고, 사업평가의 필요성 및 활용성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1. SOC 재정사업 사후 평가의 의미
1) 관련 개념 정의
(1) SOC 재정 사업의 개념 및 대상 SOC 사업

SOC 재정사업의 개념을 정의하기에 앞서 SOC의 개념 정의가 우선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SOC 는 교통, 통신, 전력 등 국가전체의 경제활동에 필요한 기반을
제공하는 공공시설로 정의된다. 국가 예산상으로는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교
통시설이외에 다목적댐, 치수, 용수사업 등을 SOC 사업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이
러한 SOC 사업은 달리 대규모 토목사업으로 불리기도 하는 것으로 대규모 투자
가 수반되는 사업이다.
제 2 장∙SOC 재정사업 사후평가의 이론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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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사업투자가 국가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이러한 SOC 투자 사업

은 그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나며, 투자 이후 시설물의 환원이 어렵고 이에 따른
매몰비용이 큰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SOC 시설물은 공공재적 성격5)을 가지므
로 주로 국가의 재정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와 같은 SOC 재정사업은 공공재적 특성으로 인한 시장실패를 방지하기 위
해 정부의 재정에 의해 수행되는 SOC 사업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러한 정부의 재정지원에 의한 사업도 여러 가지 형태를 지닌다. 전액 국가재정에
의해 수행되는 SOC 사업이 있는가 하면, SOC 시설물을 운용하는 기관에 의한
시설투자와 정부의 재정지원이 결합되어 수행되는 사업, 민자에 의해 민간의 자
본을 활용하고 국가가 일정부분 지원하여 수행되는 SOC 사업, 지방정부가 재원
조달의 책임을 지고 국가에 일부 국고보조를 통해 수행되는 SOC 사업 등 재원조
달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된다.
기획예산처의 「재정사업 자율평가지침」에서 재정사업은 전액이든 일부이든
중앙정부의 재정이 투입된 사업으로 R&D사업과 비R&D사업, 직접사업, 간접사
업, 보조사업, 융자사업을 모두 망라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의 성격에 따라
ⅰ) SOC 건설사업 ⅱ) 대형시설‧장비구매 ⅲ) 기타 직접사업 ⅳ) 인건비‧기관운
영비 등으로 구분되며, 간접 수행사업으로는 ⅰ) 출연‧출자사업 ⅱ) 융자사업
ⅲ) 자치단체보조사업 ⅳ) 민간보조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비교적 자세하게 재정
사업의 유형구분을 하고 있다.
이 중 SOC 건설사업의 유형구분은 다음의 <표 2-1>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
이 매우 광범위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도로, 항만, 공항 등의 토목공사와 건축
공사를 포함하여 정의하고 있다. 특히 토목공사에 있어서 도로, 철도, 공항, 항만,
수자원, 물류, 주택, 민자 사업, 농업개발 등 그 대상영역이 매우 광범위하게 설정
되어 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SOC 재정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의미
5) 공공재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비경합성(non-rivalry)과 비배제성(non-excludability)을 들 수 있음. 비경
합성이란 어떤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 가능성을 줄이지 않는 성격을 말하며, 비배제성이란
대가를 치르지 않은 사람의 소비를 배제할 수 없는 특성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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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재원의 조달방식, 수행방식과 관계없이 정부의 재정에 의해 수행되는 사업
으로 정의될 수 있다.
<표 2-1> SOC 사업의 주요 내용
구 분

개 념

특 성

종 류

주요 내용

 도로‧항만‧공항 등 토목공사
 청사‧학교‧도서관 등 건축공사
‧ 총 사업비 관리대상, 계속비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민간자본
보조사업 등
 성과가 재정투입 완료이후 발생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발생되므로
타당성조사 결과와의 비교‧분석 등 사후평가가 중요
 부실공사 방지, 예산절감 등을 위한 사업관리가 중요
 갈등 관리, 각종 영향평가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
 토목공사
‧ 도
로 : 고속도로, 국도, 국지도, 국대도, 산단 지원도로, 광역도로
‧ 철
도 : 고속철도, 지하철, 일반철도, 대도시 전철망
‧ 공
항 : 인천국제공항, 지역공항
‧ 항
만 : 국제항만, 지역항만, 어항
‧ 수 자 원 : 댐 건설, 하천정비,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 물
류 : 복합 화물터미널, 국민임대 산단
‧ 주
택 : 임대주택 건설
‧ 민자사업 : BTL, 민자 지원사업 등
‧ 농업개발 : 용수개발, 수리시설, 저수지 준설, 간척지 조성 등
 건축공사
‧ 청 사‧연구소 건축사업 : 신축, 증‧개축, 이전
‧ 공 공
용 건축사업 : 교정시설, 교육시설, 도서관, 박물관 등
‧ 특정 정책수행 건축사업 : 문화 컨텐츠 콤플렉스, 우주센터 개발 등
‧ 법정시설‧필수 설치시설 : 하수처리장, 폐기물 처리시설 등

자료 : 기획예산처 2006.「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

하지만 좁은 의미에서 본다면 토목공사가 주로 그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으
며, 이중에서 정부의 100% 재정에 의한 사업과 정부의 출자에 의한 사업으로 한
정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연구자에 따라 SOC 재정사업은 도로, 철도, 공
항, 항만 등 교통시설과 수자원 시설 사업 등으로 분류하기도 하지만, 교통시설
과 수자원, 물류 등을 포함하여 SOC 사업 혹은 투자로 정의하는 것이 보통이다.
아울러 SOC 재정사업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신규 시설물 공급
을 위한 사업과 유지관리, 운영을 위한 사업 등이 그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신규
제 2 장∙SOC 재정사업 사후평가의 이론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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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기반시설의 공급을 위한 투자사업의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종합하여 볼

때, SOC 재정사업은 “ 정부의 재정 지원 및 출자에 의해 수행되는 SOC 신규건설
투자사업”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SOC 분야로서는 도로, 철도, 수자
원(댐) 사업을 대상으로 SOC 신규 확충사업으로 정부의 100% 재정에 의해 혹은
정부의 출자에 의해 수행되는 건설 사업이다. 따라서 민자 사업, 중앙정부의 지
자체 보조사업, 연구개발 사업 등은 본 연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2) 사후평가의 개념 정의

일반적으로 사업의 추진단계를 기준으로 볼 때 평가의 유형은 다음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사전평가(ex-ante evaluation)6)로 사업의 착수이전에 사업의
경제성, 타당성과 정책적 요인 등을 분석하여, 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것으
로 사업결정의 이전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평가를 의미한다. 우리의 경우 기획예
산처에서 관리하는 예비타당성조사와 사업추진주체가 수행하는 타당성 조사가
여기에 해당된다.
둘째, 과정평가7)는 사업의 추진과정에서의 성과점검과 추진활동을 평가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사업집행과정에 평가의 초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사업의 추진상의 점검
수준의 평가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후평가(ex-post evaluation)는 사업이 완료된 후 일정한 기간이 경
과하여 사업의 수행으로 인한 효과, 사전목표 대비 사업추진후의 목표의 달성도,
효과 대비 비용의 정도를 의미하는 효율성 평가 등 사업의 성과평가 및 효과평가
가 그 목적이며, 이러한 평가정보는 향후 사업계획에 반영되거나, 사업의 추진방
향의 재설정, 예산구조조정 등 여러 가지로 활용이 가능하다.

6) 사전평가는 주로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투자심사 등의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분석적 활동
을 의미함. 이 경우 appraisal의 의미에 가까움
7) 과정 및 집행평가는 사업집행 중 모니터링(monitoring) 활동 등을 통해 사업추진상의 문제를 개선하
고 집행전략을 수정하는 등의 활동임. 즉 사업관리활동이 주로 여기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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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평가를 단위사업 차원의 평가에 국한하는 경우 공사완료 후 단위사업계획
에 따른 집행,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며, 사후평가를 사업완료 이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사업의 효과를 충분히 시현할 시점을 채택하여 평가하
고, 향후 시설물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사후평가로
개념을 정의하는 경우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후평가의 개념을 프로그램의 특정시점에서 이미 완료된 단위
프로젝트(세부 단위사업)의 집합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계획 및 집행, 성과 등 추
진단계에 따른 평가항목을 토대로 회고적으로 평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
념을 정의하고자 한다. 프로그램 및 정책은 완료시점이 분명하지 않으며, 특히
SOC 프로그램의 경우 지속적으로 사업이 채택 추진되는 과정적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특정 평가시점(1년 단위 혹은 2년 단위)에서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기 수
행된 프로젝트들을 중심으로 프로그램 계획과 연계하여 평가하는 시스템을 채택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이 감안되었다.
이와 같이 사후평가로 정의하는 이유는 단순히 사업의 효과만을 사후적으로 평
가하는 경우 평가결과 효과가 있는지의 여부를 정책목표, 성과목표의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이 어려우며,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고 해결하여야 하는 문제의 정도
에 비해 사업으로 인한 문제의 해결정도를 반영하는 데 한계를 가지기 때문이다.

2) 프로그램의 개념 정의
프로그램의 정의는 여러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외의 프로그램의 정
의에 대해 논의하고 본 연구에서 프로그램의 정의를 구체화 하고자 한다. 프로그
램의 정의가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하는 이유는 본 연구의 평가대상이 되는 프로
그램의 식별 및 확인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은 정책과 그 의미가 매우 모호하고 연구자 및 실무자들
이 사용하는 용어도 매우 다양하다. 우선, 정책의 개념은 “바람직한 사회 상태를
이룩하려는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려는 정책수단에 대해 권위 있는 정부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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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한 기본방침”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 정의에 따를 때, 프로그램은
집행을 위하여 구체화된 정책수단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하위
수단인 정책과 거의 동일하게 사용되기도 한다.8) (정정길, 1989)
즉 정책이나 프로그램은 동일한 정책 및 프로그램의 목표 혹은 목적을 달성하
는 구체적인 수단(활동)들이 되며, 정책 및 프로그램의 대상범위 및 활용의 수준
도 그 포괄범위가 매우 달리 설정된다. 상위의 정책목표- 하위목표- 프로그램 목
표-하위 목표- 활동 및 수단 등의 위계구조 속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정책이나 프
로그램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정의의 예들을 살펴보면, 프로그램을 “동일한 정책목
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 묶음”으로 정의하기도(디지털 예산⋅회계기획단, 2004)
하고, 미국 JFMIP(Joint Financial Management Improvement Program)는 프로그램을
“기관 고유의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상정한 동일 목적 내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

한 활동들의 체계적인 집합”으로 정의하고 있다. 미국의 회계감사원(General
Accounting Office: GAO)은 성과측정 및 평가의 차원에서 프로그램(program)을 “

확인 가능한 목적이나 목표를 가진 활동(activity), 프로젝트(project), 직무
(function), 또는 정책(policy)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GAO 2005). 아울러, 프로그램 평가(program evaluation)는 프로그램이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나 필요시 수행하는 체계적인 평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일본의 경우, 정책평가란 “국가의 행정기관이 주체가 되어, 정책의 효과 등에
관하여 측정 또는 분석하여, 일정한 척도에 비추어 객관적인 판단을 하는 것으로
정책의 기획 입안이나, 거기에 기초를 둔 실시를 적절하고 확실하게 실시하는 것
에 이바지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며, 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행정기관이 관장하는 광의의
8) 특정한 프로그램은 정책을 구체화시킨 것이며, 정책집행과정에서의 활동이 만들어내는 프로그램이
구체적인 정책이라는 지적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된다. D. MacRae and J.Wilde, Policy Analysis for
Public Decision(Belmont :Duxbury Press, 1979).p. 12 김명수, 공공정책평가론(서울: 박영사, 1987),
pp.37~40.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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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은 협의의 정책, 시책, 사무사업 등 그 수준은 다양하고 매우 애매하기 때문
에, 정책평가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이며 적절하고 명확하게 실시하기 위해서는
「정책(협의)－시책- 사무 사업」등의 정책 체계를 미리 명시하여 적용하고 있
다.(정책평가의 실시에 관한 가이드라인, 2005. 12)
이에 의하면, ‘협의의 정책’은 특정의 행정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
침을 실현할 목적으로 하는 행정 활동의 큰 집합체를 의미하고 ‘시책’은 상기의
「기본적인 방침」에 근거하는 구체적인 방침을 실현할 목적으로 하는 행정 활동
의 집합체이며, 협의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책이나 대책이고, 사무
사업은 상기의 「구체적인 방책이나 대책」을 구현하기 위한 개개의 행정 수단으
로서의 사무 및 사업이며, 행정 활동의 기초적인 단위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개념정의에 의할 때 동일한 프로그램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들의 집합이나 사업의 묶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나의 프
로그램은 최소한 동일의 목적이나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
양한 활동이나 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정부에서도 성과목표 관리체계 하에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통한 재
정사업의 체계적 평가 및 관리를 위해 「프로그램 예산구조 설정지침(’06.2)」을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다.(기획예산처, 2006). 이에 따르면, 프로그램(인건비, 기본
경비 등으로 수행되는 부처공통의 행정지원 프로그램은 제외)과 그에 속하는 단
위사업을 구분하고 단위사업을 구성하는 세부단위사업(프로젝트)으로 예산구조
를 설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기본 구조는 다음 <그림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전에는 예산의 구조가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목, 세목 등으로 구분되는
품목별 예산구조 방식에서 분야- 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 등으로 구분
하고 있다. 이를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수송 및 교통 분야를 기준으로 하여 정리
하면 수송 및 교통 분야 - 도로부문 - 고속도로건설(프로그램) - 고속도로 조사
설계(단위사업) 등으로 분류가능하다. 이러한 프로그램 예산의 구조 속에서 정책
및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하위 단위사업의 연결 구조를 파악함으로써 정책이나
제 2 장∙SOC 재정사업 사후평가의 이론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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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의 위계에 따른 정책 및 프로그램의 성과 및 효과와 예산의 연계관계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림 2-1>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기본구조
현

①

장

행

개

대기능

①

②

관

중기능

②

③

항

소기능

③

④

세항

⑤

세세항

(대부분) 실·국
(일 부) 사 업

④

편

분야
(수송 및 교통)
부문

⑥

프로그램

(현행)항·세항

(고속도로 건설)

→ (개편)프로그램

단위사업

(현행)세항·세세항

(고속도로 조사․설계) → (개편)단위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고속도로 조사,

* 해당사항이 있는 ·세세항의 지역구분
경우만

⑦

목(49개)

⑧

세목(102개)

→ (개편)분야·부문

(도로)

세부사업
세사업

(현행)장·관·항

고속도로 설계 등)

·단위사업을
구성하는 최소단위

등
⑤

편성비목(9개)

⑥

통계비목(54개)

·성질별분류

이상의 프로그램의 정의와 정부 프로그램 예산구조설정 지침에 의해 본 연구
가 대상으로 하는 SOC 사업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 <표 2-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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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SOC 건설사업부문 구성 예
부 문

도 로

철 도

수자원

프로그램

고속도로 건설

고속철도 건설

용수공급 및 개발

package
사업
혹은

․고속도로 조사‧설계
․고속도로 건설

프로젝트
프로그램

국도건설

․공업용수도 건설(출자)
․경부고속철도건설지원 ․지방산단 공업용수도 건설
․호남고속철도건설지원 ․광역상수도 건설(출자)
․지방‧광역상수도(보조)
일반철도건설지원

댐건설 및 치수능력증대

․일반철도건설
․시 관내 국도대체우회
․치수능력증대사업
수원-천안2 복선 전철,
도로 조 사‧설계
섬진강댐 재개발,
천안-온양온천복선 전철,
․시 관내 국도대체 우회
영천댐 비상여수로 설치,
장항선 개량,
package 도로 건설
수어댐 치수능력 증대
경춘선복선 전철,
사업 ․기간국도 7차
․댐 건설
덕소-원주복선 전철,
혹은 ․기간국도 8차
감포댐 건설,
영동선 이설,
탐진댐
건설,
프로젝트 ․기간국도 9차
조치원-대구 전철화,
한탄강댐 건설,
․기간국도 10차
인천국제공항철도 건설,
성덕댐 건설 등
․지역 간선국도 1차
동해-강릉전철화 등
․댐 운영지원
․지역 간선국도 2차
․철도 BTL지원
프로그램

도로관리

철도안전 및 운영

package ․국도시설안전(총액계상) ․철도공사지원(일반)
사업 ․국도유지관리
․철도공사지원(교특)
혹은 ․국도유지보수(총액계상) ․철도공사지원(재특)
프로젝트 ․국도시설개량(총액계상) ․철도시설공단지원
프로그램

민자도로건설 및 관리

광역철도건설

․민자유치사업지원
․민자유치접속도로 지원

․광역철도건설지원
청량리-덕소복선 전철,
의정부-동안복선전철 등

지자체 도로건설지원

도시철도건설

package
사업
혹은
프로젝트
프로그램

하천관리 및 홍수예보

․국가하천정비지원
․굴포천치수
․수문조사 및 홍수예보 지원
․지방하천정비지원
․하천재해예방(균특)

package ․국가지원지방도(교특)
사업 ․국가지원지방도(균특)

․지하철건설
․대도시권교통혼잡도로 ․경량전철건설지원
프로젝트 ․광역도로
혹은

자료 : 건설교통부 사업예산 분류를 토대로 작성

이상의 SOC 분야의 경우, 도로, 철도, 수자원은 부문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도로부문의 경우 고속 도로, 국도 도로관리, 민자 도로 건설 및 관리, 지자체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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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지원 등의 프로그램이 설정되고 있고, 이에 따른 단위사업 및 세부 사업이
구성된다. 특히 SOC 부문의 경우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의 목표 설정방식에 따라
건설(construction),유지관리(maintenance),안전(safety),운영(operations)등으로 구분
이 가능하고, 본 연구에서는 “건설” 프로그램에 초점을 두고 프로그램 평가 모형
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음 <그림 2-2>는 건교부의 2005년 SOC 부문의 성과목표체계를 정리한 것이
다. 즉, 이와 같이 SOC 분야의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프로그램, 단위사업의 관계
를 식별하고, 이러한 위계구조 속에서 ‘프로그램’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분류방식을 따를 때, 본 연구의 평가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
은 프로그램 및 단위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2> SOC 확충을 위한 성과목표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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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그램 평가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1) SOC 건설 프로그램 평가의 필요성
프로그램은 정책목표를 실현하는 실질적인 수단인 단위사업들의 구성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위사업들과 정책목표를 연계해주는 중요한 수단이라 할 수 있
다. 단위사업에 대한 평가만으로 정책목표의 실현정도를 가늠하는데 한계가 있
기 때문에 프로그램별 평가가 필요하다.
즉,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하나의 프로그램 수준의 사업으로 규정하고 사후평
가 모형을 구축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하위의 개별 고속
도로 건설 사업이 있다. 이것은 ○○○ 고속도로건설사업 등이 그 예에 속한다.
이러한 고속도로 사업은 국가도로망계획 및 고속도로 정비계획 등에 따라 개
별단위사업으로 혹은 동시에 추진된다. 이러한 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사후평가
는 개별사업별 평가를 통해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최종 평가하는 방법도 있을 것
이며, 고속도로 건설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목표를 토대로 이를 측정 가능
한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특정 시점에서의 성과와 이전의 성과와의 차이를 고속
도로 건설의 효과로 측정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개별 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전체 고속도로 사업의 효과를 보는 방
법은 특히 사업의 집행과정에서의 공기, 공사비 등의 변화 등을 집계하여 전체적
으로 고속도로 사업의 수행에 공기, 공사비의 증감이 어떠하다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개별 단위사업의 평가정보를 통합하여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것
이 그것이다.
이 경우 특정한 시점에서 완료된 사업을 대상으로 종합평가하는 것이 될 것이
다. 하지만 사업의 파급효과분석에서는 개별 단위사업별로 입지적 특성에 따라
파급영향이 달리 나타날 것이므로 공간적 범위(교통 죤)를 설정하여 여러 사업으
로 인한 파급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이와 같이 프로그램 단위의 평가는 개별 단위사업 평가에 따른 부분 최적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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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해소하고 교통체계 및 고속도로망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가능하다는
의미에서 매우 유용하고, 사업 간의 중복 투자에 의한 비효율성의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높은 사업 수준의 평가가 이루어짐으로써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총액배분 자율예산편성 방식에 부응하고, 교통시설 부문 간의 자원의 효율적 배
분결정에 활용이 가능함으로써 부문 간 예산조정의 기반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프로그램 수준의 사업평가는 하나의 프로그램이 동일한 정책목적을 지향
하는 단위사업들의 집합이므로 정책-프로그램-프로젝트의 연계구조 속에서 사업
평가가 가능하게 되며, 프로그램은 지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개별 단위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수행 완료 이후 지속적인 효과의 추적이 어려운 데 반해 프로그램
수준의 평가의 경우에는 특정 평가시점을 기준으로 추진이 완료된 개별 사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지속적으로 주기를 가지고 평가하는 경우 신규 완료사업의 효과
를 이전의 완료사업 효과(성과)를 기준으로 비교 가능함으로써 신규투자완료 사
업의 효과를 비교적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데 그 유용성이 있다 할 것이다.
또한, 프로그램 평가는 정책목표의 설정이 올바른가의 여부와 정책추진이 적
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판단함으로써 정책목표의 수정이나 전환 또는 폐지를
결정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프로그램의 구성이 정책
목표를 실현하는데 합리적으로 구성되어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
다. 이러한 논의에 대해서는 사회적 인식과 합의가 공유되어야 한다.
SOC 부문의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단위 사업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있어 정책

목표연계 구조를 토대로 한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
황에서 개별 단위사업을 넘어서는 프로그램(단위사업)단위의 평가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현행 SOC 사업의 평가는 부문별 평가의 어려움 때문에 세부단위
사업 평가에 치중하여 정책, 프로그램으로 인한 효과 혹은 성과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운영 과정에서 특히 SOC 재
정사업의 경우, 세부 단위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결과지표(outcome indicator)를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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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어, 주로 진행 중인 사업을 대상으로 한 과정 및 산출
지표(공정율 등)에 치중함으로써, 사업의 수행의 효과 즉 결과에 대한 판단이 매
우 미흡하다는 문제를 가진다.
아울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 의한 500억 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 적용되
는 사후평가 제도도 세부 단위사업을 대상으로 평가가 이루어지지만, 사업 완료
후에 건설기간, 건설공사비, 건설 사업으로 인한 영향과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있다.9) 타당성조사 결과 등 사업계획시의 목표달성 여부 등 개별단위
중심의 효과분석으로는 프로그램 단위의 평가를 통한 총액예산배분 구조의 조정
에는 한계가 있다. 즉 고속도로 프로그램에 대해서 신규건설부문에 투자를 계속
할 것인지, 유지관리부문에 투자를 계속할 것인지, 고속도로체계 개선에 투자를
할 것인지의 여부를 평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은 평가를 통해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대한 투자 규모가 설정되는 경우
이에 따라 개별사업에 대한 사전 및 사후평가를 통해 투자우선순위를 설정하여
효과가 있는 사업에 투자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개별 단위사업 간의 연계를 통한 사업부문이 형성되고, 이러한 사업부
문을 통해 상위 정책목표가 달성되도록 하는 목표-수단 간의 위계구조를 고려한
평가의 틀이 형성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10) 특히, SOC 시설물의 건설사업의
경우 건설 중인 사업의 평가는 사업 관리적 측면을 크게 벗어나기 어렵고, 재정
사업 자율평가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사후평가 모형이 부재한 실정이다.

2) 프로그램 평가의 기대 효과

9) 건설기술관리법은 건설기술 수준의 향상과 시행의 적정성 확보,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 확보(제1
조)하는 것이 목적이다. 건설기술의 정의에 “평가”를 포함하고, 사후평가 의무화(38조의18)하고 있
다.
10) 예를 들어, 특정 도로건설사업(국도-호선 건설사업)은 전체 도로망 체계에서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이러한 도로망 체계의 구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목표(교통소통율)라는 위계구조 속에
서 단위사업이 평가되어야 함. 이러한 단위사업을 패키지로 한 “국도건설사업”, “전국 지방도 건설
사업”, “국도대체 우회도로사업“, ”국가지원 지방도사업” 등과 같은 사업부문에 대한 사후평가가
도로정책 수립에 있어 의미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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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단위의 사후평가를 통하여 사업의 효과성, 효율성 등 성과평가가 가
능하고 이를 통해 정책결정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예산배분의 효율
성에 기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업부문 평가의 목적은 정책결정자에게 더 나
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책결정의 합리성과 “사업에 대한 책임성” 확보, “의사
결정의 합리성” 제고, “예산배분의 효율성” 제고 등이다.
<표 2-3> 사업평가의 기대효과
구

분

의사결정의
합 리 성
제

고

예산배분의
효 율 성
제

고

책 임 성
확

보

기대효과

사업평가를 통해 사업이나 정책의 영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
책 결정자들이 공공사업의 가치를 판단하고, 새로운 사업계획을 수립하
는데 도움을 줌
정보제공을 통해 사업집행담당자들이 사업의 개선의지를 찾게 됨
사업 간의 우선순위를 결정함으로써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효과적 배분
이 가능해 짐
정보공개를 통해 기관운영의 원칙을 마련하고, 운영의 자율성, 투명성,
책임성을 증진시키게 됨
정부의 역할을 재검토함으로써 민간부문의 역할이 확대되고, 공공사업
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음

3. 사업 평가 관련 이론
1) 사업 평가의 유형
사업 평가는 평가목적, 평가시점, 평가주체에 따라 다음 <표 2-4>와 같이 여섯
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평가목적에 따라 운영평가, 효과평가로 구분이 가
능하며, 평가시점에 따라서는 사전, 중간평가, 사후평가로 평가주체로서는 내부
평가, 외부평가 등이 그것이다.
우선, 평가목적에 따른 구분으로 운영평가와 효과평가를 들 수 있다. 운영평가
는 사업집행평가의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사업의 관리와 집행과정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평가의 유형이다. 특히 효과평가와의 구분이 어려워

26

공공사업 평가를 통한 사업관리 및 집행상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효과평가와 동
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실제 사업 담당자의 업무개선 등을 위해 활용이
된다.
<표 2-4> 사업평가의 유형별 장‧단점
구

분

정의‧목적

운영 사업의 관리와
평가 평가
목적
효과
평가
중간
평가
평가
시점

집행을 위한
개선방안 모색
사업의 본질적
효과성 검증
사업집행 도중
실시하는 평가

사후 사업 완료 후
평가 실시하는 평가
내부 사업집행기구
평가

에서 내부인력
으로 평가

평가
주체 외부 외부인력에
평가

의한 평가

특징 및 장‧단점

사업관리 주체들을 위해 실시함
효과평가와의 구분이 어려워 공공사업의 개선의 경우,
병행하여 실시해야 함
사업집행과 무관한 이해관계자들을 위해 실시
활용 주체나 사업평가의 실시이유 파악에 도움
사업의 산출물에 중점을 둠
영향에 대한 체계적 분석은 실시하지 않음
효과평가의 성격이 강함
사업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운영평가의 성격임
사업의 영향이 발생되기까지는 긴 기간이 필요함
사업목적과 수단을 재점검‧개선하는 기회를 제공
의사결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수행 인력과 시간 확보가 어려움
평가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가 곤란
사업의 독립성‧객관성‧전문성 제고에 유용함
평가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사업내용이나 사업과 관련된 환경에 대한 이해부족,
외부평가자들의 권고사항이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적음

이에 반해 효과평가는 사업의 수행으로 나타나는 본질적인 효과에 초점을 두는
평가 유형이다. 이러한 효과평가는 사업시행 주체와 관계없는 이해관계자를 위한
평가로 활용이 되며, 효과평가를 통해 사업의 지속적 추진여부, 사업방향의 전환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 효과평가는 사업의 시행이후 의도한 목표에 맞도록 효과
가 발생하였는가? 이러한 사업이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될 필요성이 있는가? 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며, 사업의 추진결과 효과여부에 따른 행정책임성의 확보
등에도 유용한 평가유형이다. 하지만, 효과의 측정과 실제 사업으로 인한 효과인
가? 등을 분석하는 데는 상당히 많은 노력과 시간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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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평가시점에 따라 구분하는 경우 중간평가와 사후평가로 구분 가능하다.
사전평가의 경우, 정책 및 사업대안의 모색과 사업투자평가 등 사업 분석의 성격
을 가지므로 여기서의 평가유형에서는 제외한다. 중간평가는 사업의 추진중간의
시점에서 실시하는 평가로 사업의 산출물에 초점을 두게 된다. 즉 SOC 건설사업
의 경우 시설물의 공급 등 산출물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되며,
이러한 시설물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목표 및 효과 등에 대한 평가는 중간
평가에서는 제외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중간평가에서는
사업의 효과 및 영향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으며, 시설물의 공급과정에서의 산출
성과목표의 달성율 등 점검평가가 그 핵심이 된다. 이에 비해 사후평가는 사업
및 프로그램의 실시 이후의 성과 및 효과, 영향을 평가는 것으로 주로 “효과”평
가에 초점을 두게 된다. 효과의 평가에 있어서 직접적인 효과, 간접적인 효과 등
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사업의 영향은 사업의 종료 이후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후평가는 사업의 전달체계 개선 등을 위한 운영평가
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평가업무를 누가 수행하는 가에 따라 내부평가와 외부평가로 구분
이 될 수 있다. 내부평가는 사업수행주체의 내부 인력이 중심이 되어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의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는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해당 대상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시행한다는 점에서 내부평가에 해당된다. 이러한 내부평가는
책임성의 여부를 묻기보다는 평가를 통한 업무의 개선, 사업수행방식의 합리적
운용 등에 그 목적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내부평가는 평가의 객관성 및
신뢰성의 확보가 어렵고, 이를 수행할 인력과 시간이 없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평가의 단점을 보완하여 제도를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하지만, 내부평
가는 사업결정 및 수행주체가 누구인가 보다는 사업의 문제점, 성과에 대해 정확
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 실질적인 업무개선이나 사업의 합리화에 유용하도록 활
용이 가능하다. 이에 반해 외부평가는 사업의 효과에 대한 객관적, 독립적 평가
가 가능하여 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유용하다. 하지만 사업내용이나 사업
과 관련된 환경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 있을 수 있으며, 내부자의 비협조적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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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도 평가수행과정에서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아울러, 외부평가자의 평가
결과가 내부의 의사결정자로 하여금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도 미흡할 수 있다.

2) 사업평가 내용에 의한 유형
사업평가는 객관적인 측정과 체계적인 분석을 통하여 사업이 의도된 결과
(outcomes)를 어떠한 방식으로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지에 관한 하나의 ‘사정
(assessment)’이다. 사업 평가는 다음과 같은 4가지의 종류가 있을 수 있다.

첫째, 영향 평가(Impact Evaluation)다. 영향평가는 프로그램의 측정 가능한 결
과(outcomes)를 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의 결과와 비교하기 위해 경험적
자료를 이용한다. 영향평가는 프로그램평가의 가장 높은 기준으로 흔히 가장 어
렵고 구성과 해석에 많은 비용을 수반한다.
둘째, 결과평가(Outcome Evaluation)다. 결과평가는 프로그램이 결과지향적 목
표를 달성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며, 이 평가는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하
기 위해 양적 방법을 사용한다. 하지만 영향평가와 같이 엄격한 인과 분석(causal
analysis)을 시행하는 것은 결여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평가는 사전에 프로그램의

성과(결과)목표 및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의 설정이 중요하고, 이러한 지표를
통해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성과평가제도는 이러한 맥락의 평가에 해당되는 것이다.
셋째, 과정평가(Process Evaluation)는 프로그램이 의도된 바대로 작동이 되는지
를 평가하는 것이다. 진정한 과정평가는 객관적인 측정지표와 분석을 사용하지
만, 매개 요인과 결과간의 인과관계를 평가하는 것이 결여되어 있다.
넷째, 비용-편익 및 비용-효과성 분석(Cost-Effectiveness Analyses)이다. 이는 프
로그램의 산출 혹은 결과를 이러한 산출을 만들어내는 데 소요한 비용과 비교하
는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분석은 현존의 프로그램에 체계적으로 적용되고 측정
가능한 산출 혹은 결과가 화폐화될 수 있는 경우 프로그램 평가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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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 평가의 주요 관점
사업(프로그램)의 목표가 프로그램의 진행과정을 거쳐 어떻게 운영되는 지를
중심으로 볼 때, 프로그램 평가의 주요 관점(기준)은 다음 <그림 2-3>에서 보는
바와 같다.( Nagarjan & Vanheukelen, 1997) 이 그림은 사업평가의 주요 관점과의
상관관계를 도식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그림 2-3> 사업평가의 주요 관점

자료 : McDavid, James C. and Laura R. L. Hawthorn. 2005. p. 20

위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적절성(relevance)의 평가관점은 사회의 수요와 관
련하여 프로그램의 목표가 어느 정도 관련성을 가지고 적절한가를 판단하는 평
가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다. 프로그램의 채택은 사회의 수요 및 사회문제 등에
기초하는 것으로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의 문제나 수요를 해소 및 대처하
기에 적절한 수준인지가 프로그램의 목표의 설정과 관련하여 평가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적절성은 실제 결과(actual outcome)와 수요(요구)
와의 관계 즉, 실제 결과의 수요만족도나 부응도를 의미하며, 프로그램의 목표가
수요를 반영하여 적절하게 설정되었는가의 여부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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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적합성(Adequacy)은 실제 프로그램의 결과가 수요에 어느 정도 부응
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실제 결과가 프로그램이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
수요를 어느 정도 해결하고 있는 가의 관점에서의 평가기준이다.
이상의 목표의 적절한 설정이 이루어진 이후,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원 및 예산, 인력 등의 투입과 집행활동이 이루어지고, 이 결과 직접적인 산출
이 이루어진다. SOC 재정사업의 경우 직접적인 산출은 SOC 시설물이며, 이러한
산출을 통해 실제 달성하고자 하는 결과(Actual Outcome)가 나타난다. 이 경우 산
출과 실제의 결과간의 관계를 통해 사업의 효과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통상적인
의미의 효과평가가 여기에 해당된다. 프로그램의 집행으로 소기의 효과가 발생
하였는가? 효과의 발생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관점에서의 평가가 여기에 해당
된다.(위 그림에서는 효과성(1)로 표기)
이에 반해 프로그램의 목표설정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와 이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지표를 사전에 설정한 경우 사전에 설정한 목표에
비추어 실제에 발생한 결과(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하는 관점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는 프로그램의 실제 결과가 사전에 설정된 목표에 비해 어느 정도
인지를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평가관점을 제공한다. 정부 성과목표관리제도
및 재정사업자율평가 등이 사전에 목표를 분명히 하고, 이러한 목표의 성과를 측
정할 수 있는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통해 프로그램 집행 이후 성과의 달성 여
부를 통해 평가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평가의 관점에 기초한 것이다.(위 그림에
서는 효과성(2)로 표기)
다음으로 기술적 효율성(Technical efficiency)의 관점이다. 이는 투입과 산출 간
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투입비용과 산출의 직접적 효과간의 관계를 의미한다.
재정을 통한 SOC건설프로그램의 재정투입에 비해 구축된 시설물(output)간의 관
계를 의미하는 효율성으로 사업의 성과와 비용간의 기술적 관계를 의미한다.
이에 반해 비용-효과성기준은 실제 투입비용과 실제의 결과간의 관계를 의미
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효율성의 기준에 해당된다. 비용에 비해 실제의 결과가 나
은 경우 효율성이 있는 것이 되며, 투입된 비용에 비해 결과가 미흡한 경우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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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마지막으로 비용-편익 분석기준은 투입의 사회적 가치와 결과의 사회적 가치
간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장 포괄적인 관점을 취하는 것이며, 측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프로그램 평가는 적절성, 적합성, 효과성, 효율성, 비용효과성, 비용-편익 등 여러 가지의 관점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사업평가의 관점
으로 일반적으로 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효용성, 그리고 지속가능성 등이 사용
되고 있으며, 실제 국가별 사업평가의 적용은 프로그램의 성격, 평가의 목적 등
에 따라 특정의 관점이 부각되어 적용되기도 한다. 일본에서는 사업 및 정책평가
의 관점으로 필요성, 효율성(투입 자원의 량에 알맞은 산출(output)를 얻을 수 있
을까), 유효성(기대되는 결과(outcome)를 얻을 수 있을까) 공평성(정책 효과의 수
익이나 비용의 부담이 공평하게 배분 되는가 등), 우선성(priority)(상기 관점에서
의 평가를 근거로 하여 다른 정책보다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가
등) 등을 적용하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정당성(rationale), 영향과 효과(impacts and effects), 목적의 달성
여부(objectives achievement), 그리고 대안(alternatives)을 사용하다(Treasury Board
of Canada, Secretariat, 1981). 이후에는 적절성(relevance), 성공여부(success), 그리

고 비용-효과성(cost-effectiveness)의 3가지를 사용하고 있다. 이들 중에서 가장 대
표적인 것은 효율성 및 효과성이다. 효율성은 “투입된 자원에 부응하여 결과가
얻어질 것인가? 혹은 이미 결과를 얻었는가?”, “보다 적은 자원으로 요구된 결과
를 얻을 수 있는 다른 정책 혹은 프로그램이 존재하는가?”, “보다 나은 결과를
동일한 자원으로 얻을 수 있는 다른 사업 혹은 정책이 존재하는가?” 등으로 판단
가능하다. 다른 한편, 효과성은 “특정한 정책 혹은 프로그램의 집행으로 예상된
결과가 달성될 것인가? 혹은 이미 결과가 달성되었는가?”에 대한 것이다.
EU(1997)에서는 사업평가의 관점으로 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효용성, 지속가

능성 등을 설정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2-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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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사업평가의 관점
캐나다

EU(1997)

일본(2001)

(1981)

(1991)

적절성

정당성11)

적절성

필요성

효율성

대안12)

비용효과성

효율성

성공여부

유효성

-

공평성, 우선성

효과성
효용성
지속가능성

효과13)

영향과

목적의 달성 여부

-

-

4) 프로그램 평가의 몇 가지 중요 유형
(1) 목적에 근거한 평가

목적지향적 평가는 프로그램이 전반적, 사전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였는가?하
는 질문에 대응하는 것이다. 프로그램이 미리 설정된 목적 혹은 목표에 어느 정도
부응하는 지를 평가하는 것이 주요 평가의 내용이다. 이러한 평가에 있어서는 평
가설계 시 평가자가 프로그램의 목적에 도달하였는지를 알고자 할 때 이용한다.
이러한 평가의 주요 질문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프로그램의 목적(목표, 적용
가능하면)이 어떻게 설정되었는가? 이러한 목표설정과정은 효과적인가? ② 목표
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의 진행 상태는 어떠한가? ③ 프로그램 집행이나
운용계획에 구체화된 시간계획에 따라 목적이 달성될 것인가? 만약 그렇지 않
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④ 프로그램 운영인력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
11) 사업의 정당성은 “사업이 어느 정도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것임. 여기에는 다음의 질문이 해당됨.
즉, “사업의 목표와 의도가 어느 정도 적절한가(relevant)?”, “사업의 산출물이 사업의 목표와 일치되
어 있으며 목표와 효과의 달성에 연결되어 있는가?” 임
12) 대안은 주어진 결과를 달성하는 데 있어 더 나은 대안방식은 없는가?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
보다 비용-효과적으로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고 영향과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대안적 사업은 없는
가?”, “보다 비용-효과적으로 현재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13) 영향과 효과는 사업의 추진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임. 구체적으로 “사업수행의 결과 어떤 영향
과 효과(의도적, 비의도적)가 나타났는가?”, “어떤 방식으로 또 어느 정도로 그 사업이 다른 사업을
보완하거나 다른 사업과 중복되거나 아니면 상충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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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원(예산, 장비, 시설, 훈련 등)을 가지고 있는가? ⑤ 목적을 달성하는 데 보
다 집중하기 위해 우선순위를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 가? (상황에 따라서 이러
한 질문은 평가질문 이상의 프로그램 관리결정으로 간주될 수 있음) ⑥ 시간계획
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 ⑦ 목적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 (목적을 변
화시키기 전에는 노력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이유) 어떤 목적이 추가되거나
혹은 제거되어야 하는가? 이유는? ⑧ 미래에 목적은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는가?
등이다.

(1) 과정에 근거한 평가

과정에 근거한 평가는 프로그램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고 있고 그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한 평가이다. 이러한 평가는 프로그램이 장기 지속
적이고 수년에 걸쳐 변화되어 온 경우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는 평가이다. 이러
한 과정평가의 주요 평가를 위한 질문은 다음과 같다. 이를 통해 과정을 보다 면
밀히 검토하고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우선 ⅰ) 수요자(고객)이 어떤 근거에
서 서비스 및 산출물이 요구된다고 결정하는가? ⅱ) 서비스 및 산출물의 전달을
위해 사업주체에게 무엇이 요구되는가? ⅲ) 서비스 및 산출물의 전달방법에 대
해 사업주체는 어떻게 훈련되었는가? ⅳ) 고객이나 수요자는 프로그램에 어떻게
참여하는가? ⅴ) 고객이나 수요자에게 무엇이 요구되나? 등이다.

(2) 결과에 근거한 평가: 수요자 편익의 확인

결과에 초점을 두는 프로그램 평가는 그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결과기
반의 평가는 고객이 필요로 하는 결과를 낳기 위하여 올바로 프로그램 활동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결과는 참여를 통한 고객의 편익에 있으
다. 결과를 측정하는 데 성공적인 7가지의 단계로는 다음과 같다.
1단계로는 평가대상 프로그램의 주요 결과를 확인하고 2단계에서는 검토하고

자 하는 결과의 선정과 결과의 우선순위 설정, 3단계에서는 각 결과에 측정 가능
한 수단 혹은 지표가 무엇인지를 구체화한다. 이 과정에서 고객과 관련된 핵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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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제시한다. 4단계에서는 고객의 ‘목표점(target goal)’을 구체화한다. 즉 구체
적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고객의 수와 비율 등을 제시한다. 5단계에서는 이러한
지표를 보여주기 위해 어떤 정보가 요구되는 지를 검토하고 6단계에서는 이러한
정보는 효율적, 현실적으로 어떻게 수집될 수 있는가?를 결정하고 7단계에서는
결과의 분석 및 보고가 이루어진다.
5) 프로그램 평가와 성과관리
평가(evaluation)는 주어진 문제나 정책에 관하여 이해관계자들의 불확실성의
정도를 줄이기 위한 정보의 창출 및 통합의 체계적 과정(structured process)으로
볼 수 있으며, 이것은 문제 혹은 가설에 대한 답을 제공하는 데 있다. 평가의
결과는 프로그램이나 정책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에게 정보기반(information
base)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프로그램이나 정책의 효과성(effectiveness)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론으로는 실
제 효과를 통계자료 및 면담 등 심층분석방법론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과 성
과지표 등 지표를 통해 사업의 효과를 측정하여 평가하는 방법이 있다. 후자의
경우 효과성의 평가는 프로그램이나 정책이 의도한 결과를 달성하였는지의 여부
와 어떻게 달성하였는지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에게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을 구축하는 것으로 성과지표를 통한 성과의 측정이 매우 중요하게 된다.
이미 프로그램의 평가와 성과 측정의 통합에 대해 학자들 간의 논란이 제기되
어왔다. 즉 성과측정을 옹호하는 부류와 이에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는 부류가 그
것이다.14) 이에 의하면, 성과지표에 의한 성과측정은 엄밀한 의미에서의 평가와
는 거리가 있다는 회의적 입장이 있지만, 성과측정을 준독립적인 하나의 분야로
보는 것에 한계가 있다면, 이러한 성과측정을 평가에 통합함으로써 프로그램의

14) 하지만 성과측정을 프로그램 평가에 보완적인 것이지 성과측정이 프로그램 평가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평가분야의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성과측정을 평가에 보완적인 것으로 인정하
고 있다.(Newcomer, 1997; Mayne, 2001), 그러나 일부 분야에서는 성과측정을 포함하고자 하는 노력
은 프로그램 평가를 침식한다고 주장한다.(McDavid,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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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과 효과성을 평가하는 동일한 도구와 방법 속에 성과측정이 자리 잡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프로그램 논리모형(program logic model), 연구 설
계(research design), 그리고 측정(measurement) 등은 프로그램 평가와 성과 측정
모두에 매우 중요하다. 프로그램 평가와 성과측정은 성과관리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의 산출에 기여한다. 성과관리는 결과중심의 관리(result-based
management)를 의미하며 성과측정에 의존하는 조직관리 접근방법으로 등장하였

으나 관리자들은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데 참여할 수 있다는 기대가 증가되었다.
사업부문의 평가 및 성과측정 시스템으로부터의 정보는 관리자가 프로그램을 관
리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제하의 재정사업자율평가 제도의 운
영은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의 설정을 통해 프로그램 및 정책이 달성하고
자 하는 목표의 위계를 설정하고, 이를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를 구축함으로써 성
과지표를 통한 정책 및 프로그램의 효과를 파악한다는 점에서 프로그램 관리자
및 운용자의 입장에서 매우 유용한 관리제도로서의 평가이다.
현재 정부에서도 성과예산 제도의 맥락에서 성과목표 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이
러한 맥락속에서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 평가결과는 일
부 예산의 배정에 반영되고 있다. 재정사업 사후평가도 이러한 성과목표관리의
큰 틀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럴 경우 사업평가는 성과관리의 가장 중요한
작업 중의 하나가 되고, 이것의 활용도도 증가될 것이다.

6) 성과 지표의 유형
성과목표의 달성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성과목표를 구성하는 항목들을 선
정하고, 평가지표를 이용하여 이들을 측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평가지표는 다
음과 같은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성과지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 투입(Input)지표이다. 이 지표는 예산‧인력 등 투입물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업의 최종산출을 위한 중간투입물의 목표달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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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에 활용되는 지표이다. 아울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
가를 평가하여, 예산집행과 사업진행 과정상의 문제점을 찾아내는데 도움이 된
다. 예를 들면, 예산집행률(%), 계획에 따른 인력‧재원‧물자의 지원 여부 등이다.
둘째, 과정(Activity/Process)지표이다. 사업진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산출물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사업의 달성정도를 나타낸다. 사업추진을 단계별로 나
누어 각 단계의 목표달성 여부를 평가하며, 사업의 중간점검이 목적이다. 사업진
도 등 사업추진 정도를 중간 점검하는데 도움이 된다. 예를 들면, 계획대비 공정
률(%) 등이다.
셋째, 산출(Output)지표이다. 이는 사업완료 후 나타나는 1차적 결과물이나 산
출물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예산‧인력 등 투입에 비례하여 목표한 산출이 달성되
었나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된다. 도로건설실적 등이 그것이다.
마지막으로 결과(Outcome)지표다. 이는 1차적 결과물을 통해 나타나는 궁극적
으로 얻으려 하는 사업의 효과 달성여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사업이 의도한 최
종 결과의 달성정도를 측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예를 들면, 교통소통율, 접근도,
도로이용자 만족도(%)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상과 같은 성과지표들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즉, 목표
와의 연관성, 왜곡유인지양, 인과성, 명확성, 시의성, 비교가능성, 검증가능성 등
이 그것이다. 이러한 지표의 요건을 감안하여 새로운 지표의 개발에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요건이 미흡한 지표의 경우, 미흡한 요인을 해소하도록 할 필
요가 있다.
도로 인프라 시스템의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한 인프라의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한 도로 성과지표의 예시를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패러미터의 정의는 다음
과 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 즉 효율성/생산성 = 산출/투입, 효과성 = 산출/결과,
지속성 = 영향 혹은 편익/산출 등으로 정의하고, 투입지표는 도로관리를 위한 재
정지출이 여기에 해당된다. 산출지표로는 도로 연장(length of road), 결과지표로
는 연도 단위 km당 차량대수(veh-km/year) - 도로체계의 성능(평균속도, 자동자
운행비용 등)이 여기에 해당되고, 영향지표는 탄소배출과 같은 여러 가지 측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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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가 활용된다. 한 연구에 의하면, 도로체계의 성과평가(An Evaluation of Road
Network Performance)에 활용된 도로체계의 효율성 측정 지표로 도로 성능(road
performance), 도로의 활용성(road availability), 교통 부하(traffic load), 도로 서비스
(road service) 등을 설정하고 있다.

<표 2-6>성과지표의 요건
요

건

내

용

목표와의 연 관 성

달성하려는 목표와 뚜렷한 연관성을 갖는 지표일 것

왜 곡 유인 지양성

원치 않는 결과나 예산낭비를 유발하지 않는 지표일 것
사업수행 주체의 활동이 지표측정 대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하며, 그 책임소재가 분명한 지표일 것
자료를 일관되게 수집할 수 있어야 하며, 쉽게 이해‧사용할
수 있는 지표일 것
진척상황을 수시로 신속하게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일 것
과거의 다른 지표나 유사사업의 지표와 비교할 수 있는 지
표일 것
분명한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검증할 수 있고, 지표측정 과
정도 점검할 수 있는 지표일 것

인

과

성

명

확

성

시

의

성

비 교 가 능성
검 증 가 능성

도로 네트웍의 개발 프로그램(Road network development program)을 예시로 볼
때, 투입요소로 투자(예산 및 자원)를 통해 산출(output; 물리적인 도로 인프라)을
이루고 이러한 인프라의 사용을 통해 결과(outcome: 즉 도로체계에서의 교통간
상호작용)가 나타난다. 도로의 효율성과 효과성은 환경 및 지역공동체에 영향을
미친다(Impact). 이와 같은 활동의 단계 및 일련의 활동은 다음과 같다. 즉 투입
(Input) → 산출(Output) → 결과(Outcome) → 영향(Impact)이다.

성과지표(Performance Indicators) 중 효과성(effectivity)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대상의 능력으로 정의된다. 이것은 단순히 편익 및 비용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능력으로 측정된다. 도로서비스는 도로 개발에
관련되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그것으로부터 펀익을 얻을 때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도로 인프라의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지표가 요구되고 시스
템의 요소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 지를 측정하여 이것이 목표와 부합하는 지
38

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지표의 특성은 첫째, 모든 프로젝트의 단계를 포괄
하는 것이어야 하며(포괄성) 둘째, 모든 프로젝트 단계를 모니터하기 위해 필요
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어야 하며(필요한 정보제공) 셋째, 모든 이해관계자 특
히 정책결정자에게 분명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어야 하며(분명한 정보 제공) 넷
째, 객관적이고 측정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객관성, 측정가능성) 마지막으로 수
적으로 너무 많은 것이 아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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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사업 평가제도 운용 실태 및 사례

본 장에서는 국내의 평가관련 제도의 현황 및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
고자 한다. 우선 정부업무평가제도, 재정부문의 평가제도로서의 재정사업 자율평가제
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상 500억 원 이상 토목공사 등에 적용되는 사후평가제도를
중심으로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으며, 해외사례로서는 미국과 일본의 평가제
도 전반을 개괄하고, 연구 대상으로 하는 SOC 재정사업을 중심으로 한 평가체계 운용
방식, 사례 등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제5장의 사후평가 기반의 강화 방안 도
출에 활용하고자 한다.

1. 국내 평가제도의 운용 실태 및 문제점
1) 국내의 평가제도 현황 및 문제점
(1) 정부업무 평가제도15)

가. 제도개관 및 특징
2006년에『정부업무평가기본법』의 제정을 통한 새로운 정부업무평가는 종전

의 개별적․중복적 평가로 인한 피 평가기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평가범위․

15) 본 내용은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2006. 6)「2006년도 정부업무평가 추진계획」자료를 참
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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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를 통합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서 통합의
의미는 평가시기의 일원화, 평가대상 조정, 평가지표의 조정 등을 통합한다는 의
미이다. 개정된 정부업무 평가제도의 주요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체평
가를 활성화하여 평가계획의 수립, 평가실시, 평가결과의 활용 등 평가시행의 주
체를 국무조정실 등 평가주관기관에서 각 부처로 전환하였다. 부처별 자체평가는
민간전문가 중심의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실시토록 하고 자체평가 담당조직이 이
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다만, 자체평가결과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확
인․점검토록 하여 자체평가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둘째, 성과관리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종전의 단편적 관리에서 체계적 성
과관리를 통해 정부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한 것이다. 즉 평가의 전제가 되는
성과관리계획과 관련된 사항을 제시하도록 하였다.16) 각 부처는 기관의 임무, 전
략목표, 연도별 성과목표 등이 포함된 기관의 전반적인 성과관리 전략계획을 수
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당 연도 성과목표, 성과지표가 제시된 성과관리시행계
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다. 각 부처는 평가결과의 부처 내 조직․예산․인
사․보수 등에 활용을 의무화하고 기획예산처 장관은 예산편성 시 이를 반영하
도록 하였다.
셋째, 평가체제를 재설계하였다. 종전의 정책평가위원회를 폐지하고 「정부업
무평가위원회」를 신설하였다. 국무총리와 민간인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민간
위원 9인 이내, 정부위원 4인으로 구성(15인 이내)하여 평가의 기획․조정․총괄
기능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자체평가위원회」를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하
여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평가학습 및 연구기능을 강화하였다. 이를 통해 평가 및 성과관리
가 공직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평가․성과 관련 학습 및 연구 활동이 확산되도
록 하였다.

16)『정부업무평가기본법』제2조 제 6호에서는 성과관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즉 “성과관리”
라 함은 정부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관의 임무, 중․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
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능뉼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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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구체적인 제도 내용
정부업무 평가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과관리의 주
요 내용으로는 해당 기관이 기본적으로 추진해야 할 임무․비전(미래상)과 이에
기초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당해
연도에 수행하는 정책․사업․과제․임무 등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목표
를 설정하고 이러한 성과목표의 달성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계량화된 성과지표
를 개발하도록 하고 있다. 성과관리계획서상의 성과목표와 정책 등의 추진결과
를 지표에 의해 비교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정책, 자원배분, 인사․조직관리 등에
반영하여 국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하고자 하였다.
성과관리제도의 기본 구조
성과계획의 수립

성과점검

기관의 임무․전략목표,

성과관리에 대한

성과목표․지표 설정 및

이행상황을 반기별로

측정방법 개발

점검

점검결과의 활용
정책수립, 자원배분,
인사․조직 관리에 반영

이에 따른 성과관리 실행방안으로 중앙행정기관은 전략목표, 성과목표(하위
목표), 성과지표 등이 설정된 성과관리전략계획을 수립토록 의무화하였으며, 성
과관리전략계획은 개별법에 의한 분야별 중․장기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
으며, 이러한 성과관리전략계획에는 해당 기관의 임무, 전략목표 등을 포함하고
최소한 3년에 한번 이상 수정․보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다. 평가 대상 및 평가방법
정부업무 평가의 대상기관은 48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그 대상으로 하여 매우 포괄적인 정부무문의 업무 평가이다. 첫째, 중앙정부 평
가의 경우 자체평가와 특정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다. 자체평가는 주요 정
책과제, 재정성과, 인사, 조직 정보화 부문에 대하여 실시하고 관리대상 업무, 고
객만족도, 특정시책에 대하여 국무총리가 특정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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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행정기관의 평가개요는 다음과 같다.
<표 3-1> 중앙행정기관 평가 개요
구 분

평가 시행기관

협조 기관
국무조정실

주요정책과제(25)
자
체
평
가

재 정 성 과(8)
인
조

기획예산처

자체평가위원회

사(5)
직(5)

중앙인사위원회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정 보 화(7)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행정자치부

1. 혁신관리(15)

특
정
평
가

2.
정책홍보관리(15)
3.
대통령지시사항
(+2～-2)
4.
관리대 규제개혁(+1～-1)
상업무
5.
법적의무․권장사
항, 법제업무(5)
6.
정보공개(5)
7.
청렴도(+1～-1)
8.
위기관리(+1～-1)

1. 행정자치부
2. 국정홍보처
3. 국무조정실
4. 국무조정실
국 무 총 리

5. 노동부 등

(정부업무평가위원회)
6. 행정자치부
7. 국가청렴위원회
8. NSC사무처

특정시책(+3～-3)

국무조정실

고객만족도(10)

국무조정실

주 : *주요정책과제 배점(25점) 중에 자체평가 수행노력 5점 포함
자료 :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 2006. 6.「2006년도 정부업무평가 추진계획」

① 자체평가의 대상 업무
첫째, 주요 정책과제이다. 주요 정책과제는 2006년 연두업무 보고과제를 포함
하여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정책과제를 선정하도록 하였다. 올해에는 이행과제
를 중심으로 점검 및 평가대상으로 선정하고 ’07년부터는 단위과제수준으로 평
가하도록 할 예정이다. 주요 정책과제의 평가지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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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주요정책과제 평가지표
평가항목
계획수립의
적절성
성과계획의
적정성
시행과정의
효율성
시행과정의
적절성
목표의 달성도
평가결과
활용도

평가지표

계획수립 시 사전조사, 의견수렴 등을 충실히 이행 하였는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은 적절하게 구비 하였는가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는 적정하게 설정 하였는가
성과목표치 및 검증방법은 적정 한가
과제는 일정계획에 맞추어 추진 하였는가
과제추진을 위한 자원은 효율적으로 집행 하였는가
시행과정에서 행정여건․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응 하였는가
시행과정에서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운영 하였는가
당초 설정한 목표는 달성 하였는가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학습에 활용 하였는가
평가결과를 개인성과 및 차기계획에 반영 하였는가

배점

7
4
6
5
7
5
7
4
40
5
10

자료 : 상동

둘째, 재정성과 부문이다. 이는 재정사업자율평가 대상 및 R&D 사업을 포함한
다. 우선, 일반재정사업은 원칙적으로 10억 원 이상의 예산, 기금이 투입되는 모
든 재정사업을 포함하는데 다만 평가의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한다. 세세항(기
금의 경우 세항)을 기준으로 하되 필요시 사업을 나누거나 평가의 실익이 있도록
사업범위의 재조정이 가능하다. 전체 평가대상 중에서 ’06년도까지의 기 평가 사
항을 제외하고 ’07년도 평가대상 1/3 수준사업을 선정하여 평가한다. ’06년도 기
평가 사업 중 성과정보 등에 중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 재평가(Re-assessment) 실시
하도록 한다.
적용제외 사업으로는 인건비‧기본사업비 등 경상적인 행정경비, 자치단체에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사업비, 정부내부지출, 보전지출, 예비비 및 기타 세출비목
으로만 구성된 사업 등이다.
다음으로 R&D 사업의 경우 평가대상 및 평가 단위는 모든 국가 연구개발 사
업 중 시설사업,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경제‧인문사회계 연구사업 등은 제외한
다. 당해 연도 R&D 사업 중 특정평가 대상사업도 포함한다. 각 기관의 연구개발
예산과목 상 세세항 단위의 사업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세세항 단위의 사업이 다
양한 하위단위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하위의 연구개발 사업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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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평가방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표준사업 분류(28개 분야)를 참조하여 평
가대상 사업의 유형을 분류하고 사업별로 표준성과지표를 활용하여 기획․집행,
결과단계의 성과지표를 설정한다. 기획, 집행단계는 사업목적 및 내용의 타당성,
사업관리체계의 적절성, 전년도 평가결과 활용 여부에 대해 평가한다. 결과단계
는 사업성과에 대해 평가한다. 결과 80%, 기획․집행 20%의 가중치 부여를 원칙
으로 하되 지표별 가중치는 사업특성에 따라 기관 자율적으로 설정한다. 평가등
급 및 평점은 지표별 목표달성도에 가중치를 합산한 점수를 종합하여 최종 평가
등급을 부여(5단계 등급 : A～E)하고 기관별 R&D사업의 평가점수는 재정성과부
문의 평가점수에 합산하도록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과기부의 “2006년도 국가연
구개발 사업 자체평가지침” 따라 시행한다. 재정성과부문의 종합배점은 다음과
같다.
<표 3-3> 재정성과부문 특성지표
평가항목
<예산편성>
재원배분 합리성(15)

<예산집행>
재정집행 효율성(15)

평가지표

배 점

ㅇ 세출 구조조정 실적

10

ㅇ 지출한도 준수여부

5

ㅇ 재정운영 효율화 노력

5

ㅇ 재정집행 실적

8

ㅇ 예산낭비사례 대응실적

5

ㅇ 경상경비 절감실적

2

계

30

자료: 상동

<표 3-4> 재정성과 부문 종합배점
지표구분

평가대상

ㅇ 재정사업 성과
공통지표

- 일반 재정사업
- R&D 재정사업

특성지표
계

46

ㅇ 재원배분의 합리성
ㅇ 재정집행의 효율성

배 점(가중치)

70

*일반재정사업과 R&D재
정사업의 가중치는 각각
의 예산규모를 적용
15
15
100

셋째, 인사부문의 평가에 있어서는 인사관리계획 운영, 인사제도 개선 등 인사
관리전반에 걸쳐 평가가 이루어진다. 넷째, 조직부문의 평가는 조직관리계획의
운영, 조직관리의 적절성 등 조직관리 전반에 대한 평가이다. 마지막으로 정보화
부문의 평가가 있다.

② 특정평가

특정 평가의 개요는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다. 특정평가는 평가대상기관의
업무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차별화된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지표를 지속적 개발․보완하여 평가의 통합 및 객관성․공정성을 제고하고
자 하는 것을 평가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표 3-5> 주요 평가분야 및 내용
평가분야
① 혁신관리

평가내용

- 혁신리더십, 혁신역량,
혁신문화, 혁신성과

② 정책홍보관리 - 정책보도 수용 및 대응 적절성
③ 대통령
지시사항
④
규제개혁
관리
대상 ⑤ 법적 의무․권
장 사항 및 법
업무
제업무
특정
평가
⑥ 정보공개
⑦ 청렴도
⑧ 위기관리
고객만족도
특정시책

평가방법

․행정자치부 평가
․국무조정실이 홍보처와
협조․평가

- 대통령지시사항 추진실적 등

․국무조정실 평가

- 규제개혁 추진노력 및 실적

․국무조정실 평가

- 법적 의무․권장사항 이행도
- 법제업무

․국무조정실이 법제처등
과 협조․평가

․국무조정실이 행자부와
협조․평가
․국무조정실이
청렴위
체감청렴도, 잠재청렴도 등
등과 협조․평가
위기관리 체계 및 위기관리 활 ․국무조정실이 NSC 등
동등
과 협조․평가
주요정책만족도, 행정서비스
․국무총리
만족도
각종 특정과제 추진 성과
․국무총리

- 정보공개 기반, 실적, 만족도
-

자료 :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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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은 정부업무평가 제도는 그간 각 부처별로 분리되어 운영되던 평가
제도를 하나의 시스템 속에서 통합하여 전체로서의 부처 평가에 적용함으로써
각 부처의 성과 및 생산성을 파악하여 정부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요 정책에 대한 평가는 재정사업 및 비 재정사업이 포
함되는 상위 평가제도로 보통 정책평가의 개념에 합당한 제도이다. 재정사업 자
율평가는 재정사업 특히 SOC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한 현행 평가이며, 개별 프로
젝트에 대한 사후평가제도는 각 개별법적 근거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다음으
로 재정성과 평가대상이 되는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2)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가. 제도 현황
① 도입 배경 및 목적
’04년 예산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하의 성과관리제도의 도입으로 각 부처의

자율적 예산운용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예산 환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
러한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해 ‘03년부터 재정사업비가 많은 주요 22개 부처
를 대상으로 성과목표‧지표 중심의 성과관리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성과지표만
으로는 사업의 특성이나 집행상의 문제점, 성과부진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부족으로 예산 편성 시 활용이 곤란하여 재정사업 자율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05
년도부터 적용하였다. 재정사업 자율평가 제도는 부처 스스로 사업별 자율평가
를 통해 사업목표를 명확히 인식하고 평가결과를 예산 자율 편성시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획예산처에서 부처 자율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
를 예산편성 및 세출 구조 조정 등에 활용하고 있다.

② 주요 내용

재정사업 자율평가 대상사업은 SOC, 대형시설 장비구매, 서비스‧조사, 출자‧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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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융자, 민간보조, 지자체 보조 등 7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SOC사업의 주요 내
용은 다음과 같으며, 재원조달 방식이나 사업추진방식이 상이한 민자 사업은 별
도로 관리한다.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계획, 집행, 성과라는 세 단계로 구성되며,
각 단계별 핵심 점검사항은 다음과 같다. 계획 단계에서는 사업목적의 명확성,
사업의 타당성, 성과목표 및 지표설정의 적정성 등이며, 집행 단계에서는 정기적
모니터링 실시 여부, 재원집행의 적정성, 사업추진의 효율성 제고 노력이다. 성과
단계에서는 평가실시 여부, 성과목표 달성 여부, 제도개선 및 예산편성에의 환류
여부 등을 평가항목으로 설정하고 있다. SOC사업의 단계별 체크리스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3-6> SOC 재정사업의 체크리스트 및 점수
구 분

세부 질문

1- 1.
1- 2.
1- 3.
1- 4.
1-S1.
1-S2.
성과 1- 5.
계획 1- 6.
1- 7.

1.계획
단계

2.집행
단계

22222-

3.성과
단계

3333-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추진근거가 있는가?
정부의 재정지출이 필요한가?
다른 사업과 중복‧유사하게 사업이 설계되었는가?
현재의 사업방식이 가장 효율적인가?
각종 갈등 요인을 점검‧조정하고, 계획에 반영하였나?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거쳤는가?
성과목표‧성과지표가 구체적으로 설정되었는가?
성과목표‧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나?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소계
1. 사업추진 실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2. 사업추진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3.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4. 예산절감 또는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한 실적이 있는가?
S. 총 사업비 관리가 적정한가?
소계
1.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사업평가를 실시하였는가?
2.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3. 사업고객이나 이해관계인이 만족하고 있는가?
4. 평가결과를 사업계획이나 사업방식의 보완‧변경 등에 활용하였나?
소계

계

배 점

2.5
2.5
2.5
2.5
2.5
2.5
5.0
5.0
2.5
30.0
4.0
4.0
4.0
4.0
4.0
20.0
5.0
30.0
10.0
5.0
50.0
100.0

자료 : 건설교통부. 2005. 재정사업자율평가체계구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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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평가시기와 방법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는 성과중심의 재정운영과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전체 재정사업을 매년 ⅓씩 자율평가하는 제도이다. 기획예산처가 15~20개의 질
문으로 구성된 사업별 체크리스트를 제시하고, 이를 각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평
가한 후, 기획예산처에서 평가결과를 점검하는 체계로 운영된다. 체크리스트는
15개 공통질문과 1~4개 사업유형별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질문에 따라 “예”

혹은 “아니오”로 답변하고, 예로 답변한 경우에는 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④ 평가결과 및 평가결과의 활용
평가결과는 “효과적”, “다소 효과적”, “보통”, “비효과적”, “결과 알 수 없음”
등 5단계로 등급화하여 판단하며, 기획예산처에서는 부처별 자율평가결과의 적
정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예산편성 및 세출 구조조정 등에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사업의 단계별 성과를 점검하여 사업이 기대했던 상과를 달성하
는데 기여한 정도를 분석하고, 그 성공 또는 실패의 요인을 객관적으로 기술함으
로써 사업의 개선‧폐지‧타 사업으로의 대체 등 사업운영체계를 개선하는데 도움
을 준다.

나. 운영 실태17)
① 재정사업 자율 평가 시 계획단계의 지적 사항

계획단계에서는 부적절한 성과지표의 선정 및 명확한 근거자료 제시가 미흡한
것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성과계획 설정여부, 사업목적과의 연관성, 합
리적인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 항목의 문제점 지적되었다. (계획 단계 전체 지적
사항의 약 60.7%) 계획단계의 문제점은 부적절한 성과지표의 선정, 답변 작성 시
성과지표 및 목표치 미기재, 목표치가 추상적이거나 명확한 근거자료 미흡, 중복
유사성, 갈등요인점검 항목 답변 시 제도적 장치 또는 구체적 사례제시의 미흡,
근거자료 미기재 등이다.
17) 운영실태와 관련하여서는 건설교통부. 2005,「재정사업자율평가체계 구축연구」를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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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정사업 자율 평가 시 집행단계의 지적 사항

집행단계에서는 사업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여부와 예산절감 여부 항목에
서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집행단계 전체 지적사항의 약 45.0%) 해당 항목에 대
한 근거자료 미 제시 및 예산절감 실적이 없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집행단계의 문제점은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되지 않았거나 단순
히 집행점검사항만을 기재, 예산절감 실적이 없거나 실적에 대한 증빙자료 미흡
및 미제출 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

③ 재정사업 자율 평가시 성과단계의 지적 사항

성과단계에서는 고객만족도, 평가결과 활용여부 항목에서 많은 문제점이 지적
되었다. (성과단계 전체 지적사항의 약 56.6%) 조사‧평가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근
거자료가 미흡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성과단계의 문제점으로는 사업평가에 대
한 성과측정 및 분석자료 미제출, 성과달성 및 평가결과 활용에 대한 근거자료
미흡, 고객만족도 조사를 미실시하였거나, 실시한 경우라도 근거자료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될 수 있다. 다음 표에는 2005년도 건설교통무문 자율평가 사업의 단
계별 평가항목별 문제 지적 건수를 정리한 것이다. 이처럼 체크리스트 작성에 대
한 지적사항이 많은 이유는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과 성과지표 개발 등 제도시행
준비 미흡 등이 주요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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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단계별 자율평가결과(2005년 건설교통부문 자율평가사업 기준)
구분 유형

항목

1-2

재정지원 필요성

1-3

중복․유사성

1-4

사업방식 효율성

1-5

성과계획 설정
여부

계획
단계 1-6
1-7

사업목적 연관성
성과지표‧목표치

유형1 갈등요인 점검
유형2 타당성 검증
소계

8건

2-1

모니터링 여부

2-2

집행상 문제 해소

2-3

집행실적

집행
단계 2-4

예산절감 여부

유형1 총사업비관리
소계

5건

3-1

사업평가 여부

3-2

성과달성 여부

성과
3-3
단계
3-4

고객만족도
평가결과 활용

유형1 균형발전기여
소계
계

5건
18건

세부내용

 구체적인 근거제시 미비
 중복투자 지적제기
 다각적인 강구방안 필요
 성과지표 미기재
 부적절한 성과지표
 부적절한 성과지표
 목표치 미기재
 목표치 근거자료 미흡
 장애요인 점검실적 미흡
 타당성 검증자료 미흡
10개 내용
 모니터링체계 운영실적 미비
 실적자료 미비
 예산 집행률 저조
 비용절감 자료 미비
 비용절감 실적 없음
 증빙서류 미흡
6개 내용
 성과측정 및 분석자료 미비
 사업지표 미기재
 목표는 비합리나 목적 달성
 입증자료 미비
 활용자료 미비
 입증자료 미비
6개 내용
22개 내용

지적건수

비율
단계

전체

2
4
8

1.8
3.6
7.1

0.5
1.0
2.0

12

10.7

3.0

24

21.4

6.0

32

28.6

8.1

26
4
112
31
24
31

23.2
3.6
100.0
21.8
16.9
21.8

6.5
1.0
28.2
7.8
6.0
7.8

33

23.2

8.3

23
142
31

16.3
100.0
21.7

5.8
35.8
7.8

23

16.1

5.8

39
42
8
143
397

27.3
29.3
5.6
100.0
100.0

9.8
10.6
2.0
36.0
100.0

자료 : 김성일 외. 2005. 재정사업자율평가체계구축 연구

다. 문제점
① 제도 자체의 문제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프로그램’ 단위의 사업평가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져야
하지만 개별 프로젝트 중심의 진행 중인 사업을 대상으로 평가가 이루어짐에 따
라 사업계획 및 집행단계의 평가는 비교적 용이하지만 성과단계의 평가에는 한
계가 있다. 설문조사 결과에 의할 경우에도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사업평가를 실
시하였는가?의 문제는 사업완료이후의 평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진행 중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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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해당사항이 없고 설정된 성과지표도 과정 및 산출중심의 지표에 치중되어,
달성율, 공정율도 성과를 평가하는 등 제도 본래의 운영과는 거리가 있다.
따라서 계획단계의 성과목표 및 지표의 설정과 성과단계의 성과의 달성도 등
이 프로그램 기반의 결과지표를 중심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결과지
표는 사업목표와 ‘효과’를 반영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② 제도의 집행운영상의 문제
(가) 자율평가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제도 도입에 앞서 기획예산처에서는 각 부처 재정기획관실을 중심으로 제도
설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사업담당 부서까지의 제도전파는 미흡한 실정
이다. 부처 담당자와의 면담 및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30.8%,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응답자
은 69.2%로 나타났다.
또한 자료를 구축하거나 활용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
에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기 이전에 평가서 작성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재 구체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설문조사 결과 평가서 작성 시
“필요한 관련 자료의 구축은 가능하지만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고
69.2%가 응답하고 있다.

(나) 평가 체제의 문제

평가서 작성에 대한 이해 부족과 더불어 각 부서별로 자율평가를 위한 평가조
직 체제가 구체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으며, 산하 집행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도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공무원 특성상 순환보직에
의해 자율평가 담당자의 지정이 어려우며 유기적인 협조체제에도 어려움이 발생
되고 있다. 각 부서별 자율평가를 위한 조직체제 구성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 결
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성했다는 응답은 전체의 30.8%였으며, 전담제가 구성
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46.2%, 산하집행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성하지
제 3 장∙국내․외 사업평가제도 운용실태 및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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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거나 자율평가 조직체계가 구성되어 있지 않았다는 응답은 23.1%로 나타나
현재 평가서 작성에 대한 평가조직 체계가 미비한 것을 알 수 있다.

(다) 평가지침의 문제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에서는 사업비를 기준으로 평가 대상사업을 선정하도
록 하고 있으나 사업비 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해 시행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
하고 있다. 현재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해당 연도의 사업비가 10억 원 이상인 경
우에 대상사업으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건설교통부 사업은 대부분의 사업이
1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으로 재정사업 자율평가 대상사업에 포함되기 때문

에 평가 대상이 타 부처에 비해 과다하게 선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총 사업
비와 무관하게 해당 연도의 사업비가 1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 연도별 사업 추진과정에 따라 평가대상이 달라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
다. 위와 같이 사업비가 1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대상사업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나 기준에 예외사항을 두어 사업비가 10억 원 미만인 경우라도 평가의 실익
이 있는 경우에는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실제 담당자들이 평가 대상사업을 선정
하는데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사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 선정 기준으로 인하여 평가의 실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가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라) 사업 유형구분의 문제점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사업유형은 SOC 건설사업, 대형시설‧장비구매, 기타직접
사업, 인건비‧기관운영, 출연‧출자사업, 융자사업, 자치단체보조사업, 민간보조사
업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에는 각 사업유형에 대해 개념
이나 특성에 대해 제시되어 있으나 사업유형 구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를 적
용할 수 있는 기준은 없어 사업 담당자가 해당 사업에 대한 유형 구분시 일관성
이 결여되고 있는 실정이다. “광역상수도 건설 출자” 는 상수도 건설 사업으로
SOC사업 유형으로 분류가 가능하지만 지원 형식은 국고 출자인 사업이므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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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 이를 출자사업으로 분류하여 평가하기도 한다. 이렇게 각 사업별로 사업유
형 구분에 대하여 일관성이 없는 이유는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 입장에서 볼 때
사업유형에 따라 평가 항목이 달라지므로 이를 감안하여 자의적으로 사업유형을
구분하기 때문이다.

(마) 사업 평가항목의 문제점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서에 제시되어 있는 평가항목의 내용이나 기준이 명확
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아 해당 사업의 담당자들이 평가서 작성시 어려움을 느끼
고 있다. 담당자 설문조사 결과 1-7 항목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합리적으로 설정
되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답변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13%였다. 그 이유는 성과
지표의 목표치 합리성 여부는 작성자의 주관에 많은 영향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3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 되었
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집행률이 100%일 경우 “예”라는 답변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집행률이 95% 이상인 경우 “아니오”라는 확정적인 답변이 곤란한 상황이
발생되고 있다.(6% 응답), 아울러 “3-1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사업평가를 실시하
였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객관적‧종합적이라는 의미에 대해 근거 및 기준이
불충분하여 답변하기 어렵다고 응답하였다.(13% 응답)

(바) 재정사업에 대한 배점의 문제점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배점은 계획단계 30%, 집행단계 20%, 성과단계 50%로
배분하여 나름대로의 합리성을 확보하려 하였다. 그러나 이로 인해 계획단계나
집행단계에 있는 특정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를 측정하기 곤란하여 좋지 않은 점
수를 받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자율평가 제도가 모든 재정사업
에 합리적인 평가라는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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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체크리스트 다중응답 결과
체크리스트의 답변이 가장 어려운 항목

계획

집행

성과

1-1.
1-2.
1-3.
1-4.
1-5.
1-6.

사업목적의 명확성․추진근거가 있는가?
정부의 재정지출의 필요한가?
타사업과 유사한 사업이 설계되었는가?
현재 사업방식이 가장 효율적인가?
성과목표/지표가 구체적으로 설정되었나?
성과목표/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인과 관계
를 가지고 있는가?
1-7.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가?
2-1. 사업추진 실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는가?
2-2.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2-3.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2-4. 예산절감 및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한 실적이 있는가?
3-1.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사업평가를 실시하였는가?
3-2.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3-3. 사업고객이나 이해관계인이 만족하고 있는가?
3-4. 평가결과를 제도개선 및 예산자율편성에 활용하였는가?
합계

비 율(%)

6.0
10.0
10.0
13.0
3.0
6.0
6.0
13.0
6.0
17.0
10.0
100

자료 : 김성일 외. 2005. 재정사업자율평가체계구축 연구

이러한 가중치 산정 체계는 SOC 건설 사업이 대다수인 건설교통부문 사업에
불합리하다. 건설교통부의 사업은 대부분 사업기간이 긴 SOC 건설 사업으로 자
율 평가시 계획 또는 집행단계에 있는 경우가 많아 현 제도와 같이 성과단계에
가중치를 많이 부여할 경우 낮은 평가를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설문조사
결과 69.3%가 이러한 배점기준에 대하여 조정이 필요(매우 그렇다 23.1%, 그렇다
46.2%)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이것은 사업단계에 따라 점수편차가 크게 나타남에

기인한 것이다.

(3) 건설공사 사후평가제도

가. 도입목적 및 주요 내용

① 배경 및 목적
56

건설공사의 “사후평가” 제도는 건설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건설공사 시행과정의 내용을 유기적‧체계적으로 정하여 공공 건설공사
를 경제적‧능률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인식하에서 2000년 3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 반영하였다.18) 2000년 7월부터 발주청이 발주하는 총
공사비 5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는 전체 준공 후 3~5년 이내에 사후평가를 실시
하여 다음 해 2월 말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토록 규정한다. 건설교통부에
서는 사후평가의 시행을 위해 2001년 5월 사후평가의 내용, 시기, 방법, 활용 등
구체적인 평가사항 등을 규정한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을 제정‧시달하였
다. 발주청은 건설공사에 대한 공사내용과 그 효과를 조사‧분석하여 사후평가서
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는 향후 유사한 공사의 시행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② 주요 내용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에서는 사후평가를 향후 건설공사 시행의 효율

성을 도모하기 위해 타당성조사 등 건설공사를 계획하는 과정과 공사완료 후의
공사비, 공사기간, 수요, 효과 등에 대한 예측치와 실제치를 종합적으로 분석‧평
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지침에 의하면 사후평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예상공사비 및 공사기간과 실제 소요된 공사
비 및 공사기간의 비교‧분석, 둘째, 공사기획 시 예측한 수요 및 기대효과와 공사
완료후의 실제 수요 및 공사효과의 비교‧분석, 셋째, 당해 건설공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넷째, 주민의 호응도, 다섯째, 공사비, 공사기간, 효과 등 당해 건설공
사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당해 건설공사에 따른 주변환경의 변화 및 영향, 재
원조달의 타당성 등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다. 구체적으
로 평가항목과 평가 자료는 다음과 같다.

18) 건설공사 사후평가제도는『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 18과 「건설공사 사후평가시행지침
(‘01.5.10)에 법적인 근거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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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건설공사 사후평가의 내용 및 평가자료
사후평가의 항목

1. 예상공사비/ 공사기간 대비 실제소요
된 공사비 및 공사기간
2. 공사기획시 예측수요 및 기대효과 대
비 공사완료후 실제 수요 및 공사효과

평가자료 및 근거

○ 설계 및 시공평가(건기법 제36조)
○ 준공보고서(건기법 시행령 제38조의 16 제
1항)
○타당성조사 결과(건기법시행령제38조의 6)

3. 당해 건설공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 주민호응도
5. 당해 건설공사에 따른 주변환경의 변
화 및 영향, 재원조달의 타당성

③ 평가시기와 방법

건설공사의 사후평가는 전체 공사의 준공이후 3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특징에 따라 기간 내에 사후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실
시할 수 있다. 발주청은 5인 이상의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로 구성된 “건설공사
사후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외부전문기관에
사후평가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케 할 수 있다.

④ 평가결과의 활용

발주청은 사후평가결과 보고서 및 사후평가표를 작성하여 유사한 공사 수행시
에 참고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배포하여야 하며, 사후평가보고서를 배포받은
발주청은 이를 유사한 공사의 타당성조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설교통부장관은 사후평가결과보고서와 사후
평가표를 축적‧분석하여 건설공사의 시행과정별로 표준적 소요기간과 비용의 기
준을 정할 수 있다.

나. 운영실태 및 문제점
건설공사의 사후평가제도의 운용 실태를 보면 2001년 이후 준공된 공사가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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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건에 이른다. 이 중 지방국토관리청의 경우 61건이며, 4개 공사의 경우 103건

이다. 사후평가제도는 완공 후 3년~5년이 경과한 사업에 대해 평가가 이루어지
는 것으로 보아 121건의 공사의 경우 2007년도까지 사후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05년 현재, 사후평가의 시행현황을 보면, 전체 170건 중 36건이 시행되
어, 아직도 많은 공사에 대한 사후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건교부 산하 지방청의 도로신설 및 확․포장공사의 경우 사후평가가 이루
어지지 않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타당성조사를 실시하
지 않음에 따라 타당성 조사결과를 통한 사후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와 사후평가
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표 3-10> 건설교통부 산하기관의 사후평가 시행 현황
발주청

‘01.7 이후 공사 준공
계

‘01

‘02

사후평가시행 여부

‘03 이후

계

시행

미시행

계
5개지방청
2개 항공청

170
61
2

83
13
2

48
27
-

39
21
-

170
61
2

36
-

4개 공사

103

67

21

15

103

36

4

1

-

3

4

-

철도공단 및
공항공사

비고

134
61
2
한국도로공

67 사 2006년
추가시행중

4

자료 : 건설교통부 내부자료, 2005

이상과 같은 사후평가제도는 제도 운용상에도 많은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 이러
한 문제를 제도자체의 문제와 제도 운용상의 문제로 구분하여 지적하고자 한다.19)
① 제도 자체의 문제

사후평가제도의 제도 자체의 문제로는 첫째, 사후평가제도가 재정사업 자율평
가, 성과관리제도와의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건설공사의 사
후평가제도가 건설공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의 도출에 평가의 주목적이 있는

19) 보다 자세한 사후평가제도의 운용실태 및 문제점과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 2005.
『사후평가제도 및 용역업자 선정기준에 관한 연구』를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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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건설기술관리법규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이 결과 사후평가결과의 활용에
있어서,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틀 속에서 예산과의 연계와 부문 간 예산배분을 위
한 성과측정 및 평가와의 연계성이 없어, 많은 비용을 투입하여 평가를 수행하지
만, 이러한 평가결과의 활용실적이 모호하거나 미흡하다는 점이다.
둘째, 사후평가제도 프로젝트(세부 단위사업)중심의 평가로 공기, 공사비를 포
함하여 타당성조사 시 미리 계획한 수치와 사후결과를 비교하고 이에 따른 원인
과 문제점을 밝히는 것이 주목적이다. 따라서 프로그램 단위의 목표와의 연계구
조의 설정이 미흡하다.

② 자체 운영상의 문제

우선, 사후평가가 전체공사의 완료이후 일정기간(3년 내지 5년 이내)내에 실시
하도록 되어 있지만, 사업계획 수립시의 타당성 조사결과 이후 공사완공까지의
기간을 포함한다면 평균 10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되어20), 이로 인한 사후평가
실시에 요구되는 관련 기초적인 자료의 확보가 용이하지 않을 뿐 아니라 10년
이전의 계획 치와 현 평가시점의 결과를 비교하는 데는 상당한 무리가 있으며,
이러한 평가결과를 향후 유사한 공사에 활용하는 데도 어려움이 발생한다.
다음으로 사후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평가항목과 평가방법, 평가절차 등이 제시
되어 있지 않아 자의적 평가항목 및 방법의 적용으로 평가결과의 왜곡이 발생하거
나 통일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높다. 제도상으로 사후평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
고 있지만, 평가주체의 선정방법에 따라 평가의 결과가 달라질수 있을 것이다.
향후 공사의 특성 및 유형을 반영하여,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방법,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보다 구체화하여, 가능한 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
으며, 시행기관의 자체평가와 평가결과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의 검토가 이루어
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20)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건설공사의 평균 사업기간은 6.5년으로 사업종료후 3-5년의 기간을 감안할
경우 타당성 조사 후 평균 9.5-11.5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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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반적 평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과관리제도 및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는 각 사업의 성
과감독 및 중간평가(중간점검) 개념으로서 단위사업의 평가에 집중되어 있는 실
정이다. 그러나 건설교통부의 재정사업은 Program의 성격을 갖는 사업들이 포함
되어 있으며, 장기간에 걸쳐 사업의 성과가 나타나는 SOC 대형건설 사업이 대부
분이므로 현행 평가방법으로는 제도상, 시행상의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성과관
리제도 및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결과 중심의 성과지표를 지향하고 있으나 건교
부의 SOC 건설사업은 완공된 이후 일정시간이 지난 후 사업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진행 과정에서의 결과지표 설정이 매우 어려우며 성과의 달
성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와 기준이 부족하다. 단위사업에 설정된 결과지표를 이
용하여 정책목표에 대한 성과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여러
개의 단위 개별사업이 복합적으로 결부되어 특정한 하나의 결과지표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해당 사업에 부적절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
으며, 목표나 지표를 적절하게 설정하였더라도 관련 데이터의 부재 및 평가에 대
한 사전계획이 미흡한 점이 발견되는 등 성과중심의 평가체계가 정착되지 못한
점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SOC 재정사업 특히 정부의 재정투입으로 이루어지는 도로, 철도, 공항, 항만,

수자원(댐)등과 같은 사회기반시설 투자의 규모는 정부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전투자심사평가에 치중되고 사업추진이후
성과 및 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업추진 이후의 영향 및 효과평가를 통해 신규사업 투자규모를 결정하는 등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사업효과를 염두에 두고 재정의 효율적 배분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미 정부차원에서 재정의 효율화와 자율예산편성 등 성과주의 예산시스템을
목표로 재정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사업예산을 배분하고자 하고 있다. 이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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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2004년에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지만 주로 진행중인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의 자율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어, SOC 사업의 경우 완공이
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그 성과를 파악할 수 있어, 평가에 한계가 있다. 즉, 성
과측정을 위해 산출지표 및 결과지표의 사용을 유도하고 있지만, 주로 투입 및
과정지표만으로 파악가능한 것이 대부분이다. 이것은 사업 중에 사업의 점검을
위한 과정평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물론 건교부 자체적으로 대규모 토목사업
의 경우 건설기술관리법에 사후평가제도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주로 개별 단위
사업의 효과와 공사비, 공기 등에 국한되어 시설물로 인한 물리적 주변 환경의
변화, 지역주민의 만족도(호응도)가 주요 평가의 내용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
러한 사업을 평가하는 구체적인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 평가내용에 대한 평가의
틀을 결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개별 단위사업(project)를 기준으로 평가하
다보니 이러한 project가 놓여있는 맥락에 대한 평가가 어려우며, 이러한 프로젝
트의 추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상위목표도 모호하다.
따라서 개별 단위사업 간의 연계를 통한 전체 사업(program)이 형성되고 이러
한 프로그램을 통해 정책목표가 달성되도록 하는 목표-수단 간의 위계구조를 고
려한 평가의 틀이 형성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 할 것이다.
이러한 프로그램 단위의 사업평가를 위해서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규정하는 중
장기계획이 필요하며, 이러한 중장기계획에 따른 계획의 목표 및 성과, 이를 위
한 연차별 집행계획 등이 주요한 평가의 내용을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예는 댐건설사업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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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기존 평가제도의 비교
구

분

정책 평가

단위 사업 평가

평가명

정부업무평가

근거법규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재정사업자율평가지침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국무총리 정부업무평가
공사 발주청
위원회(성과목표‧지표) 각 부처
기획예산처(재정성과)
매년 실시
매년 실시
사업 완료 후 3년 이내
사업규모 10억 원
총 공사비 500억 원 이
정부업무 전반
이상인 재정사업
상인 사업
상‧하향식 이원화 평가 부처별 재정사업을
발주청이 자체 혹은 외
(부처평가↔평가위원회) 매년 ⅓씩 평가
부기관에 의뢰해 평가
성과와 예산의 연계성과
예산 자율편성시 활용 유사사업의 계획수립시
정부 조직 및 인사에 반
부처 예산편성‧조정
활용(표준기간‧비용설정)
반영
너무 광범위한 통합업무
평가로 평가의 포괄성은 사후 성과평가에 적용하 평가지침 미흡으로 평
가 곤란
있지만, 보다 엄밀한 평 는 데 미흡
가에는 한계
정책 및 프로그램 단위 SOC 개별 프로젝트로
의 종합적 평가로 정책 진행 중인 사업을 주로 단위사업 평가에 치중
평가 및 재정사업평가도 대상으로 함으로써 프 하고 평가결과의 활용
포함한다는 점에서 프로 로그램 평가와는 다소 성 미흡
그램평가의 성격을 가짐 거리가 있음

평가주체
평가시기
평가대상
평가방법
평가결과
의 활용
평가의
한

계

사업부문
평가와의
차이점

재정사업자율평가

공공건설사업 사후평가

2. 외국의 평가제도 운용 실태 및 사례 분석
1) 미국
미국에서 수행되고 있는 SOC 재정사업의 평가는 크게 정부주도와 민간주도의
성과평가로 구분된다. 미국은 사업평가제도가 발달되어 있으며, 미국에서 개발
된 사업평가 방법론은 다른 나라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Derlien 1990, KDI
2000). 미국의 사업평가는 연방정부를 정점으로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서 관련 사

업의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정부주도 평가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O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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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중심으로 각 정부부처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평가하는 PART(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s)이다. 본 절에서는 미국의 정부주도의 SOC 재정사업 사

후평가사례를 조사 분석하였다. 다양한 SOC 사업 중 도로, 철도 및 댐 시설물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설물의 계획, 건설, 운영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의 성과평가 운영방안을 분석 요약하여 국내에 관련 SOC 재정사업 사
후평가 제도를 수정 보완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사업평가 제도의 도입배경 및 평가 체계

미국 정부의 본격적인 사업평가는 1960년대 케네디 대통령이 도입한 각종 사
회정책의 효용성을 검증하기 위한 방법으로 도입되었다 (Rist 1990). 미국 정부는
자원의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1960년대 관리예산제도(Planning,
Programming, and Budgeting System; PPBS)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사업에 소요되

는 비용과 성과를 측정 및 평가하기 위한 정량적인 기법을 확산하였다. 그러나
PPBS는 측정방법의 어려움으로 인해 1970년대에 유명무실해졌다. 그러나 1970

년대에도 사업평가에 대한 관심은 지속되어서 1979년 OMB에서 작성한 회람
(OMB Circular No. A-117, "Management Improvement and the Use of Evaluation in
the Executive Branch)을 통해 행정부 내의 모든 기관이 정책사업의 효과성과 효율

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고영선 2000). 이러한 노력을 통해 각종 사업
및 정책의 검증과정이 정착되기 시작하였다.
의회에서도 행정부의 각종 사업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회계감사원(General
Accounting Office: GAO)를 통해 사업평가를 확대하였다. GAO의 성과측정 및 평

가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프로그램(program)이란 확인 가능한 목적이나 목
표를 가진 활동(activity), 프로젝트(project), 직무(function), 또는 정책(policy)을 포
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GAO 2005). 그리고 프로그램 평가(program evaluation)
는 프로그램이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나 필요시 수행하는 체계적인
평가를 의미한다. 미국에서 사업평가와 성과감독을 포함한 종합적인 성과관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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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는 1993년 『정부성과및결과법(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 Act: GPR
A)』이다 (고영선 외 2004). 즉, 미국은 행정부 및 입법부를 포함한 연방정부, 주

정부 및 지방정부에서 사업단위의 평가를 수행하고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가. 정부성과 및 결과법(GPRA)
① 개요
미국은 1949년 성과예산(Performance Budget) 이후 앞서 설명한 PPBS를 거쳐
최근 1993년 정부성과및결과법(GPRA)까지 성과중심의 예산제도 도입을 위해 지
속적으로 노력중이다. GPRA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첫째,
‘성과계획 및 보고’로서 연방정부의 각 부처 및 기관에 대해 전략 계획서, 연간성

과계획서, 성과보고서의 작성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둘째, ‘책임성 및 신축
성 제고’인데 각 부처가 예산편성, 인력 정책 등을 담당하는 중앙 부처에 대해
경영신축성 증진을 위한 면제 요구가 가능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과예산’은
당초 GPRA는 성과와 예산을 직접 연계시키는 방안을 상정하고, OMB로 하여금
1998-1999 회계연도 중 부처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여

의회의 의사결정의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GPRA에 따라 각 부처와 정부기관은 <표3-12>와 같이 전략계획서, 연간성과계

획서, 연간성과보고서를 작성한다. 전략계획서에는 부처의 임무선언문이 제시되
어야 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그 하부에 산출 목표를 명
시한다. 산출목표는 성과목표를 통해 구체화되며, 성과목표의 달성여부는 성과
지표를 통해 평가되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는 연간성과계
획서에 제시하여야 한다. 전략계획서에 명시된 임무, 전략목표와 성과목표의 체
계는 정부기관의 사례에서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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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GPRA 관련 보고서
구 분

전략계획서

연간성과계획서

5년을 대상으로 작성하며
매년 1년간 성과계획 보고
최소 3년마다 갱신
-부처의 주요기능과 업무
를 포괄하는 임무선언문
-전략목표
-목표달성방법, 업무추진과
정, 소요자원 설명
-전략목표와 연간성과 계
획상이 목표의 관계
-외부적인 요인 설명
-사업평가 설명 및 향후
사업평가 계획

-사업의 성과목표 설정
-측정가능한 형태로 성과목
표 정의
-업무추진과정과 소요자원 설명
-산출, 서비스수준, 결과를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한 성
과지표 설정
-실제 사업결과와 설정된 목
표사이의 비교 근거
-측정된 수치의 타당성 검증
방법

성과보고서

매년 3년간 실적을 보고
-성과목표 달성여부
-실적기준으로 성과계
획 평가
-목표 미달성 이유 설명
-자율권확대조치활용현
황 및 효과성 평가
-당해연도에 실시된 사
업평가의 요약 및 설명

GPRA와 관련하여 미국 의회는 재무관리체계 개선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CFO법
(Chief Financial officers Act)을 제정하였다. CFO법에 따라 주요 정부 부처에 최고재

무관을 임명하고 OMB의 지도하에 부처별 재무관리를 총괄하도록 하였다. CFO법
에 따라 회계보고서를 감사한 결과 재무관리상의 문제를 나타낸 사업이 노출되었
다. 이에 CFO법을 확대하여 1994년 정부관리개혁법(Government Management
Reform Act: GMRA)을 제정하고 부처별 회계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였다. 또 1997

년부터는 재무장관이 OMB와 협력하여 연방정부 전체의 회계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감사원장이 감사하도록 하였다. GMRA를 바탕으로 OMB는 성과와 비용사이
의 연계 강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즉, OMB는 각 부처가 회계보고서 작성 시
GPRA의 전략계획서 및 연간성과계획서상의 성과체계에 맞추어 항목별 비용을 정

리하도록 하고 있다. 또 2002년부터 각 부처는 CFO법에 따른 회계보고서와 GPRA
의 성과보고서를 통합하여 책임보고서(accountability report)를 제출하고 있다. 즉, 성
과예산을 통해 성과와 예산간의 연계를 강화시키는 동시에 CFO법과 GMRA를 통
해 성과와 비용간의 연계도 강화하고 있다 (고영선 외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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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기

② 운영조직
PART는 대통령 산하 OMB(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내 관리
(management)부서에서 총괄하고 있으며, 평가대상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는 기

관 내에 PART 책임자나 예산성과 통합(budget and performance integration) 책임자
를 지정한다. OMB 평가조직이 직접 모든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방법이 아니고
프로그램 운영 기관의 담당자가 제공한 평가보고서를 근거로 평가가 이루어지므
로 OMB내 평가조직의 인력 구성은 최소한 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각 기관
은 PART와 연계될 수 있는 성과평가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직
(예: 감사실, 통계부서, 사업관리부서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 성과평가 기반
미국 전역에 있는 1000여개의 프로그램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평가
내용이 방대하고 복잡하면 관리와 평가가 곤란하다. 그러므로 가능한 간단한 형
태의 설문지를 활용하며, 설문과 관련 자료 입수를 위해서 별도의 홈페이지
(PARTweb)21)를 구축하여 운영 중이다. 매년 OMB에서 프로그램 평가 실시에 대

한 공문을 각 부처에 송부하고, 프로그램 담당자가 PARTweb에 접속하여 설문지
답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평가보고서는 PARTweb에서 작
성한 설문지를 근거로 전체적인 점수와 계량적인 성과지표의 연도별 목표치와
실적치를 비교한다. 이를 근거로 각 기관에게 성과개선을 위한 권고사항을 제시
한다. 프로그램별 성과보고서의 분량은 15페이지 이내로 작성되고, 요약보고서
는 2페이지로 작성한다.

(2) 미국 교통부의 평가 사례 및 성과지표

가. 교통부(U.S. Dept. of Transportation; DOT)
① 개요
21) www.whitehouse.gov/omb/part/partweb/partweb-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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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T는 60000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도로, 철도, 항공, 항만을 포함한 미국 내

모든 교통과 관련된 시설물과 운반시설을 건설, 운영 및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정
부부처이다. DOT는 각 주별로 조직이 있으며, 각 교통수단(항공, 도로, 철도 등)
을 담당하는 산하기관(agency)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절에서는 DOT의 자체 성
과측정(performance measurement) 체제를 고찰하고 이를 통해 연방정부에서 추진
하는 GPRA와 연계를 조사하였다.(DOT 2003, DOT 2006a)

② DOT의 성과계획 체계
DOT는 결과중심으로 성과에 대한 조직과 담당자의 책임확보에 관심을 가지

고 성과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DOT 성과평가의 기본틀은 다음과 같이 GPRA와
동일하게 전략계획서, 성과계획, 성과보고서의 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림 3-1> DOT 성과관리 체계

③ 성과분야별 목표와 실적
DOT는 수립된 전략목표와 년도별 목표 달성 여부를 분석하기 위해 성과 및 책

임보고서(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Report; PAR)를 매년 발행하고 있다. PAR
는 의회와 대통령, 국민에게 DOT의 임무수행을 보고하기 위해 작성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법령에 근거하여 작성된다(DOT 2006a). 즉, Reports Consolidation Act
of 2000, 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 of 1993, Chief Financial Offic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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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 of 1990, Government Management Reform Act of 1994 등이다.
Reports Consolidation Act에 의해 상위기관의 효율적인 작업을 위해 각 기관은

성과와 재정분야의 정보를 통합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
은 PAR로 작성되는데, 년간 성과보고는 GPRA를 따르고, CFO Act를 기초로 정
부관리개혁법(Government Management Reform Act)의 수정사항에 의해 년간 재정
분석을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전략목표에 따른 성과계획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안전

안전은 DOT의 5개 전략 목표 중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안전 분야의 목표는
교통관련 사망과 부상을 줄임으로써 공공의 건강과 안전 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
이다. 이를 위해 달성하여여 할 전략적 결과는 a) 교통관련 사망자 수 감소와 b)
교통관련 부상자 수 감소이다. 2004년 기준으로 고속도로, 항공, 철도, 대중교통,
파이프라인, 위험물질 안전 등 6개 안전 관련 분야에 144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
하였다. 고속도로와 철도, 대중교통에 대한 안전 관련 성과 계획과 결과는 다음
<표 3-13>과 같다(DOT 2003, DOT 2006a).

세부 교통 분야별 안전의 주요 지표 즉 고속도로 안전, 철도안전, 대중교통안
전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첫째, 고속도로 안전 관련 주요지표로는 ‘고속도로 1억
마일 차량 운행 당 치명적인 사고율’, ‘1억마일 트럭운행당 치명적인 사고율’, ‘백
만마일 열차운행당 사고율’, ‘위험물질 운반 중 발생한 중대한 사고’ 등을 사용하
고 있다. 이러한 지표를 중심으로 목표 연도별 계획 및 실적을 비교하여 성과목
표를 관리하고 있다. 다음 <표 3-13>은 이러한 지표별 계획과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표에 의하면, 1980년대에 3.35에 이르던 1억 마일 당 치명적 사고율이 2005
년에는 1.43으로 향상되었다. 이와 함께 교차로 관련 주요 충돌사고와 보행자 치
명사고 건수도 매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DOT 2006a).
고속도로 안전지표인 ‘1억 마일 트럭 운행 당 대형 트럭 관련 치명적인 사고
율’도 목표 년도별 목표 달성에 미흡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앞서 다른
지표와 같이 대형 트럭 관련 사고는 지난 몇 년간 지속적인 개선을 보여주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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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와 관련해서 FMCSA는 안전 수준의 전반적인 향상을 통한 다음 단계 진입
을 위한 프로젝트(Comprehensive Safety Analysis 2010)를 2005년부터 수행하고 있
다(DOT 2006a).
<표 3-13> DOT내 안전 관련 성과지표 계획과 결과
성과지표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고속도로 1억 마일 차량 운행

계획

1.6

1.5

1.5

1.4

1.4

1.38

1.38

당 치명적인 사고율

실적

1.55

1.53

1.51

1.51

1.48

1.46

1.43

1억마일 트럭 운행 당 대형 트

계획

N/A

N/A

N/A

2.32

2.19

2.07

1.96

럭 관련 치명적인 사고율

실적

2.65

2.57

2.45

2.30

2.34

2.35

2.35

백만마일 열차 운행 당 열차

계획

N/A

N/A

N/A

N/A

N/A

17.49

17.14

관련 사고 및 부상

실적 23.92

22.84

23.44

20.04

19.33

18.73

16.79

1억 마일 승객 이용 거리 당 대

계획 0.507

0.502

0.497

0.492

0.492

0.487

0.482

중교통 관련 치명적인 사고율

실적 0.530

0.499

0.482

0.473

0.461

0.359

0.492

위험물질 운반 중 발생한 중대

계획

N/A

N/A

N/A

523

515

509

503

한 사고

실적

544

576

598

480

473

509

408

둘째, DOT내 FRA는 철도 관련 안전사고의 감소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
다. 그 결과 2004년부터 2005년까지 1년간 철로 관련 사고 건수는 8.4% 줄었고,
전체 인명사고 건수는 6.5%, 열차관련 사고는 3% 감소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DOT 2006a). 셋째, 대중교통은 승용차나 고속도로를 이용한 통행에 대한 대안이

며, 상대적으로 안전한 통행을 보장한다. 따라서 국민은 고속도로 통행보다 대중
교통에 더 높은 수준의 안전을 요구한다. 미국 국가안전위원회(National Safety
Council)는 버스가 승용차보다 47배 안전하다고 발표하였다. 대중교통 이용자의

수는 증가해도 대중교통 관련 안전사고는 지속적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DOT 2003).

(나) 이동성과 경제 성장

본 성과분야의 목표는 주민, 화물, 지역에 적정한 비용으로 쉽게 사용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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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교통시스템을 제공하는 것과 미국의 경제성장 유지를 위한 교통시스템
차원의 지원과 관련된 목표이다. DOT는 이동성과 경제 성장이라는 전략적 목표
아래 다음과 같은 성과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즉 a) 물리적 상태 개선, b) 통행시
간 감소 및 서비스 개선, c) 통행시간 신뢰성 확보, d) 교통시스템 접근성 개선,
e)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무역 장벽 해소 등이다. 미국 교통시스템은 4.6 trillion

이용자-마일을 담당하고 있으며, 3.9 trillion 톤-마일의 화물을 처리한다. 미국은
이동성 및 경제 성장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2004년 기준으로 357억 달러의 예
산을 투입하였다(DOT 2003, DOT 2006a).
<표 3-14> DOT내 안전관련 이동성 및 경제성지표 계획과 결과
성과지표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양호한 상태 고속도

계획

N/A

N/A

N/A

N/A

N/A

53.0

54.0

로 주행비율

실적

46.0

48.0

49.0

50.0

52.0

53.2

54.6

년간 총 도심지역 정

계획

N/A

N/A

N/A

30.9

31.6

32.3

33.0

체 비율

실적

29.1

29.6

30.6

30.7

31.0

31.6

32.1

대중교통별 평균 승

계획

N/A

N/A

N/A

3.5

2.0

2.0

1.0

객 변동 비율

실적

5.0

5.0

4.3

0.2

0.7

0.7

1.4

우선, 고속도로 기반시설물 상태 즉 도로포장과 교량의 상태 개선은 교통시스
템의 구조적 안정성과 비용효과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요인이다. 고속도로의 상
태는 정체, 차량고장, 통행자 안락성, 연료소비 등에 영향을 준다. 이러한 상태의
개선을 위해 포장 내구성 증진, 서비스 수명 연장, 비용 절감 등을 위한 혁신적
기술 개발 및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DOT 2003).
다음으로 고속도로상의 정체는 통행자의 비용으로 간주된다. 1997년 조사에
따르면 미국 내 고속도로 정체로 인한 손실비용이 720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운
전자 수 증가, 차량 수 증가 등에 인해 정체 문제는 최근 몇 년간 더 심각한 상황
에 이르렀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ITS는 전자정보 전달 및 교신 기술을 활용
하여 기존 교통시설물의 사용 극대화를 통해 교통 흐름 개선과 병목 현상 감소를
유도한다(DOT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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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대중교통은 승용차보다 안전성과 공해를 감소시킨다는 측면에서 장
점이 있다. 이러한 장점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비용이 저렴해
야 한다.

(다) 인간 및 자연 환경

본 성과분야의 목표는 지역사회와 자연환경을 교통관련 요인으로부터 방지하
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다음 표와 같은 전략적 결과를 제
시하고 있다. DOT는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최소화하면서 교통시스템
을 운영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위의 전략적 결과 도출을 위해 2004년 기준으로
33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성과 분야는 ⅰ) 습지 보호 및

복원, ⅱ) DOT 시설물 청소, ⅲ) 공기오염 물질 제거, ⅳ) 파이프라인 누출 방지,
ⅴ) 항공기 소음등과 같다(DOT 2003). 다음 <표 3-15>는 인간 및 자연환경 성과
측정을 위한 지표와 년도별 목표치와 결과값을 보여주고 있다(DOT 2006a).
<표 3-15> DOT내 인간 및 자연환경지표 계획과 결과
성과지표
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에이커 당
습지 감소비율
추가 보수가 필요 없는 DOT 시
설물 비율
지역교통 유출량 추이의 12개월
이동평균숫자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계획 1.5
실적 2.3
계획 80
실적 90
계획 N/A
실적 N/A

1.5
3.8
82
90
N/A
6.0

1.5
2.1
91
91
N/A
6.0

1.5
2.7
91
91
6.0
6.0

1.5
2.7
92
94
6.0
6.0

1.5
2.1
92
93
6.0
6.0

1.5
2.4
93
92
6.0
6.0

(라) 국가 안전

본 성과분야의 목표는 사람과 화물의 이동시 사용하는 교통시스템의 안전 확
보이다. 이러한 전략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적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DOT 2003). 즉 교통시스템과 그 사용자가 범죄나 테러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교통시스템의 국가방위 시스템의 요구에 부합하고록 하는 것이
다. DOT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는 국가안전과 교통시설물 보증에 관
한 성과 목표와 지표 개발과 운영에 대한 공동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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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기준으로 6억3천만 달러 수준의 예산을 요청하였다.

④ 관련 조직
DOT내에 시설물관련 통계를 전담하는 부서인 교통통계국(BTS; Bureau of
Transportation Statistics)를 통해 관련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결과를 보고, 제공하도

록 법[49 U.S.C. 111(c)(1)]으로 제정하였다. BTS에서 수집, 분석하는 정보는 다양
한 교통 부문별 생산성, 교통류, 통행 시간, 차량 중량, 교통수단 선택을 포함한 통
행 특성 영향 요인, 시내․외 통근 및 통행 비용, 대중교통 수단별 이용 승객 수
및 이용 가능성, 교통시설물 및 차량 수리 빈도, 교통사고, 인명 및 자연환경 손상,
교통체계 상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교통 관련 변수 등이다. (DOT 2006b)

⑤ 프로그램 평가관리
프로그램의 평가 주체는 DOT 공무원, 계약자, 학계 전문가들이 할 수 있다. 부
처내부 심사는 완료된 평가가 그것들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에 관계없이 유용한
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한다. 그리고 Inspector General의 기획예산부서는 프로
그램 평가계획(일정)을 관리하고, 프로그램 평가기술의 개발과 훈련을 담당하며,
프로그램 평가과정의 질을 관리한다. OMB는 프로그램 평가의 결과가 자원배분
(예산배분)에 고려되는 지를 확인하고 있다. Office of Inspector General은 이러한

일정계획과는 관계없이 그 자체의 프로그램 평가를 계속 진행한다.

⑥ 평가지표
앞에서는 연방교통부 차원의 전략목표에 따른 성과지표이며, 미국 교통연구위
원회(TRB; Transportation research board)에서 2000년 발표한 성과기반의 교통계
획을 위한 지침(A guide for performance-based transportation planning)에서 다음 표
와 같은 8개 성과 분야와 상세 지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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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6> 미국내 교통시설물 관련 성과지표

접근성

이동성

경제 개발

삶의 질

환경 및 자원
보존

안전

교통수단별 시설물에서 목적지간의 평균 이동시간
(Average travel time from facility to destination(by mode)
시설물에서 주요 고속도로망간 평균 이동시간
(Average travel time from facility to major highway network)
평균 여행 길이(Average trip length)
전체적인 교통수단 분리(Overall mode split)
시설물 혹은 루트에 따른 교통수단 분리(Mode split by facility or route)
Number of structures with vertical clearance less than X ft.
교량의 중량한계(Bridge weight limits)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의 이동시간(Origin-destination travel times)
총 이동시간(Total travel time)
시설물에서 도착지까지 평균 이동시간
(Average travel time from facility to destination)
혼잡수준별 VMT(VMTby congestion level)
혼잡으로 인한 지체시간(Lost time due to congestion)
VMT 당 지체(연)(Delay per VMT)
서비스의 수준(Level of service)
Intersection level or service
Volume/capacity ratio
창출되거나 지원되는 직접적 일자리의 수(Direct jobs supported or created
교통사고의 경제적 비용(Economic costs of accidents)
지연시간의 경제적 비용(Economic costs of lost time)
직간접적으로 창출되는 간접적 일자리수(Indirect jobs supported or created
혼잡으로 인한 지체시간(Lost time due to congestion)
VMT 당 사고수(Accidents or injuries or fatalities per VMT)
시스템내의 안전에 대한 고객의 인식
(Customer perception of safety in system)
발생한 오염량(Tons of pollution (or vehicle emissions) generated)
전반적인 교통수단의 분리(Overall mode split)
발생한 오염량(Tons of pollution (or vehicle emissions) generated)
연료의 사용(Fuel usage)
위험물질을 포함하는 사고의 수
(Number of accidents involving hazardous waste)
VMT 당 사고의 수(Number of accidents per VMT)
연간 사고의 수(Number of accidents per year)
여행 당 사고의 수(Number of accidents per trip)
1인당 사고의 수(Number of accidents per capita)
이동 톤-마일당 사고의 수(Number of accidents per ton-mile traveled)
사고에 따른 대응시간(Response time to incidents)
Customer perception of safety while in system
Accidents (or injuries of fatalities) per V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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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효율성

시스템 보존

Percentage of highway mainline pavement rated good or better
Average response time for emergency services
Railroad/highway-at-grade crossings
Number of accidents involving hazardous waste
출발지-도착지 이동시간(Origin-destination travel times)
총 이동시간(Total travel times)
시설물에서 도착지까지의 평균이동시간
시설물에서 주요 고속도로망까지의 평균이동시간
시설용량 대비 교통수송량 비율(Volume/capacity ratio)
Overall mode split
Cost per ton-mile
평균 차량탑승율(Average vehicle occupancy)
표준상태이하의 접근도로 및 교량시스템의 비율
접근로 및 교량 등의 연수분포(Age distribution)
양호한 고속도로 포장상태의 비율

⑦ 평가기반 시스템

(가) 고속도로 성과 모니터링 시스템(Highway performance monitoring system;
HPMS)
HPMS는 미국 내 고속도로의 현황, 상태, 성과, 활용 및 운영 특성 등 광범위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HPMS는 1978년 연방정부차원에서 고속도로의 성과
를 비롯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로 개발되었다. HPMS
는 모든 공공 도로에 대한 한정된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으며, 간선도로와 집산도로
에 대해서는 자세한 데이터를 수집한다. HPMS는 각 주별로 조정 작업 없이 수행되
던 유사한 보고서를 통합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를 통해서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
여 의회에 제출하는 성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행정부의 법 제정,
프로그램 및 예산 조정을 위한 전반적인 자료를 제공한다. 또한 FHWA의 전략계획
에 제시된 고속도로 시스템의 성과 계획과 전략적 목표의 달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
해 포장 상태, 고속도로 정체, 안전사고, 대기 오염 관련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HPMS의 주요 목적은 FHWA, DOT와 의회에서 고속도로 관련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

를 제공하는데 있으며, 본 정보를 활용하여 의회는 고속도로 관련 프로그램의 범위
와 예산 등을 결정하고 있다. 또한 HPMS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GPRA가 적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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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관련 프로그램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활용한다(FHWA 1998, FHWA 2003).
(나) 사전-사후 연구(Before and After Study)
DOT내 연방교통관리국(Federal Transit Administration;FTA)은 안전하고, 책임성

있는 효율적 교통체계법(Safe, Accountable, Efficient Transportation Equity Act: A
Legacy For Users(SAFETEA-LU))에 의해 수정된 US Code Section 5309 of Title 49

에 의거하여 교통시설물 사업에 대해 사전계획과 사후결과에 대한 연구(Before
and After Study)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교통시설물 신규 공사의 경우

프로젝트의 영향과 프로젝트 계획 및 건설단계의 추정치의 정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수집과 분석에 대한 계획을 작성 제출해야 한다. 사전-사후 연구
(Before and After study)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다. 첫째, 사업비

및 주요 교통시설물 투자의 영향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데 있으며, 둘째, 주
교통시설물 투자의 계획 및 시공단계에서 활용하는 기술적인 방법과 절차의 개
선이다.
첫 번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신규 프로젝트의 실제비용(actual cost)과 교통시설
물 서비스와 교통량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두 번째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예정공사비(predicted cost)와 예정 영향을 조사한다. 그리고 프로젝트 완공 후 각
단계별 실제 공사비와 영향 정도를 예정치와 비교한다. Before and After Study는
프로젝트 자금 지원부서와 지역의 계획 주체와 FTA의 공동작업으로 수행한다.
지역 기관의 프로젝트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자금지원주체의 폭 넓은 교통시설물
이해도, 국가적인 기준 및 분석과 일치시키기 위해 기관간의 공동작업을 한다.

⑧ 평가로직모형
미국의 교통 프로그램 logic 모형의 예는 다음과 같다. 우선 건설 프로그램의
산출은 완공된 프로젝트 등이 될 수 있으며, 직접적 결과는 도로 기능(capacity)과
연결성(connectivity)이 되며, 간접적 결과는 혼잡 및 운행시간, 편리성 등이 될 수
있다. 장기결과로서의 영향은 “이동성”으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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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7> 교통 프로그램 로직 모형 예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전달
프로그램
Program

산출

시스템 성과(System performance)

⇒ 직접적 결과

완공 공 사의
건설
Constructio 연장길이
n
건설된교량

⇒ 연결성

유지관리
포장길이
Maintenanc
수선 처리
e

⇒ 노면굴곡완화

안전
Safety

운영
Operations

대중교통

기능(Capacity)

⇒ 장기 결과

혼잡

⇒

편리성

상태

⇒

포장

도로 질
운영비용

이동성
(Mobility)

⇒ 삶의 질

파손

⇒ 부상

위험

⇒ 경제발전

사망

⇒ 보다 효율적 운영 ⇒

차량 운 행시
간,차량운행
⇒
거리,좌석운
행거리

간접적 결과

⇒ 운송시간

(Connectivity)

완공공사의
추가 우 회노 ⇒
선,노면표시
전광판
사고처리
신호시간

⇒

영향(Impacts)

포
괄
성
⇒
/Headways

혼잡/지연/파
⇒
손

대기시간
/ 탑승편리성

환경의 질 향상

⇒ 공동체 발전

나. 미국 캘리포니아 교통국의 사업평가
미국 캘리포니아 교통국(CALTRANS)에서는 1995년부터 완료된 건설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효과성(cost effectiveness)과 적시성(timeliness) 등 12개 부분을 평
가하여 “투입자본에 대한 성과측정 보고서(Capital support performance measures)”
를 발간하였다. 여기에서 사후평가는 자본 투입계획과 조달과정 등에 대한 전반
적인 효과를 평가하는데 활용하고 있고, 사후평가의 목적은 투입된 자본이 계획
대로 수행되었는지에 대한 여부와 과거에 반복했던 과오(mistake)의 최소화를 목
적으로 하고 있다.
다음 <표 3-18>는 미국 캘리포니아 교통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사업성과측정지
표와 목표를 나타내고 있다. 사업성과측정지표는 필요시에 지표의 활용성과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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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성을 재검토하여 그 항목이 새롭게 추가되거나 삭제되고 있다.

<표 3-18> 미국 캘리포니아 교통국의 사업성과측정지표 및 목표
PM
#

측정지표(항목)

설명

목표

1

Capital support in context
사업유형별, 사업별 예산 배분율

2

Support/Capital : 자본지원지출, 자본지출

3

품질

별도 시스템 개발 중

4

프로젝트 개수(#)

계획된 사업 수와 실제 수행된
사업 수 비율

> 90%

5

프로젝트 비용($)

계획된 사업비와 실제 집행된
사업비 비율

> 100%

6

작업일수/계약공사 일수

계약공사일수와 실제 작업일수
비율

< 112%

7

낙찰금액($)/예정금액($)

예정금액 대비 낙찰금액

85~100%

8

낙찰금액 대비 proposed final estimate의 금액(PFE)비율

< 100%

9

FE $/PFE $ : PFE 대비 Final Estimate

< 103%

10

실제 시공금액/계획공사금액

지표삭제

11

기획, 설계, 용지보상단계의 계획 및 실제 집행 금액 비율

< 100%

12

시공 단계의 계획 및 실제 집행 금액 비율

< 100%

추세

주 : PM # - 성과측정지표 번호(Performance Measure num.)

미국 캘리포니아 교통국은 건설사업 수행시 각 지표마다 설정된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속적인 성과측정을 통해서 매년
건설사업 효율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건설사업의 품질성능측정
(Quality performance measure)을 위해 별도의 측정지표와 시스템 개발을 하고 있

으며, 품질(quality of final product)과 소비자 만족도(customer satisfaction)를 평가
하고 있다. 이렇게 성과측정한 결과는 캘리포니아 교통국내 시공부서에서 “관리
지표(management indicators)” 보고서를 분기별로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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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테니시 강 유역청(Tennessee Valley Authority;TVA)

① 개요
TVA는 Tennessee강 유역 7개 주에 걸쳐 29개 댐과 발전소를 이용하여 홍수조

절, 전력생산 및 공급, 수질관리 및 용수 공급 등의 역할 담당하는 우리나라의
수자원공사와 유사한 조직으로 미국 내 공공전력 조직 중 최대이다. TVA는 연방
정부의 보조금 받지 않고 자체적인 운영수익으로 운영되고 있다. 본 절에서는
TVA가 GPRA를 근거로 OMB에서 요구하는 성과 및 효과성에 대한 자체 성과측

정(performance measurement) 체제 및 결과를 고찰하였다.

② 관련법규 및 조직
TVA는 GPRA와 OMB Circular A-11에 근거해 성과 측정 및 보고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성과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위해 TVA내 Office of the
Inspector General(OIG)에서 TVA내 여러 프로그램과 영업 활동에 대한 성과와 효

율성 개선을 위한 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OIG는 1985년 TVA 이사진에 의해서
구성되었고, 1988년 ‘Inspector General Act'가 개정되면서 법적인 조직으로 편입되
었다. 2000년 ‘Public Law 106-422'의 발효로 대통령이 TVA의 inspector general을
임명하고 TVA의 장은 산하 33개 조직의 inspector general을 임명한다.

③ 평가체계 및 평가지표
TVA는 다음 <표 3-19>와 같은 목표, 목적, 전략, 성과지표의 위계체계를 수립

하고 각각의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운영 중이다(TVA 2005a).
아울러 주정부의 GPRA의 기준에 부합하는 성과평가 기준을 수립하고 5년 주
기의 전략계획(Strategic plan)에 근거해 매년 성과보고서를 작성한다. TVA는 조
직의 목표(goals)와 전략적 목적(strategic objectives)을 수립하고 이와 부합하는 성
과지표를 활용하여 평가한다.(TVA 2005a, TVA 2005b).
제 3 장∙국내․외 사업평가제도 운용실태 및 사례

79

<표 3-19> 미국 TVA의 목표 및 전략, 성과측정 사례
목 적

목 표

전 략

유지관리비용 절감 유지관리의 효율성
부채비율 감소 추세
신중한 투자
유지
소비자요구에 부응하는
전력공급의 신뢰성 향 상
자산의 최적화와 생산과
정에 있어서 우수성 확보
생산과 서비스에 있어서
융통성있는 계약과 경쟁
저렴하고 안정적인 가격
전력공급을 통한 소
비자 요구 부합
TVA의 운영이 근로자
및 지역에 미치는 환경
및 안전 영향의 관리

소비자의 가치와 관계과
정에서의 우수성 확보
수계운영에 의한 홍수피
해의 최소화
상업적 수로의 유지
수계시스템과 환경
업무의 통합관리를
통한 지역의 삶의 수용가능한 수질의 제공
질 개선
수력발전의 가치최적화
수계시스템과 토지의 휴
양적 활용의 지원
주변지역의 경제개
발을 통한 리더십
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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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치에 맞춘 성장전략
에 의한 개발의 증진

성과측정

- 전력 공급비용/유지관리비용
- 전력용량 대비 부채/재무 건
전성/Bond Rating
- 시스템의 신뢰성
- 화석연료 플랜트의 활용가능
요인/수자원의 활용가능요인/
순수 핵발전설비 용량
- 에너지 판매(kWh)
- 지속적 계약에 의한 도매 소비자
-

보고가능한 환경적 사건
환경영향지수
Sulfur Dioxide Emissions
Nitrogen Oxide Emissions
INPO Index
환경연구센터
RCRA Cleanup (ERC)
소비자의 만족

- 홍수저장 능력
- 수로의 이용가능 일수
- Shipper Savings
- Dissolved Oxygen Deficit Due
to Forced Outages.
- 최소한의 유수 확보
- 수변 수질
- 재량적 죤의 달성
- 여름철 저수량의 달성
- 완전하고 포괄적인 저수 및 토
지관리 계획
- 경제개발 지수/유발 자본투자
- 고용창출/이해관계자의 만족도

2) 일본
(1) 범 정부 차원의 정책평가제도

가. 정책평가의 개관 및 평가체계
① 정책평가제도의 개관
일본에서 정책평가22)는 1997년부터 약 5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행정기관의
정책평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23)
정책평가의 목적은 행정기관이 주체가 되어 정책의 효과를 측정‧분석하고, 일정
한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정책의 기획입안과 실시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일본의 정책평가의 기본골격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다. 이러한 정책평가의
목적은 ① 국민 본위의 효율적이고 질 높은 행정의 실현 ② 국민편의에 입각한
성과중시의 행정으로 전환 ③ 국민에 대한 행정의 책임설명 철저 등이다. 평가의
주요 법적 근거는『행정기관이실시하는정책평가에관한법률』,「정책평가에 관
한 기본방침(각의결정)」이며, 각 부,성이 정책을 기획․입안하고 수행하는 입장
에서 정책에 관한 자체평가를 수행한다. 평가계획에는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에
의해 평가서가 작성되고, 이것은 내각총리대신에 송부되고 이를 통한 정책기획
입안시의 반영사항은 총무성(행정평가국)으로 통지, 송부된다. 총무성은 제도의
기본사항을 기획입안하고, 평가담당조직으로서 각 부,성의 정책에 대해 정부전
체로서의 통일성을 확보하거나 종합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부, 성의 정
22)「정책평가」란, 「국가의 행정기관이 주체가 되어, 정책의 효과 등에 관하여, 측정 또는 분석하여,
일정한 척도에 비추어 객관적인 판단을 하는 것으로, 정책의 기획 입안이나, 거기에 기초를 둔 실시
를 적절하고 확실하게 실시하는 것에 이바지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23) 그간의 정책평가제도의 추진경위를 보면 ① 1997년 12월에 행정개혁회의 최종보고를 시작으로 정
책평가제도를 도입 ② 1998년 10월 : 중앙의 성‧청 등 개혁기본법의 마련 ③ 1999년 : 중앙 성‧청의
개혁에 관한 골격, 추진방침, 추진기구, 표준 가이드라인 등을 작성 ④ 2001년 1월, 정책평가제도의
실효성과 국민들의 신뢰를 제고시키기 위해 법률 제정 ⑤ 부처별 정책평가를 위한 “정책평가에 관
한 기본방침”과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정, ⑥ 2002년 4월, 상기 법률 및 시행령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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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평가의 객관적이고 엄격한 실시를 담보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한다.
<그림 3- 2> 일본 평가제도의 기본골격(구조)

② 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의 의미
각 행정기관이 소장하는 광의의 정책은, 정책(협의), 시책, 사무사업 등 그 수
준은 다양하고 매우 애매하기 때문에, 정책평가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이며 적절
하고 명확하게 실시하기 위해서는「정책(협의)－시책-사무 사업」등의 정책 체
계를 미리 명시한 다음,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책-시책-사무사업
의 관계에 대해서 2005년 12월16일 책정한 [정책평가의 실시에 관한 가이드라인]
에서 용어의 의미와 체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정책(협의)은 특정의 행정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침
을 실현할 목적으로 하는 행정 활동의 큰 집합체를 의미하고 시책은 상기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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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인 방침」에 근거하는 구체적인 방침을 실현할 목적으로 하는 행정 활동의
집합체이며, 정책(협의)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책이나 대책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이며, 사무사업은 상기의 「구체적인 방책이나 대책」을 구현하기 위
한 개개의 행정 수단으로서의 사무 및 사업이며, 행정 활동의 기초적인 단위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정책(협의)－시책-사무사업」등의 정책체계에 대해
서는 정책평가 담당조직과 예산 등 담당부국이나 정책의 소관부국이 제휴하여,
정책평가와 예산·결산의 제휴를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③ 평가의 실시 주체 및 체계
일본의 정책평가는, 각 부성(部省)=부처(部處) 이 소장하는 정책에 대해, 그 효과
를 파악하고, 필요성, 효율성, 유효성 등의 관점에서 평가를 하는 것으로, 정책의 기
획 및 입안이나 정책에 근거한 활동을 적절하고 확실하게 실시하기 위한 중요한 정
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평가의 기능을 전 정부적으로 적절하고 확실하
게 발휘해 나가기 위해, 각 부성은 정책을 기획 입안하여 수행하는 입장이므로, 그
소장하는 정책에 대해 스스로 평가를 실시한다(즉, 정책평가는 각 성청(부처)이 실
시주체이다). 동시에, 총무성(총무성내의 행정평가국이 중심이 되어)은 정책평가에
관한 기본적 사항의 기획 및 입안 등을 하며, 각 부성과는 다른 평가 전담조직으로
서 각 부성의 정책의 통일성 또는 종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부성 횡단적인 평
가나 복수 부처에 걸치는 정책의 평가)를 실시한다. 또, 총무성은, 각 부성의 정책평
가가 객관적이면서 엄정하게 실시되도록 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한다.

④ 제3자 등의 활용의 방안
각 부성이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고도의 전문성이나 실천적인 지견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필요에 따라 학식경험자, 민간 등의 제3자를 활용 한다. 예를 들어,
총무성에 설치된 「정책평가 · 독립행정법인 평가위원회」는 총무성의 정책평가
의 중립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총무대신의 자문에 따라 총무성이 실시하
는 정책평가의 계획, 실시 상황, 주요한 권고 등을 조사 심의함과 함께, 이것에
제 3 장∙국내․외 사업평가제도 운용실태 및 사례

83

관하여, 총무대신에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나. 정책평가의 주요 내용
① 평가의 시점(時点) 및 관점
평가를 실시하는 시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사전, 사후의 평가, 경우에
따라서는 도중 (중간)의 평가가 있고, 평가의 목적, 평가 대상의 성질 등에 따라
상기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실시한다. 평가의 관점(觀点), 일반 기준 등으로 각 부
성 및 총무성은 다음과 같은 관점 및 일반 기준을 기본으로 하면서, 평가의 목적,
평가 대상의 성질 등에 따라 적절한 관점 등을 선택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즉, 필요성, 효율성, 유효성, 공평성, 우선성 등이다.
정책을 계획(plan), 집행(do), 평가(see)단계로 구분하여 정책의 관리 단계를 제
도화하고 있다. 정책의 평가는 사전평가, 성과측정, 성과평가의 3단계를 통해 관
리되고 있다.

② 평가의 시점에 따른 평가 방식
일본의 평가방식은 사업평가, 실적평가, 종합평가로 구성된다. 표준적 정책평
가의 방식과 평가의 수법에 대해서는 2005년 12월16일 책정한 「정책평가의 실
시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규정하고 있다.

(가) 사업평가

사업평가는 사전 및 사후평가로 이루어진다. 사전평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이 국민이나 사회의 요구에 비추어 타당한가, 상위의 목적에 비
추어 타당한가, 행정 관여의 본연의 자세로부터 봐서 행정이 담당할 필요가 있는
가 등에 대해 검토한다.
둘째, 평가 대상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비용에 알맞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에 대해서 검토한다. 가능한 한 예측되는 효과나 그에 필요한 비용을 추계·측정
하여, 그것들을 비교한다. 비용에 대해서는 평가 대상 정책과 관련되는 직접적인
지출뿐만 아니라,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그 이외의 비용(예를 들면 사회비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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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한 포함한다. 아울러 상위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검토하여, 어떠한 효과가 발현한 것을 가지고 얻으려고 하는
효과를 얻었다고 하는지, 그 상태를 구체적으로 특정한다. 평가 대상 정책을 실
시함으로써, 얻으려고 하는 효과를 실제로 얻었는지 어떤 지를 사후에 평가·검증
하기 위한 방법이나 시기를 특정하여 미리 분명히 한다.
다음으로 사후평가는 사전 평가를 실시한 정책이나, 기존의 정책 중 국민 생활
이나 사회경제에 대한 영향이 큰 것, 고액의 비용을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서, 사후
에 정책효과를 평가·검증한다. 당초 전망하였던 효과를 실제로 얻었는지, 얻을 수
없었던 경우는 어떠한 사정인가 등에 대해 유의하여, 사후평가에 의해 얻을 수 있
던 데이터나 의견을 이후의 정책평가나 정책의 기획 및 입안에 활용한다.

(나) 실적 평가방식

평가 대상 정책, 국민에 대해「언제까지, 무엇에 대해, 어떠한 일을 실현하는
것인가」를 알기 쉽게 알릴 수 있는 성과(outcome)목표(이하,「기본 목표」라고
한다.)를 설정한다. 또한, 성과에 주목한 목표의 설정이 곤란하거나 적절하지 않
은 경우에는 산출(output)목표를 설정한다. 아울러 구체적인 달성 수준을 나타내
는 것이 곤란한 기본 목표에 대해서는 이것에 관련한 측정 가능한 지표를 이용하
여, 각각의 지표 마다 달성 수준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목표(이하 「달성 목표」
라고 한다.)를 설정한다. 달성 목표는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달성도를 측정할 수
있는 정량적 또는 정성적인 지표를 이용한다. 또한 목표의 설정에 있어서는 여러
나라의 사례조사 및 연구성과나 각 행정기관의 대처상황을 참고로 하면서 달성
해야 할 수준을 구체적으로 특정함과 동시에, 목표의 달성 시기를 명확하게 한
다. 또, 목표의 달성 정도를 판정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미리 명시한다. 또한,
달성하려고 하는 수준을 특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는, 평가에 대해 구할 수 있
는 필요한 요소 등도 감안하면서, 정책의 특성 등에 따라서 보다 적절한 평가방
식을 이용하는 것을 검토한다.
성과목표는 그 달성이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이 반드시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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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영향을 받은 것을 배제하지 못하고, 달성의 정도를 전면적으로 행정 기관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성과목표를 설정했
을 경우에는, 목표 달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외부 요인에 대해서도, 가
능한 한 미리 분명히 한다. 산출목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목표나 지표에 대해서는 지표의 측정을 위한 정보 및 데이터의 입수가 과중한
부담을 야기하는 경우가 없도록 미리 그 입수방법에 대해 검토하여 대상이 되는
정책의 특성에 따라 적절히 설정한다.
목표에 대해서는 정기적·계속적으로 실적을 측정하여 필요에 따라 정책의 개
선·재고 또는 목표 자체의 재검토를 실시한다. 목표달성이 미흡한 시책들에 대해
서는 사업 평가방식이나 종합평가방식을 이용하여 시책 등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무 사업 등을 심층 분석, 검증하여 해당 정책과 관련되는 문제점을 파악함과
동시 그 원인에 대해 분석·검증을 실시한다.

(다) 종합 평가 방식

평가대상 정책의 효과의 발현 상황을 다양한 각도에서 구체적으로 분명히 하
고, 정책의 직접적 효과나, 인과관계, 외부요인의 영향 분석과 필요에 따라 파급
효과(부차적 효과)의 분석도 이루어진다. 필요에 따라 정책의 효과와 비용(마이
너스의 효과나 간접비용을 포함한다)을 비교·검토하며, 국민의 입장에서 보다 효
율적이고 질 높은 대체 안은 없는 지 더불어 검토한다. 아울러, 관련되는 정책과
의 사이에 정합성이 확보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한다. 경우에 따라서 다른 정
책보다 우선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 한다.
제도의 개정 등 정책의 대폭적인 재고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종합평가방식을
이용한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검토한다. 종합평가는 정책 실시전의 시점에도, 필
요에 따라서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때 유사한 종합평가방식을
이용한 평가의 결과를 참고로 하거나 다른 평가방식의 평가에 의해 축적된 정보·
데이터를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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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0> 사업 평가의 방식
구 분

사업 평가

-특정사업에 대한 사전평가와
도중이나 사후검증
기본적 -행정 활동의 채택여부, 선택
성격
등에 필요한 정보제공

실적 평가

종합 평가

-행정업무를 대상으로 사전목
표설정과 실적을 측정
-달성도에 대한 정보제공

-특정의 테마중심 종합적 평가
-정책의 효과와 문제점의 해결
위한 정보를 제공
-실적평가 시 종합적인 평가
필요성 판단경우 실시

대상

-사무사업
-필요에 따라 시책(“사업”등)

-“시책”(공통의 목적을 가지
는 행정 활동)

-특정의 행정 과제(정책(협의)
이나 시책)/ “정책·시책”

평가의

-사전평가와 도중이나 사후검
증

-사전목표 설정, 정기적·계속
적 실적 측정, 목표 기간 종
료시 달성도 평가

-정책·시책의 도입으로부터
일정기간을 경과한 시점을
중심

< 사전평가 >
-사업목적의 타당성, 정부가 담
당할 필요성여부 검토
-사업실시로 예측되는 비용-효
과 비교
평가의
-질높고 효율적 대안 모색
내용
< 도중 ·사후의 시점 >
-사전평가 내용의 재확인 검증
-공공사업, 연구개발 및 ODA
사업(주로 엄격히 실시)
-규제, 보조사업, 신규개시사업

-성과(결과)중심의 기본목표
설정-「달성 목표」를 설정
하여 측정
-목표의 정기적·계속적 실적
측정
-기본목표의 달성도 평가
-목표의 설정, 실적의 측정,
목표 기간 종료 시의 평가 등
각 단계의 결과 공표

-정책·시책의 효과의 분석
-직접적 효과나 인과관계 등
-문제점을 파악. 원인분석.
-특정 테마를 중점 평가
․사회경제 상황변화에 의해
개선·재검토의 필요한 경우
․평가에 대한 요구와 긴급실
시가 요청되는 경우
․종래의 정책·시책을 재고하
여, 새로운 정책 전개를 도
모하려고 하는 경우

시점

다. 평가결과의 활용 및 공표
각 부성은 평가결과가 기획입안에 적시에 적절하고 확실하게 반영되는 구조를
구축한다. 총무성은 평가결과를 관계하는 부성에 통지하여, 필요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권고, 권고 후 정책에의 반영상황에 대해 적절한 시기에 보고를
요구하여, 권고사항의 반영이 특히 필요하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내각총리대신
(국무총리=행정수반)에게 의견을 진언한다. 예산반영과 관련하여 각 부성은 평

가결과를 예산요구 단계 등에서 적절히 반영하고 재정당국은 예산편성의 과정에
서 정책 평가의 결과를 적절히 활용한다.24)
24) 2005년 12월16일 책정한 [정책평가의 실시에 관한 가이드라인] 에서는 [평가 결과의 정책에의 반영]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행정 기관이 실시하는 정책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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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평가의 결과가 예산요구 등의 정책의 기획입안 작업에 중요한 정보로서
적절하고 명확하게 반영되도록 신속하게 평가서를 작성하여, 이를 공표한다.
각 부성 및 총무성은, 평가의 결론뿐만이 아니라, 평가 시에 사용한 가정 등의
전제조건, 평가 수법·지표, 데이터, 학식경험자의 의견 등 평가의 과정을 포함하
여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공표한다. 또, 국민이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는 방법
및 신속하고 알기 쉬운 형태로 공표한다(인터넷의 홈페이지로의 게재 등). 총무
성은 정부 전체의 정책평가 및 정책에의 반영 상황 등을 매년도 정리 공표한다.
국토교통성을 포함한 각 부성의 정책평가 담당 조직은 소관 행정의 정책평가
에 관한 기본적 사항의 기획 입안, 부성에 있어서의 평가 상황 정리나 공표 등의
역할을 담당하여, 부성의 평가의 엄정하고 객관적인 실시를 확보한다. 이에 따라
정책 평가의 실시 요령을 작성하여 운용한다. 이는 체계적이고 계속적인 정책평
가의 실시를 확보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책평가의 기본적인 수속, 순서
등을 규정한 「정책평가 실시요령」을 책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평가의 목적 ,
평가의 실시 체제, 평가의 관점, 일반 기준 등, 평가의 방식, 평가 결과의 정책에
의 반영, 평가 결과 등의 공표, 정책 평가에 관한 외부로부터의 의견·요망 등을
받아들이는 창구 등이 규정되어 있다.

(2) 국토교통성의 정책평가

가. 국토교통성의 정책평가 시스템도입의 경위
건설성(현 국토교통성) 등에서는 1998년도부터 공공사업(프로젝트)의 필요성
및 투자효과, 사업추진의 효율성 등에 대하여 「신규사업 채택 시 평가」, 「재
평가」,「사후평가」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다. 한편, 각 단위사업은 시책 및 정책
(프로그램)의 실현수단으로서 하나의 사업에 대한 평가만으로 시책이나 정책의

필요성 및 효과를 측정하기 곤란한 경우도 많다. 따라서 시책 및 정책에 대한 종
합적 평가도 하고 있다. 국토교통상의 정책평가에 대한 대응내용은 다음과 같다.
규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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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 일본 국토교통성의 정책평가에 대한 대응 과정
년 도
1998년~

대응 내용

개별 공공사업의 평가를 다른 부처에 비해 선행적으로 실시

‘00년6월~12월

「국토교통성에 있어서의 정책 평가의 본연의 자세에 관한 간담회」를 설치

2001년 1월

「국토교통성 정책평가 실시 요령」을 책정. 2001년도부터 정책평가를 실시

2001년 8월

27개의 정책목표와 112의 실적지표를 설정(실적 지표에 따른 목표를 설정)

2002년 4월

「행정평가법」에 따른「국토교통성 정책 평가 기본계획」으로 정리하여 시행

2003년 8월
2003년 10월
2004년 7월

2004년도 예산 요구에서「성과 목표별 예산」을 작성
「사회자본 정비 중점 계획법」을 감안,「국토교통성 정책 평가기본계획」개정
사회자본 정비 중점 계획에 포함된 34개 지표의 진척상황을 심의

나. 국토교통성 정책평가의 목적
국토교통성은 이전부터 실시하여온 개별사업평가를 더욱 충실히 실천함과 함
께, 종합적인 정책 평가 시스템을 철저히 실시함으로써 ‘국민 본위로 효율적이고
질 높은 행정을 실현’, ‘성과 중시의 행정으로 전환을 도모’, ‘통합의 장점을 살린
성(省)전체의 전략적 정책 전개 추진’, ‘국민에 대한 설명책임(Accountability) 완
수’ 등을 목적으로 정책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토교통성에서는 성과중시의 정책 매니지먼트의 실현을 목표로 하
여 정책평가제도를 도입하였다. 성과를 중시하기 위한 방안으로 2003년 10월에
사회자본 정비사업을 중점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민의 입장에서
본 성과목표를 명시하고 중점 계획의 목표·지표를 정책 평가로 점검함으로써 사
업분야 횡단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사업제휴를 강화하는 등 요점을 간추려 관리
하고 있다. 아울러, 정책 평가의 결과는 법률의 개정 등의 중요한 정책 방침의
결정에도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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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 성과를 중시하기 위한 방안(예)
중점사항

내 용

계획 내용을 공급자 차원에서의 ‘사업비’에서 수요자인 국민
① 국민의 입장에서 본 성과 의 입장에서 「달성되는 성과」로 전환. 「생활·안전·환경·활
목표를 명시

② 중점 계획의 목표·지표를
정책평가로 점검

력」의 4개의 분류 목표에 따라 15개의 중점목표와 그 달성상
황을 측정하는 35개의 지표를 설정
사회자본정비 중점계획에서 정한 목표, 지표에 대해 정책 평
가 기본계획과 정합성을 도모하여, 매년도 사회자본 정비 중
점 계획의 진척상황을 정책 체크 업(실적 측정)으로 점검함.
국토교통성에서는 9개의 사업 분야별 사회자본정비 중점계획을

③ 사업 분야 횡단적인 목표 일관되고 횡단적인 목표로 설정. 예를 들면, 물과 녹음이 어우
로 사업제휴를 강화

러진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원, 도로, 하천, 항만, 민유지
등을 하나의 군(群)으로 간주하여 횡단적인 녹화지표를 설정

다. 국토교통성의 정책 평가 조직 체제
국토교통성의 정책평가는 전 부처적으로 실시하며 정책을 담당하는 부국(部
局)이 그 정책에 대해 스스로 평가하는 것이 기본이다. 또한, 대신(장관) 직결 정
책통괄관(국장급)이 성 전체의 정책평가를 총괄하여 정책평가의 객관성이나 질
을 확보하고, 복수 부국에 걸치는 정책을 통합 평가한다.
정책평가에 관한 중요 사항은 대신(장관)을 비롯한 국토교통성 간부로 구성 되
는 「회의」에서 결정한다. 그 외에 원활하고 적절하고 명확한 정책평가의 실시
를 확보하기 위해, 부처 내에 정책 통괄관을 단장으로 각 부국의 담당 과장급으
로 구성되는 「정책평가연락회:행정측」를 설치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성의
정책평가 제도의 설계, 운영상황 등에 대해 전문적·중립적이고 객관적 관점에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학식경험자 등으로 구성되는 「국토교통성 정책평가회:
자문측」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다. 즉, 평가의 객관성 확보나 질의 향상을 도모
하기 위해, 학식 경험자나 국민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 평가의 수준향상에 유
용하게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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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정책 목표의 변경 등 정책평가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널리
국민의 의견을 반영시키기 위해「퍼블릭·코멘트」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지
방정비국, 공단, 지방공공단체 등 마다 제 3자로 구성되는 위원회인「사업평가
감시위원회」를 통해 모든 사업의 재평가·사후평가 대상 사업에 대해 심의한다.
특히 「사회자본 정비·교통 정책 합동 심의회」를 통해 공공사업에 관한 정책
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책 체크 업 평가에서 사회자본 정비 사업에 대한 의견을
적절하고 명확하게 반영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 국토교통성의 조직특징은 통괄
관을 중심으로 한 라인(행정)과 학식경험자로 구성된 스텝(자문)조직을 두어 자
체평가를 기본으로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다.

라. 정책평가에 관한 계획
국토교통성은 성(省)이 관장하는 정책을 평가하기 위하여 중장기적 안목의 정
책 평가의 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 등에 대해 규정하는 「운영 방침」을 책정
하고, 기본사항을 정하는 「정책평가 기본계획」및 매 년도의 사후 평가의 실시
에 대해 정하는 「사후평가 실시계획」에 근거하여, 정책평가를 실시한다.즉 국
토교통성 정책평가 기본계획(2005-2009)과 2005년도 사후평가 실시계획 등이 그
것이다. 사전 평가서, 실적 측정의 지표·목표, 프로그램 평가서 등은 그 결과를
공표할 뿐 아니라, 평가 과정의 정보도 가능한 한 공표한다. 또 국토교통성의 정
책평가 실시 상황, 정책에의 반영 상황을 일람적으로 볼 수 있는「국토교통성 정
책 평가 연차보고서」를 매년 정리하여 공표한다.

바. 국토교통성 정책평가 과정의 특징
국토교통성에서는 민간기업의 경영수법을 행정에 도입하는「New Public
Management(NPM)」의 사고 하에, 정책의 기획 입안(plan)-실시(do)-평가(see) 라

는 「매니지먼트 사이클」 안에서 제도화된 평가 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해, 정책
어세스먼트, 정책 체크업, 정책 리뷰라는 3개의 시점(時点)과 관점(觀点)이 다른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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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일련의 평가를 통하여, 실시하려고 하거나 실시하고 있는 시책·사업 등
의 효과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예산요구나 정책의 기획 입안에 반영
하고 있다. 그리고 정책평가 기본계획, 실시계획 및 각정책 평가서는, 대신(장관)
을 멤버로 하는 성의(省議)에서 결정하고 있다.
한편,「개별 공공사업의 평가(신규 채택 시 평가, 재평가, 사후 평가)」나 「개
별 연구개발 과제 평가」도, 개별 사업이나 연구개발 테마(주제) 마다, 사전단계,
중간 단계, 완료 후의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특징은 경영관리(Plan-Do-See)적 관
점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 국토교통성의 정책평가의 종류별 특징
① 정책 어세스먼트(Policy Assessment=사전 평가)
신규 시책(예산 요구, 세제개정 요망, 규제, 법령 개정 등 )등에 대해서, 필요성,
유효성, 효율성을 사전에 체크하여, 진실로 필요한 21세기형 시책의 기획 및 입
안을 목표로 한다. 즉, 어떤 시책을 확정하기 전에 계획안에 대하여 사전합리성
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전검토를 면밀히 한다. 즉, 사전평가 결과를 예산요구 등
에 반영하고, 상대적, 절대적으로 절실히 필요하고 효과적이라고 평가된 시책을
채택한다.
첫째, 정책어세스먼트(사전평가)의 정의는 새로운 시책의 기획입안 등에 있어,
현황과 과제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하여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해당 시책
이 절실히 필요한 것인지, 기대되는 효과는 큰 것인지 등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수법이다. 둘째, 정책 어세스먼트의 실시를 통해 정책의 의도, 기대되는 효과를
사전에 명확하게 하여 기획입안의 과정을 국민에게 분명히 하고, 국민의 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시책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여 철저하게 낭비를 배제하는 데 있다.
셋째 정책어세스먼트의 구체적인 실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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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3> 정책 어세스먼트의 실시방법
Step1

새로이 도입하려고 하는 시책

대상시책 결정

기존시책 중, 개정, 폐지, 완화, 연장을 하려고 하는 시책

Step2
목표의 명시

대상 시책과 관련되는 정책목표나 업적지표 등을 명시
목표와 현실의 괴리 및 그 원인, 개선을 위한 과제에 대하여 논리
적 분석(Logical Framework: 논리적 분석수법 사용)
Logical Framework의 분석프로세스
1. 목표와 현황의 괴리를 명시한다
필요성

Step3
체크 항목

2. 이러한 괴리가 생성된 원인을 분석한다
3.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재점검과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명시
4. 해당정책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법 및 수단(=시책
및 사업)을 명시
* 그 외에도 사회적 Needs에 부합하는가/ 시책 및 사업을 행정이
부담할
필요가 있는 가 등에 대해서도 평가함

효율성

그 시책의 실시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대 효과의 측면에서 그 시
책의 도입이 효과적인가

유효성

대상시책이 정책목표 실현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가

② 정책 체크 업 (Policy Checkup=실적 측정)
정책 체크 업(실적 측정)은 국토교통성의 모든 정책분야에 대하여 망라적으로
정책목표마다의 실적지표와 그 목표치를 설정하여, 그 지표의 달성 정도를 정기
적으로 측정함으로써, 목표의 달성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수법이다.
정책 체크 업의 실시로 성과를 중시하는 목표 달성형 정책 진행방식을 확립하고
목표달성 상황을 정기적으로 국민에게 공표하여, 설명책임(Accountability)을 완수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국토교통성의 27개의 정책 목표마다 실적 지표와 그 목표
치를 설정하여, 그 지표의 값을 정기적으로 측정·분석함으로써, 정책의 재검토나
개선으로 연결한다. 즉, 비용투입(input), 일의 양(output), 성과(outcome)로 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목표를 구체적인 지표로 나타내어 달성율을 측정하고, 실적이 악
화되고 있는 것은, 원인을 검토한다. 정책 체크 업의 실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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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4> 정책 체크업의 실시방법
단계

내용

업무지표 및 목표치의 설정 : 국토교통성의 27개 정책목표에 대하여, 달성 정도

Step1

를 나타내는 업적지표와, 각각의 지표에 관한 향후 5년 이내의 목표치를 설정한
다. 또한 목표 및 지표의 설정에 관해서는 시민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한다.
목표설정시
목표치(연도)
분야 정책목표
실적지표(예)
의 값(연도)
barier-free 사회의 주택의 barier-free
2.7%(1998)
10%(2007)
생활
실현
화 비율
홍수에 의한 범람
수해 등에 의한
에 대하여 안전한 56%(2002)
62%(2007)
안전
피해의 저감
구역의 비율
대기․소음 등과 항공기 소음에 관
환경

활력

관련한 생활환경

한 환경기준의 실

의 개선
국제적 수준의 교

내 달성도

통서비스와 국제
경쟁력 등의 확보

거점공항 및 항만
으로의 도로접근

93%(2000)

95%(2006)

59%(2002)

68%(2007)

강화
결과(outcome) 지표를 중심으로 한 업적지표 : 업적지표는 비용투입지표(예산을
얼마나 사용했는가)와 산출(output: 사업을 어느정도 추진하였는가)가 아니고,
가능한 결과(outcome=국민입장에서의 성과)지표로 나타냄
업적지표의 측정 및 평가 : 매년도 마다 각각의 업적지표에 대하여 측정한다. 각
Step2

업적지표의 목표연도에는 목표치에 대한 달성상황을 평가한다. 만약, 목적달성
상황이 저조할 때는 그 원인(외부요인을 포함함)과 장래의 대응책에 관해서도 검
토

③ 정책 리뷰(Policy Review=Program 평가)
정책 리뷰(프로그램 평가)는 실시 중인 기존 시책 등에 대해 국민의 관심이 높
은 주제(Theme)의 시책군(Program)을 대상으로 하여, 프로그램의 실시와 결과의
인과관계를 중기적 관점에서 자세하게 분석하여, 소기의 효과를 주고 있는지 어
떤지에 대하여, 사회경제정세의 변화나 정책 체크업의 결과 등을 기민하고 지속
적으로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심층 분석 및 평가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와 개선방
법을 발견하는 것이다. 즉, 상황의 변화나 정책 체크 업의 결과 등을 감안 하여,
테마를 선정하여 종합적으로 심층적으로 정책을 재검토 하는 것이다. 그 결과,
94

실시 중인 정책의 사후 합리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즉, 시책의 실시와 그 효과
(역효과 및 부작용 포함)와의 관련성, 변화한 외부요인(전제조건의 변화)을 고려

한 시책의 효과 등을 종합적이고 상세하게 심층적으로 분석평가 하여, 정책의 재
검토 및 개선에 상세하게 반영한다.
정책 체크업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프로그램(Program)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는 점과 사전에 테마(평가를 통하여 무엇을 분명히 하려고 하는가)를 결정하여
데이터의 수집 및 분석수법, 시기, 수순 및 일정계획 등 상세한 사전계획 하에
시간과 노력 및 비용을 투입하여 조사 분석을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정책리뷰의 목적은 시책 등의 효과에 대해 상세하게 분석하여 과제와
그 개선 방안을 찾고자 하는 데 있다. 정책리뷰의 실시 예정 테마는 미리 선정하
여 공지하며, 그 결과 또한 공지한다. 2001년 6월에 향후 5년간에 실시할 정책
리뷰의 테마를 29개 선정하였으며, 매년 테마를 재고하여 추가 등 수정하고 있으
며, 매년도 실시할 테마도 계획적으로 사전공지하며, 2005년에는 실제로 18테마
에 대해서 평가결과를 정리하였다. 정책리뷰의 실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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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5> 정책 리뷰의 실시방법
국토교통성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 중 「국토교통성 정책 평가 기본계
획」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테마를 선정하여, 계획적으로 평가한다.
Step 1
정책리뷰의
대상 선정

1)국토교통성의 정책과제로서 중요한 것
2)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 등 평가를 실시할 필요성이 높은 것 등
3)다른 평가 등의 실시결과를 감안하여 보다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한 것
4)시책의 전제가 되는 사회경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재검토가 필요한 것
5)법률 시행 후 일정 기간을 경과한 것 등, 시책의 실시를 재 검정하는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것

Step2
정책특성에 따른

평가

해당 시책에 대하여 해당비용, 업무량, 성과가 어떻게 관련되어,

시점1

국토교통성의 목표에 연결되는가 하는 메커니즘을 명확히 한다.

평가
시점2

평가 시점의

평가

선택 및 조합

시점3
평가
시점4

Step3
평가
Step4
과제의 명확화

그 시책에서 상정한 성과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가를 측정한다.
그 시에서 상정한 성과가 달성되지 않은 경우, 원인이라고 생각
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정량적 수법을 사용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그 시책을 추진하는데 소요된 비용과 취득된 성과를 비교한다.

상기 평가시점을 조합하여, 비용(Input)-업무량(Output)-성과(Outcome)
이 국토교통성의 목표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한다.
분석결과를 감안하여, 향후 국토교통성의 정책목표를 보다 잘 달성하고,
효과적, 효율적으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무엇이 과제이며, 무엇
을 개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명확히 한다.

(3) 국토교통성의 공공사업 평가

가. 국토교통성 공공사업평가 경위
국토교통성에서는, 공공사업의 효율성 및 그 실시 과정의 투명성을 한층 더 향
상시키기 위하여, 1998년부터 “신규사업 채택시 평가”를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
에 실시하고, 사업채택 후 5년경과 시점의 미착공 사업, 사업채택 후 10년경과
시점에도 계속 중인 사업사업을 대상으로 재평가를 실시해 왔다.
2001년 7월에 「국토교통성 소관 공공사업의 신규사업 채택 시 평가실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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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및 「국토교통성 소관 공공사업의 재평가 실시 요령」을 책정하여, 신규사
업 채택 시 평가 및 재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2003년 4월에 「국토교통성
소관 공공사업의 사후 평가 실시 요령」을 책정하여 사후평가도 실시하고 있다.

나. 국토교통성 개별 공공사업 평가 관련 지침
국토교통성의 개별사업 평가 관련 지침으로는 공공사업의 사업 평가 실시 요
령, 국토교통성 소관 공공 사업의 신규사업 채택 시 평가 실시 요령, 국토교통성
소관의 이른바 「그 외 시설비」와 관련되는 신규사업 채택 시 평가 실시 요령,
국토교통성 소관 공공사업의 재평가 실시 요령, 국토교통성 소관의 이른바 「그
외 시설비」와 관련되는 재평가 실시 요령, 국토교통성 소관 공공사업의 사후 평
가 실시 요령, 국토교통성 소관의 이른바 「그 외 시설비」와 관련되는 사후평가
실시 요령 등이 있다.

다. 사업평가의 검토체제와 주체
건설성 전체의 검토를 위해 「공공사업 평가시스템 검토위원회」(행정=사업
평가의 실시 요령의 개정 등, 사업 평가와 관련되는 중요 사항의 검토 등), 「공
공사업 평가시스템 연구회」(학식경험자 등=평가 수법에 관한 사업 종별간의 정
합성이나 평가 지표의 정량화 등에 대한 객관적 검토 등), 「공공사업 평가수법
검토부회」(「공공사업 평가의 기본적 사고방식」의 「과제에의 대응」에 있는
사업평가 수법으로 각 사업 횡단적인 기술적 과제에 대해 검토) 등이 있다.
업종(부국 및 지방) 별 검토 체제로는 담당부국 등 또는 부회(행정): 평가의 적
정화에 관한 검토, 평가수법연구원회(학식경험자 등=각 사업 종별의 평가수법의
객관적 검토) 등이 있으며, 평가의 실시(행정: 지방정비국 등)와 사업평가 감시
위원회(학식경험자 등=재평가의 실시 수속의 객관적 감시) 등이 있다.
건설성 관할 사업평가 실시주체(담당부국)로는 중앙성청으로 관청 영선부, 도
시/지역정비국, 하천국, 도로국, 주택국, 철도국, 항만국, 항공국, 기상청, 해상보
안청이 있으며, 지방정비국으로 북해도 개발국, 동북지방정비국, 관동지방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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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북륙지방정비국, 중부지방정비국, 근기지방정비국, 중국지방정비국, 사국지
방정비국, 구주지방정비국, 내각부 오키나와 종합사무국 등이 있다.

라. 개별공공사업 평가의 종류
① 신규사업평가
유지·관리, 재해 복구와 관련되는 사업 등을 제외한 모든 국토교통성 소관 공
공사업에 대해, 이하의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신규사업 채택 시 평가에 있어서
비용-효과 분석을 포함한 사업 평가를 실시한다. 신규사업 채택 시 평가 대상 사
업으로 사업비를 예산화하려고 하는 사업, 사업 채택전의 준비·계획 단계에서 착
공시의 개별 개소가 명확하게 되는 사업 가운데, 준비·계획에 필요로 하는 비용
을 예산화하려고 하는 사업 등이다.
평가결과(대응방침)는 신규 사업 채택 개소의 결정, 평가결과 및 신규 사업 채
택 개소 공표 등이다.

② 재평가
사업 채택 시부터 5년이 경과하여도 미착공인 사업, 10년 경과하여 계속 중인
사업 등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하여, 필요에 따라서 재검토를 실시하고, 사업의
계속이 적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을 중지하는 것이다. 2003년도
는 2,509건에 대해 실시하여, 이 중 48건 중지를 결정하였다.
재평가 대상사업으로는 사업 채택 후 5년 경과하여 미착공의 사업, 사업 채택
후 10년 경과하여 계속 중인 사업, 착공 준비비 또는 실시계획 조사비의 예산화
후 5년 경과한 사업, 재평가 실시 후 5년 경과한 사업 등이다. 「사업평가감시위
원회」에 의한 (재평가의 객관성, 적정성)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③ 사후평가
사업 완료 후에, 사업의 효과, 환경에 대한 영향 등을 확인하여,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개선 조치, 동종 사업의 계획·조사의 본질적 방법 등을 재검토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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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03년도는 173건에 대해 실시하였다. 사후평가 대상사업으로는 사업 완료
후 일정기간(5년 이내)이 경과한 사업, 심의 결과를 근거로 하여 사후평가의 실시
주체가 재차 사후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사업 등이다.
사후평가의 관점으로는 비용 대 효과 분석의 산정 기초가 된 요인(비용, 시설
의 이용 상황, 사업기간 등), 사업의 효과의 발현 상황, 사업 실시에 의한 환경의
변화, 사회경제 정세의 변화, 향후 사후평가의 필요성, 개선 조치의 필요성, 동종
사업의 계획·조사방법이나 사업평가 수법의 재검토의 필요성 등이다.
사후평가결과는 「사업평가감시위원회」에 의한(사후평가의 객관성, 적정성)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사후평가 결과에 대한 대응으로는 필요에 따라 재차
사후평가, 개선조치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동종사업의 계획·조사의 방법이나
사업평가 수법의 재검토에 반영하며, 평가 결과 대응방침 등을 공표한다.

(4) 국토교통성의 정책 리뷰(프로그램 평가) 사례

다음은 국토교통성의 정책리뷰(프로그램 평가)의 사례들이다. 도로정책 프로
그램의 평가를 예는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다. 대상 시책군(프로그램)은 도로
관리의 충실이며, 사용자의 시점에서 노상 공사시간의 감축을 시책의 목표로 한
평가이다. 평가의 관점은 노상공사 시간의 감축, 도로이용자의 만족도 향상이다.
프로그램의 배경은 노상공사에 대한 이용자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성과목표를
노상공사시간의 감축률을 정하여 관리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효과가 있음을 제
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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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6>도로정책의 프로그램평가 예
평가 대상 시책
군(프로그램)
평가 관점

주된 배경

도로관리의 충실-사용자의 시점에 선 노상 공사 감축
① 노상 공사 시간의 감축 ② 도로 이용자의 만족도 향상
노상공사에 관한 이용자의 불만 2003년, 이용자의 시점에선[도로공사 매니
지먼트 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1킬로미터당 년간 도로공사 시간을 아웃
컴(성과)지표로, 2007년도까지 20%감축을 목표로 하여 (2002년도 대비2003
년도 목표는 4%감축을 목표), 매니지먼트를 개시
①노상 공사 시간의 감축(H15 연도 실적)
가) 전국의 직할 국도에 있어서는, 「4%감축」의 목표에 대해서 약 7%감
축의 186시간/km/년
나) 3 대도시의 직할 국도, 도·지방도로, 주요 시도에 있어서는, 모두 목
표의 「4%감축」을 달성

주된 효과

②도쿄 23구의 연말·연도 말 억제
가) 직할 국도 및 동경 시 관리 도로에서, 전년동월대비로 약 7%의 감축.
특히, 직할 국도에 있어서는, 연말에는 약 2할, 연도 말에는 약 5할의 감축
을 실현
나) 2003연도 말의 노상공사 억제에 대해, 회답자의 약 7할이 노상 공사
는 줄어들었다고 실감하고, 약 7할이 유효한 시책이라고 평가

다음은 철도 정책의 프로그램 평가 예이다. 도시철도 정비의 본연의 자세로 이
평가는 도시 철도 정책을 전개함으로써 초래된 효과의 분석, 평가를 실시하여,
새로운 사회적 요구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도시 철도 정비의 본연의 자세에 대해
시사(示唆)를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대상정책으로 고속철도의 철궤도
정비사업으로 정책의 목적은 수송력 증강(철도의 새 선로 정비, 복선화 등)에 의
한 혼잡 완화, 도시 구조의 형성, 지역활성화 지원, 속달성, 쾌적성의 향상 등 수
송 서비스의 고품질화, 지속 가능한 수송 서비스의 확보이다.
평가의 관점으로 정책목표의 달성도 분석 및 평가와 시대변화에 부응하여 추
진하는 새로운 정책 과제에 대해서도 그 달성 상황(진척상황)을 분석, 평가하고
평가의 결과를 통해 도시철도 정책의 사회공헌, 향후의 도시철도 정책의 중요성
을 확인하고 동시에 향후 정책 재검토의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아울러, 평
가수법 및 평가의 결과를 제시하고, 정책반영의 방향, 제3자의 의견을 활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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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서가 작성되고 있다.
<표 3-27> 철도 정책의 프로그램 평가 예
주요과제
담당과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대상 정책

도시 철도 정비의 본연의 자세-새로운 사회적 요구에 대한 대응
철도국 도시 철도과
도시 철도 정책을 전개함으로써 초래된 효과의 분석, 평가를 실시하여, 새로
운 사회적 요구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도시 철도 정비의 본연의 자세에 대해
시사(示唆)를 주는 것을 목적
① 고속 철도를 중심으로 한, 모노레일, 신 교통 시스템, 노면 전차 등을 포함
한 철궤도 정비 전반
② 운수 정책 심의회 답신 제 7 호가 나온 1985년 이후를 기준으로 하여, 대체
로 20년 정도를 대상
③ 대상권역은, 3 대 도시권(수도권, 중부쿄토권, 오사카코오베권) 및 지방 중
추 도시권(삿포로, 센다이, 히로시마, 후쿠오카·키타큐슈

도시 철도 정비에서 중시되어 온 정책 목표는 다음과 같음
① 수송력 증강(철도의 새 선로 정비, 복복선화 등)에 의한 혼잡 완화
정책의 목적 ② 도시 구조의 형성·지역활성화 지원
③ 속달성, 쾌적성의 향상 등 수송 서비스의 고품질화
④ 지속 가능한 수송 서비스의 확보
① 정책목표의 달성도 분석 및 평가. 시대변화에 부응하여 추진하는 새로운
정책 과제에 대해서도 그 달성 상황(진척상황)을 분석, 평가
평가의 관점
② 이 결과에 의해, 지금까지의 도시철도 정책의 사회공헌, 향후의 도시철도
정책의 중요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향후 정책 재검토의 방향성에 대해 언급

평가 수법

① 정책목표 별로, 통계 데이터 등에 근거한 평가지표로 달성상황을 평가.
② 대상권역의 거주자를 대상으로 앙케이트를 실시하여, 각 정책 목표에 대한
이용자의 만족도 및 개선 정도에 대한 평가 상황을 파악

평가 결과

① 지금까지의 정책 전개의 결과, 철도 네트워크는 확충되었고, 평균적인 혼잡
은 완화 경향이다. 단, 개별적으로 보면, 여전히 혼잡이 극심한 구간도 있다.
② 공항 접근 철도나 뉴 타운 철도의 정비로 도시 형성에 공헌
③ 속달성, 환승 편리성의 향상이나 바리어 프리화 등은 진전하고 있지만, 아
직 불충분하다
④ 이용자에 대한 앙케이트 결과, 현황에 대한 만족도는 높기는 하지만, 속달
성, 방범, 정보 제공 등에 대해서는 한층 더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⑤ 철도의 새 선로 정비를 위한 보조를 실시해 왔지만, 수요의 한계점 도달
등도 있어, 결손금의 발생, 또는 85) 일부 사업자가 채무초과 상태인 등,
경영 기반은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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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송력 증강에서, 기존 네트워크의 기능을 유효하게 발휘시키기 위한 노선
의 정비나 개량으로 시책의 중점을 변경
② 혼잡을 평준화시키는 소프트 면에서의 시책을 계속적으로 전개하고, 그 외
에 특정 노선에 대해 혼잡 완화를 향한 대책을 강화
정책에의
③ 공항 접근 철도의 정비를 계속 추진하고, 지역활성화와 일체가 된 역 기능
반영의 방향
을 강화
④ 속달성의 향상, 환승 편리성의 향상이나 이동의 Seamless화 등, 공공 교통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하드, 소프트 양면으로부터의 한
층 더 대책을 강화
⑤ 지속 가능한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경영 기반을 강화

제3자의
의견 활용

평가시기

① 2002 년도에, 도시철도 정책평가 검토회(합계 2회)를 개최하여, 츠쿠바대학
이시다 교수로부터 의견 청취하면서, 평가 방침 및 실시 요령(안)을 검토.
② 2003 년도에, 유식자로 구성된「도시철도 정비의 정책 평가에 관한 위원
회」를 합계 5 회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
③ 평가서(안)에 대해서 의견 청취를 하여, 평가서 작성에 참고로 했다
④ 평가함에 있어, 국토교통성 정책평가회로부터 의견을 청취함(의사 개요 및
회의록은 국토교통성 홈 페이지에 게재)

2002년도~2003년도

마지막으로 댐 사업 프로그램 평가의 예이다. 즉 하나의 사례는 「댐사업-지역
에 미치는 각종 효과와 영향의 검증」이라는 테마이다. 국토교통성 소관의 댐사
업과 관련된 (하천 종합 개발 사업, 그 외 댐의 건설, 관리에 관한 사업) 시책등을
프로그램으로 설정하여 평가대상으로 하고 있다. 프로그램 평가의 과정은 댐의
역할과 효과의 검증, 댐의 영향 및 과제, 대응에 대한 검증, 댐 정책의 향후 방향
성 등으로 구분하여 진행된다. 댐 사업의 프로그램 평가의 구체적인 예는 다음에
서 보는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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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8> 댐 사업에 관한 프로그램평가의 예
테마명

댐 사업 －지역에 미치는 각종 효과와 영향의 검증-

담당부국

하천국

댐 사업은 자연 환경, 지역사회 등에 미치는 영향이 광범위하므로 이에 대한
평가의 목적 다양한 논의가 있음. 이 때문에 댐이 지역에 미치는 각종 효과와 영향을 중심
및 필요성 으로 홍수 조절 및 물의 공급에 의한 홍수 및 갈수 피해의 경감, 회피, 주변

환경에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대상 정책

국토교통성소관의 치수 목적을 포함한 댐 사업(건설 및 관리) 등
홍수 등에 의한 재해의 발생의 방지,하천의 적정한 이용, 유수의 정상적인 기

정책의 목적 능의 유지,

하천 환경의 정비와 보전 등 하천법의 목적을 정책목적으로 설정
치수, 수자원 이용, 그 외 소기의 목적에 댐사업의 효과의 여부
사업의 추진방식, 지역사회나 자연 환경, 수 환경 등에 대한 영향 등의 과제에
평가의 관점 대한 정책대응 여부
근년의 사회경제 정세의 변화 등을 감안한, 효율적, 효과적으로 효과를 발휘
하기 위한 댐 사업의 개선의 방향

평가 수법

치수의 경우 댐의 홍수 조절 실적, 치수 투자액 및 홍수 피해 경감 효과 등에
대해 그간의 축적된 자료를 기초로 정량화
수자원 이용의 경우 댐 사업에 의한 개발 수량이나 평년에 있어서의 물의 저장 및
보급 실적의 정리 및 대표적 수계에 대한 댐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분석, 평가
댐 사업이 미치는 영향의 경우 댐 사업의 모니터링을 통한 정보(기록) 등을
토대로 구체적 내용과 대응에 대해 평가
댐 사업 실시상의 과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대응사례를 기초로 평가
1) 댐에 의한 홍수 피해 경감의 효과
2) 댐에 의한 안정적인 물 공급 확보의 효과

평가 결과

3) 댐 사업이 미치는 영향과 대응
① 지역사회에의 영향
② 자연 환경에의 영향
③ 수 환경에 대한 영향
④ 퇴사 (堆砂)의 영향
4) 댐 사업 실시상의 과제
① 사업 평가의 객관성, 사업의 결정·재검토 프로세스의 투명성
② 댐 사업의 장기화 및 코스트의 증대
③ 어카운터 빌리티(설명 책임)의 향상

정책반영
방

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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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징 및 시사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과 일본의 사업평가제도의 운영실태 및 사례
결과 특징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1) 미국
미국의 사업평가제도의 주요 특징 및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ⅰ) 사
업평가가 성과관리와의 연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업평가와 성과관리
(평가)를 위한 종합적 관리체계가 법규로 잘 정비되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

다는

점이다.

대표적

법규가

1993년의

『정부성과및결과법(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 Act: GPRA)』이다. GPRA에 근거하여 연방정부의 각 부처

와 정부기관은 전략계획서, 연간성과계획서, 연간성과보고서를 작성하며, 전략계
획서에는 달성하고자 하는 전략목표의 설정과 이를 위한 산출목표를 성과목표를
통해 구체화하고 성과목표는 성과지표를 통해 평가되는 체계를 가진다. 우리나
라의 경우에도 미국의 성과관리체계를 수용하여 이와 유사한 성과관리제도를 도
입 운영하고 있다.
ⅱ) GPRA는 ‘성과계획 및 보고’로서 연방정부의 각 부처 및 산하 기관에 대해
전략 계획서, 연간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작성을 요구하고 성과와 예산을 직접
연계시키는 방안을 상정하고, OMB(관리예산처)로 하여금 각 부처의 성과계획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여 의회의 의사결정의 자료로 활
용하고 있다.
흔히 이 평가의 과정에서 우리의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가 모방한 미국의 프로
그램 평가의 틀(PART; 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s)의 운용은 대통령 직속의
관리예산처(OMB: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에서 총괄하고 있으며, 평가대
상 프로그램 수행기관의 PART 책임자나 예산성과 통합(budget and performance
integration)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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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OMB 평가조직이 직접 모든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방법이 아니고 프로
그램의 실제 운영기관의 담당자가 작성한 평가보고서를 근거로 평가가 이루어지
는 것으로 보아 부서의 자율평가방식이다. 아울러 각 프로그램 수행기관은
PART와 연계될 수 있는 성과 평가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조직을 보유하고 있

어, 재정사업 성과평가조직 체계가 어느 정도 잘 정비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
다.
ⅲ) 연방정부 차원의 방대한 프로그램(1000여개)의 평가를 위해 평가내용과 관
리를 지원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즉 간단한 형태의 설문지를 활용하고
이를 위해 PARTweb)25)이라는 홈페이지를 구축 운용하여 보다 손쉽게 평가하고
평가정보를 입수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평가보고서는 PARTweb에서 작성한 설
문지를 근거로 전체적인 점수와 계량적인 성과지표의 연도별 목표치와 실적치를
비교한다. 이를 근거로 각 기관에게 성과개선을 위한 권고사항을 제시한다.
ⅳ) 미국 연방정부 교통부(U.S. Dept. of Transportation; DOT)의 성과관리체계
및 평가사례 및 성과지표를 보면 다음과 같다. DOT는 각 주별 조직을 가지고
있으며, 각 교통수단(항공, 도로, 철도 등)을 관장하는 산하정부기관(agency)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DOT의 성과계획 체계는 “결과중심의 성과”에 초점을 둔
성과계획 체제이며, 조직과 담당자의 책임확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운용된
다. DOT 성과평가의 기본 틀은 GPRA의 구조를 수용하여 자체 전략계획서, 성
과계획, 성과보고서의 체계를 가진다.
DOT는 전략목표와 년도 별 목표 달성 여부의 분석을 위해 「성과 및 책임보

고서」(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Report; PAR)를 매년 발행하고 이것은 의회
와 대통령, 국민에게 DOT의 임무수행을 보고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작성
된다.26) Reports Consolidation Act에 의해 상위기관의 효율적인 작업을 위해 각
기관은 성과와 재정분야의 정보를 통합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른 DOT의 전략목표는 안전, 이동성과 경제성장, 인간 및 자연환경, 국
25) www.whitehouse.gov/omb/part/partweb/partweb-user
26) 이러한 법규로는 Reports Consolidation Act of 2000, 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 of 1993,
Chief Financial Officers Act of 1990, Government Management Reform Act of 1994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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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안전으로 설정하고, 이에 따른 성과지표를 체계적으로 개발, 운영하고 있으며,
각 산하청 차원에서는 이러한 전략목표의 틀 속에서 산하청 수준의 성과지표를
개발 운용함으로써 통합적 성과관리체계가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다.
ⅴ) 이러한 성과관리체계의 운용을 위한 관련조직도 정비되어, DOT 차원에서
교통 시설물 통계를 전담하는 교통통계국(BTS;Bureau of Transportation Statistics)
을 통해 성과관리에 필요한 성과지표의 개발 및 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수
집, 분석하여 결과를 보고, 제공하도록 하는 법규를 제정, 운용하고 있다.
ⅵ) 프로그램 평가관리의 주체는 DOT 공무원, 계약자, 학계 전문가들이 할 수
있다. 부처내부 심사는 완료된 평가가 그것들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에 관계없
이 유용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한다. 그리고 Inspector General의 기획예산부
서는 프로그램 평가계획(일정)을 관리하고, 프로그램 평가기술의 개발과 훈련을
담당하며, 프로그램 평가과정의 질을 관리한다. OMB는 프로그램 평가의 결과가
자원배분(예산배분)에 고려되는 지를 확인하고 있다. Office of Inspector General
은 이러한 일정계획과는 관계없이 그 자체의 프로그램 평가를 계속 진행한다.
ⅶ) 연방교통부 차원의 전략목표에 따른 성과지표와는 별도로 미국 교통연구
위원회(TRB; Transportation research board)에서는 성과기반의 교통계획을 위한 지
침(A guide for performance-based transportation planning)을 통해 성과분야에 따른
성과지표를 개발, 제공하고 있다.
ⅷ) 평가기반 시스템으로 고속도로 성과 모니터링 시스템(Highway Performance
Monitoring System; HPMS) 등 성과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운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성과보고서가 작성되며, 이 보고서는 법 제정,
프로그램 및 예산 조정을 위한 전반적인 자료를 제공한다.
ⅸ) DOT내 연방교통관리국(Federal Transit Administration;FTA)은 교통체계법
에 의거 교통시설 사업에 대해 사전계획과 사후결과에 대한 연구(Before and
After Study)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는 주요 교통시설물 투자의

영향에 대한 관심 유도와 주 교통시설물 투자의 계획 및 시공단계에서 활용하는
기술적인 방법과 절차의 개선을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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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 미국 캘리포니아 교통국(Caltrans)에서는 1995년부터 완료된 건설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효과성(cost effectiveness)과 적시성(timeliness) 등 12개 부분을 평
가하여 “투입자본에 대한 성과측정 보고서(Capital support performance measures)”
를 발간하여 사업의 성과측정 및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성과평가를 수행하고 있
다.

2) 일본
이상에서 일본의 정책 및 프로그램 평가체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국토교통성을 중심으로 한 사업평가제도 및 사례를 개관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평가제도 운영실태 및 사례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ⅰ) 일본의 정책평가의 법적 근거는 『행정기관이 실시하는 정책평가에 관한
법률』,「정책평가에 관한 기본방침(각의결정)」이며, 이를 통해 체계적으로 정
부정책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ⅱ) 정책평가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이며 적절하고 명확하게 실시하기 위해
「정책(협의)－시책-사무 사업」등의 정책 체계를 미리 명시한 후 평가를 실시하
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운용한다. 2005년의 「정책평가의
실시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그것이다. 아울러 「정책(협의)－시책―사무사업」
등의 정책체계에 대해서는 정책평가 담당조직과 예산 등 담당부국이나 정책의
소관부국이 제휴하여, 정책평가와 예산·결산의 제휴를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
ⅲ) 정책 평가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도의 전문성이나 실천적인 지견이 필요한 경
우 등에는, 필요에 따라 학식경험자, 민간 등의 제3자를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
며, 실제 총무성은 「정책평가 · 독립행정법인 평가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ⅳ) 평가결과의 활용 및 공표를 체계화하고 있다. 각 부성은 평가결과가 기획
입안에 적시에 적절하고 확실하게 반영되는 구조를 구축 운영하고 있다. 예산반
영과 관련하여 각 부성은 평가결과를 예산요구 단계 등에서 적절히 반영하고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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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국은 예산편성의 과정에서 정책 평가의 결과를 적절히 활용한다.
ⅴ) 건설성(현 국토교통성)에서는 공공사업의 필요성 및 투자효과,사업추진의
효율성 등에 대하여 「신규사업 채택 시 평가」, 「재평가」,「사후평가」를 실
시하고 있으며, 시책 및 정책(프로그램)의 실현수단으로서의 단위사업 평가만으
로 시책이나 정책의 필요성 및 효과를 측정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시책
및 정책 등 프로그램에 대한 종합적 평가도 아울러 수행하고 있다.
ⅵ) 국토교통성은 2003년 10월, 사회자본 정비사업을 중점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민의 입장에서 본 성과목표를 명시하고 중점 계획의 목표·지
표를 정책 평가로 점검,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분야 횡단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사업제휴를 강화하고 있다.
ⅶ) 정책평가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두어 운용하며, 사
업평가 시 지방 정비국, 공단, 지방공공단체마다 제3자로 구성되는「사업평가 감
시위원회」를 설치하여 모든 재평가·사후평가 대상 사업에 대해 심의하고 「사
회자본 정비·교통 정책 합동 심의회」를 설치하여 공공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
고 정책 체크 업 평가에서 사회자본 정비 사업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ⅷ) 부처 자체의 정책평가계획을 수립, 운영하고 있다. 즉 중장기적 안목에서
의 구체적 정책평가계획을 담은「운영 방침」을 책정하고, 기본사항을 정하는
「정책평가 기본계획」및 매 년도의 사후 평가에 대해서는 「사후평가 실시계
획」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으로 계획에 입각하여 평가가 이루어진다.
ⅸ) 평가결과 및 평가과정의 정보도 공표하고 있으며, 평가의 과정을 정책관리
싸이클에 따라 관리 운용하고 있다. 즉 기획 입안(plan)-실시(do)-평가(see)의 과정
이 그것으로 이를 따라 정책 어세스먼트, 정책 체크업, 정책 리뷰의 3개의 시점과
관점이 다른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ⅹ) 사업평가의 검토를 위해 국토교통성내에 「공공사업 평가시스템 검토위원
회」(행정)와 외부의 학식경험자로 구성되어 평가 수법에 관한 사업 종별간의 정합
성이나 평가 지표의 정량화 등에 대한 객관적 검토 등을 수행하는 「공공사업 평가
시스템 연구회」 및 「공공사업 평가수법 검토부회」등을 두어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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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일본의 정책 및 프로그램 평가체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평가제도 운영실태 및 사례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정책평가 및 사업평가는 전 정부, 전 직원이 관여하는 제도로서, 정책집
행자의 통일규범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부처 또는 정책별 자율적 관점이
유연하게 적용된다. 즉 국토교통성의 정책평가 기본계획, 실시계획 및 각 정책
평가서는, 대신(장관)을 멤버로 하는 성의(省議)에서 결정하고 있다.
둘째, 각 부처의 독자적인 자율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자율성에 대한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정책담당자의 자율평가에 따른 정보수집,
평가기준 등의 전문성과 객관성에는 아직도 한계가 있다.
셋째, 국토교통성의 프로그램 평가시스템은 기획 입안(plan) - 실시(do) -평가
(see) 라는 「매니지먼트 사이클」속에서 제도화된 평가 시스템을 확립하여 체

계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직원의 의식 개혁까지를 도모하고 있다.
넷째, 시책·사업 등의 효과나 문제점을 정책 어세스먼트 및 신규 채택 시 평가,
정책 체크업 및 재평가, 정책 리뷰 및 사후 평가라는 3개의 시점(時点)과 관점(觀
点)이 다른 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투명행정을 실현하고자 하고 있다.
다섯째, 평가 결과를 예산요구나 정책의 기획 입안에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정책수립과 집행-실적 및 효과의 측정과 평가-예산의 편성과 결산이 상호 피드백
되는 연결고리가 미약하고, 재무성의 역할이 불명확하다.
마지막으로 보고의 종류와 양은 많지만, 특정 정책 집행조직 또는 담당자의
구체적인 업무내용, 권한 및 그에 따른 책임소재와의 연결성은 아직도 애매하고
실제의 생산성 및 효율성 향상과 연결성도 미약한 실정이다. 아울러 분석의 질
을 향상시키고,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의 대상이 되는 시책 군(프
로그램)의 설정의 엄밀한 검토, 이해관계자 파악의 구체화 및 그들의 만족도 측
정, 조사 분석 등 평가수법의 향상 및 보급 등의 과제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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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재정사업 사후평가모형의 구축

본 장에서는 제2장에서의 주요 이론적 논의를 기반으로 하여 실제로 SOC 재정사업의
사후평가모형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우선, 모형구축을 위한 사전논의를 수행함으로써
모형구축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이어서, 기존의 사업평가에 대한 선행적 연구결과
를 기반으로 SOC 사업평가를 위한 모형의 기본 틀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SOC 유형별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평가항목, 평가세부항목간의 가중치를 설정하여 전체적인 모형
의 구조를 설정하였으며, 평가세부항목에 따른 지표의 검토와 이를 측정하는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가능한 한 프로그램 단위별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1. 모형 구축의 기본방향
SOC 사업평가모형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구축하고자 한다. 첫째, 기존 평가

제도와의 연계성 고려하여 이를 강화하고자 한다. 즉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에
서 활용하고 있는 평가의 틀과 건설공사 사후평가제도의 평가항목 및 정부업무
평가 중 정책평가의 틀을 토대로 평가 틀을 구축함으로써 기존 평가제도의 틀과
의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모형을 구축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동종 단위
사업들의 집합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프로그램 평가모형을 마련하되 기존 평가제
도들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모형을 설정하고자 한다.
둘째, 일반적 평가원칙의 적용 및 모형구성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평가
관련 이론으로부터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평가기준들을 선정하고, 평가기준
간의 상관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을 선정함으로써 모형설정의 이론적 근거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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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하고, 설정된 모형의 평가기준과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모형구성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셋째, 계량적 방법에 의한 모형의 활용성 제고다. 평가항목을 대표할 수 있는
평가내용들을 도출하고, 평가내용을 측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성과지표들을 제
시함으로써 가능한 한 계량적 측정이 가능하도록 모형을 구축한다. 아울러, 사업
단계별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를 구성하고, 평가항목에 따른 가중치를 설정하여
전체로서의 프로그램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넷째, 사후적 관점에서 성과단계에 중점을 두되, 성과의 측정이 계획의 수립과
연관되어 있으며, 이러한 성과가 발현한 원인으로 집행단계도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고려한 사후평가모형을 구축하고자 한다. 계획단계에서는 단위 프로젝트의
기획보다는 프로그램 단위의 계획에 초점을 두고, 이러한 프로그램에 속하는 단
위사업의 집합이 하나의 묶음으로 평가의 대상이 된다.
마지막으로 평가관점으로서 ‘효과성’, ‘효율성’ 등 하나의 관점에서 사업을 평
가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을 포괄하는 평가모형을 구축하고자 한다.
프로그램 체크리스트 평가항목을 설정하고, 여기에 종전의 주관적 평가방법을
계량적 평가방법으로 전환하기 위한 다양한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적용함으로써
프로그램 전반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SOC 재정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사업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성과 및 효과가

발생한다. 사후평가의 체계도 이러한 SOC 건설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수
행의 프로세스를 고려한 평가모형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 SOC 재정사업은 SOC
신규건설사업, 유지관리, 운영 등 여러 가지 활동으로 나누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신규 투자를 수반하는 건설 사업에 초점을 두고, SOC 신규투자프로그램의 사후
평가모형을 정립하는 데 있다. SOC 투자의 성과 및 효과는 투자가 이루어지기
이전의 투자결정단계에서의 사전평가 즉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조사가 있으
며, 투자집행과정 평가, 투자가 이루어진 이후에 나타나는 성과 및 효과에 대한
평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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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평가는 바로 투자가 완료된 사업을 대상으로 성과 및 효과를 평가하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사후적 관점에서 SOC 투자 프로그램의 성과 및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SOC 투자 프로그램의 계획 및 집행, 성과단계를 모두 포함하는
종합적 사후평가의 모형이 보다 유용할 것이다.
이는 다양한 관점의 평가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고, 사업계획상
의 목표의 설정, 비용-편익분석의 내용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 관련 자료를 사후
적으로 확인, 점검하는 데 유용할 뿐 아니라 원래 계획된 목표치와 성과치, 실적
치를 비교 평가함으로써 이러한 계획치(목표치)와 실적치(성과치)의 차이가 존재
한다면, 이러한 차이를 발생하게 된 원인을 진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
회적 수요를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러한 수요의 충족도 등도 동시에 파악
함으로써 SOC 투자프로그램의 방향전환 등 정책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유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전의 재정사업자율평가의 틀 속에서, 건교부의 대형건설사업 사후평
가제도의 틀을 결합하여 보다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평가모형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SOC 재정사업 평가모형은 이러한 사항들을 반영하
여 모형을 구축하고자 한다.

2. 사후평가모형 구축의 기본 절차
일반적으로 정책의 과정은 정책형성, 정책집행, 정책평가의 단계로 구분이 된
다. 정책의 평가는 사전 정책분석을 위한 평가와 집행 및 과정평가, 사후 평가의
단계를 거친다.
일반적으로 정책평가모형은 실질적인 정책으로 인한 효과를 측정하고자 하는
심층평가방법이 있는 반면에 사전에 설정된 정책목표와 구체적인 정책지표상의
수치를 사후에 달성하였는지의 여부를 평가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사후평가
는 전자의 방법은 보다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을 요구하고, 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이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 구체적인 측정지표를 설정하여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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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를 통해 정책을 평가함으로써, 정책수행주체가 자체적으로 평가가 가능하고,
비교적 손쉽게 평가를 수행함으로써, 정책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적기에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재정사업 평가모형은 후자의 평가모형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졌다. SOC 시
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 및 사업집행, 성과단계로 구분하여 평가대상을
선정하고, 각 대상별 평가항목을 선정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함
으로써 종합적으로 사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SOC 건설 프로그램 계획, 집행, 성과 단계별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를 통한 평가모형의 구축을 위해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프로그램 평가의
틀을 통해 주요 평가항목을 파악하고, 전문가면담 및 SOC사업의 특성을 고려하
여 평가항목을 확정하고, 이를 보다 구체화하고 측정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설정
하는 것으로 본 모형을 구축하고자 한다.
즉 선행 평가모형의 검토를 통한 평가항목의 선정, 평가단계 및 평가항목간의
상대적 중요도에 대한 가중치 설정을 위해 AHP방법을 활용하고, 선정된 평가항
목에 따른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을 제시하여 종합적으로 SOC 프로그램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를 절차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즉 ① 사전 검토 :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에서의 평가항목, 건교부 사후평가 제도상의 평가항목,
일반적인 정책평가모형에서 제시되고 있는 평가항목 등을 검토 ② 평가항목의
도출 ③ 평가단계- 평가항목간의 가중치 설정 ④ 구체적인 평가를 위한 지표를
검토한다.
전술한 관련이론과 국내외 사례 및 시사점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사후평가 모형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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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사후평가모형의 구축절차

관련이론

연구협의회

전문가조사

모형구축의 기본방향

국내‧외 사례

평가기준의 검토 및
평가항목, 세부항목의 설정
평가항목, 세부항목별

계층화 방법론

가중치 설정

(AHP)

평가지표의 검토

전문가조사

평가모형 구축

3. SOC 재정사업 사후평가 모형의 구축
1) 프로그램 평가기준의 검토
본 절에서는 SOC 재정사업의 사후평가모형의 구축을 위해 평가이론에서 제시
하는 평가기준과 주요 정책평가 및 재정사업 자율평가에 적용되는 평가 모형을
검토하여 본 연구의 SOC 재정사업 사후평가 모형의 틀을 확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SOC 재정사업이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수행된다는 점을 고려하
여 사업단계별 평가모형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프로그램 단계별로 이에
적용되는 평가항목(평가기준)간의 중복성을 검토하고, 아울러, 선행 사업평가에
적용되는 평가항목을 두루 검토하여 최종 모형의 틀을 확정하고자 한다.

정책평가 및 프로그램 평가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평가기준은 다음 <표 4-1>과
같은 다섯 가지의 기준이 일반적으로 사용된다(고영선, 2003). 구체적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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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보면, 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효용성, 지속성이다. 이들 기준(평가항목)
은 이미 제 2장의 평가이론에서 논의한 평가 관점과 관련이 된다.
<표 4-1> 평가기준별 평가항목
평가

세부 평가 항목

기준

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효용성

지속성

사회의 전반적 변화가 사업추진이유를 변화시키지 않았나?
장래에 사업추진 이유를 변화시킬 가능성은 없는가?
해당 사업을 현재와 같은 형태로 계속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아니면 사업
구도를 크게 바꾸거나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보다 적은 투입물로도 동일한 혜택을 얻을 수 있었는가?
동일한 투입물로 보다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었는가?
다양한 대안들을 설정하고, 이들과의 비교를 통해 현재의 사업을 설정했나?
정책의 직접적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
부작용이나 사회적 충격을 포함한 사회적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
정책의 효과는 비용을 상쇄시킬 만큼 큰가?
의도했던 효과가 해당 정책으로 인해 나왔는가?(가장 중요)
사업의 목표가 분명히 설정되어 있는가?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사업의 목표를 검토할 수 있는가?
사업의 총체적 효과와 사업간의 인과관계를 토대로 사업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총체적으로 검토하였는가?
발생한 효과의 크기가 목표와 비교하여 어느 정도인가?
발생한 효과의 크기가 당초 해결하고자 했던 문제해결에 어느 정도나 충분한가?
의도했던 효과 이외에 부수적인 효과(side effect)도 발생하였는가?
사업의 영향과 당초의 수요를 비교하였는가?
해당 공공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을 설정하였는가?
사업이 이해관계자들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사회적 변화를 초래했나?
이해관계자의 수요를 만족시키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보편적 기준을 설정했나?
수요가 향후에도 지속될 것인가?
현재뿐만 아니라 향후의 수요도 만족시킬 수 있는가?

이상의 평가기준은 프로그램 계획단계와 성과단계에서의 평가항목과 밀접하
게 연계되어 있으며, 이러한 기준에 준거한 평가의 기준별 평가의 항목은 다음
<표 4-2>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우선 적절성 기준은 사업목표의 부합성을 파악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구
체적인 평가내용은 수요충족 및 정책우선순위와의 부합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프로그램이 적절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이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의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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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충족하는 지, 정책우선순위에 의해 해당 프로그램이 선정되었는지를 우선 평
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사회의 전반적 변화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
는 당해 프로그램의 추진이유 및 사회적 변화내용을 분석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아울러 사업추진이유의 변화 가능성 검토를 통해 프로그램의 추진이유가 변화할
경우 프로그램의 지속여부도 동시에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평가기준은
프로그램이 사회의 수요에 부응하고 계속적으로 지속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
기 위해 중요하다.
둘째, 효율성 기준이다. SOC 사업프로그램의 평가에 있어서 효율성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달성하거나 일정한 효과(목표)를 최소의 비용으로 달성
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 효율성 기준은 비용과 효과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는
중요한 평가기준이다. 즉, 투입비용과 이로 인한 효과를 파악하는 것이다. 주로
효율성 평가기준은 특정 프로젝트의 사전평가(투자평가)에 있어서 비용-편익분
석기법을 활용하여 사업의 수행여부를 결정하는 데 주로 사용된다. SOC 재정사
업의 평가에 있어서도 이러한 ‘효율성’기준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효율성은
부작용 등 사회적 비용도 동시에 고려하고, 사업으로 인한 직, 간접효과도 동시
에 파악할 필요가 있다.
셋째, 효과성 기준이다. 효과성은 목표의 달성도를 의미하는 평가기준인 동시
에 사업으로 인해 실제로 의도한 효과가 발생하였는지에 평가의 초점이 있다. 이
러한 효과성을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당해 프로그램의 목표가 명확한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프로그램의 달성목표를 사업이 충족하였는지의 목표달성도 평
가와 실제 사업의 효과가 발생하였는지, 사업으로 인한 부작용 등 부정적 효과
등도 검토하여야 한다. 선진국의 경우 주로 사업의 ‘효과성’평가에 초점을 두고
효과의 여부에 따라 사업의 수정, 폐지, 지속여부가 결정되기도 한다. 효과성평가
는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통한 성과목표관리의 핵심을 형성한다. 미리 기관의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이의 달성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
링 및 점검하여 성과의 달성여부에 따라 사업예산의 투입과 사업자체의 향후 집
행방향을 설정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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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효용성 기준이다. 효용성은 사업으로 인한 효과(결과)가 실제의 수요를 충
족하였는가 하는 평가기준이다. 사전적으로 설정한 성과목표 등이 중요한 것이 아
니고, 실제의 결과(효과)가 정책문제 및 일반 사회의 수요를 충족하고 있는지를 평
가하는 기준이다. 사회의 수요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주로 이해관
계자 및 일반 국민, 정책담당자의 만족도 지수가 주로 활용이 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지속성 기준이다. 지속성은 효과의 지속성을 의미하고 사업으로 인
한 긍정적 효과가 어느 정도 지속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파악된다. 이 기준은 효
용성의 지속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지속성이 있는 프
로그램의 경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표 4-2>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내용
평가기준
평가내용
적 절 성 : “사업목표의 부합성” 파악
 사회적 변화로 인한 사업추진이유, 변화 여부
 장래의 사업추진이유 변화 가능성
 사업추진 형태의 바람직성 정도
효 율 성 : “투입물의 산출 경제성” 파악
 단위 투입물당 사업효과의 정도
 동일 투입물 대비 사업효과의 정도
 다양한 대안들의 설정 및 비교 여부
 직접적 비용의 규모
 부정적인 사회적 비용의 정도
 사업효과와 비용의 비교
효 과 성 : “사업의 목표달성 기여도” 파악
 사업목표 설정의 명확성 정도
 사업효과의 도출성 여부
 사업목표의 검토가능성 유무
 사업효과에 대한 총체적 검토 여부
 사업효과와 사업목표의 비교 정도
 사업효과와 문제해결의 정도 비교
 부수적 효과의 발생 여부
효 용 성 : “사업의 수요충족도” 판단
 사업의 영향과 당초의 수요비교 여부
 사업관련 이해관계자의 설정 여부
 수요만족을 위한 사회적 변화 초래 여부
 관계자의 수요만족도 판단기준 여부
지 속 성 : “긍정적 사업효과의 지속성” 판단
 효용성의 장래 지속성 여부
 수요의 장래 지속성 여부
 향후의 수요도 만족 가능성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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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평가내용
 수요충족 및 정책우선순위와의 부합성
․사회의 전반적 변화 여부 검토
․사업추진이유가 변화할 가능성 정도
․사업의 계속 추진, 변형, 폐지 판단
 효과/비용 혹은 산출/투입로 표시
․최소의 투입물이었나의 여부 검토
․최대의 효과인가의 여부 검토
․최적의 대안이었나의 여부 검토
․사업비가 어느 정도인가의 여부
․부작용‧사회적 충격의 비용 규모
․효과가 비용보다 큰가의 여부 검토
 특정목표와 일반목표의 달성 정도
․사업목표가 분명한가의 여부
․사업으로 인한 계획효과의 발생 여부
․검증가능한 방법이 있는가의 유무
․사업의 긍정적‧부정적 효과 검토 여부
․사업효과가 사업목표보다 큰가의 여부
․사업으로 인한 당초 문제의 해결여부
․계획효과 이외의 효과 발생 여부
 실제 수요 충족성 정도
․사업효과가 당초수요보다 큰가의 여부
․이해관계자가 명확한가의 여부
․이해관계자의 사업효과 만족 정도
․수요만족도 판단기준이 있나의 여부
 사업중단시 긍정적 효과 지속성 정도
․효용성의 지속성 정도
․수요가 장래에도 지속될지의 여부
․현재와 향후의 수요도 만족할 수 있나

이상의 평가기준 간 평가항목의 주요 내용을 토대로 하여 중복성을 검토한 결
과는 다음 <표 4-3>에 잘 나타나 있다.
<표 4-3> 평가내용의 중복성 검토
평가기준
평가 항목
적절성
 수요 충족 및 우선순위와의 부합성
․사회의 전반적 변화 여부 검토
․사업추진이유가 변화할 가능성 정도
․사업의 계속 추진, 변형, 폐지 판단
효율성
 효과/비용 혹은 산출/투입로 표시
․최소의 투입물이었나의 여부 검토
․최대의 효과인가의 여부 검토
․최적의 대안이었나의 여부 검토
․사업비가 어느 정도인가의 여부
․부작용‧사회적 충격의 비용 규모
․효과가 비용보다 큰가의 여부 검토
효과성
 목표의 달성 정도
․사업목표가 분명한가의 여부
․사업으로 인한 계획효과의 발생 여부
․검증가능한 방법이 있는가의 유무
․사업의 긍정적‧부정적 효과 검토 여부
․사업효과가 사업목표보다 큰가의 여부
․사업으로 당초 문제를 해결했나의 여부
․계획효과 이외의 효과 발생 여부
효용성
 실제수요 충족성 정도
․사업효과가 당초수요보다 큰가의 여부
․이해관계자가 명확한가의 여부
․이해관계자의 사업효과 만족 정도
․수요만족도 판단기준이 있나의 여부
지속성
 사업중단 시 긍정적 효과 지속성정도
․효용성의 지속성 정도
․수요가 장래에도 지속될지의 여부
․현재와 향후의 수요도 만족할 수 있나

주요 내용
 사업의 수요, 수요 충족, 정책우선순위
․사업추진 이유, 사회적 변화 내용
․사업추진 이유, 변화 가능성
․사업추진 형태
 프로그램의 효과‧비용, 산출‧투입 내역
․프로그램 효과, 투입물의 크기‧규모
․프로그램효과, 투입물의 크기‧규모
․기 검토된 대안의 종류‧장단점
․사업비 내역‧규모
․부작용‧사회적 충격, 사회적 비용
․사업효과, 소요비용
 프로그램 목표
․프로그램 목표의 인식‧구분
․프로그램 효과
․프로그램 목표, 검증 가능한 방법
․프로그램 효과(긍정효과, 부정효과)
․프로그램효과, 프로그램 목표
․프로그램 효과, 당초의 문제점
․프로그램 효과, 부수적 효과
 실제 수요, 충족성
․사업효과, 당초 수요
․이해관계자
․이해관계자, 사업효과 만족도
․수요만족도, 만족도 판단기준
 긍정적 효과
․사업의 효용성, 변화‧영향 요인
․장래의 수요 전망, 변화‧영향 요인
․장래의 수요 전망, 수요 만족도

프로그램의 추진과정에 따라 “프로그램의 추진배경”, “목표의 설정 및 달성”,
“프로그램의 비용과 효과”, “이해관계자의 만족도”라는 4가지의 큰 범주(평가항

목)에 따라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즉, 사업의 추진배경과 관련
하여서는 주로 적절성의 기준이 적용되고, 목표의 설정 및 달성항목은 효과성 기
준, 사업의 비용과 효과는 주로 효율성 및 효과성의 기준과 관련되고, 이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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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만족도는 효용성의 기준이 적용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4-4> 평가항목과 평가기준과의 관련성
평가 항목
∘사업의 추진배경
사업의 긴급성(정책우선순위)
사업의 수요
․당초의 수요, 실제 수요
․사업의 수요만족도
․장래의 수요변화 가능성‧영향 요인
추진이유의 변화가능성
․사회적 변화로 인한 추진이유의 변
화가능성
․사업추진의 지속성
․사업효과(효용성)의 지속성
․대안의 설정 및 장‧단점 검토
∘ 목표의 설정 및 달성
목표의 설정
목표의 달성 및 검증
∘ 사업의 비용과 효과
사업(비) 투입 규모‧내역
․간접적 비용 : 부작용, 사회적 충격
․직접적 비용 :투입물규모, 금액 등
사업의 산출 효과
․당초의 문제점
․사업의 효과 : 긍정적‧부정적.부
수적 효과
∘ 이해관계자의 만족도
이해관계자 설정
사업효과의 만족도
만족도 판단기준

적절성

효용성

평가기준
지속성

효율성

효과성

적절성
적절성
적절성
(효용성)
(지속성)
(지속성)
적절성
(적절성)
(적절성)
(지속성)
(효율성)
효과성
효과성
효과성

(효용성)

(지속성)

효율성
효율성
(효율성)
(효율성)
(효율성)

(효용성)

(지속성)

(효율성)

효과성
(효과성)
(효과성)

(효용성)
(효용성)
(효용성)
(효용성)

주 1. 3개 대구분, 8개 중구분, 13개 소구분
2. 굵은 그래픽체 글씨는 대원칙, 휴먼명조체 글씨는 중원칙, ( )내 글씨는 관련 원칙을 의미

이상의 5가지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SOC 사업프로그램에 적용해 본 결과, 사
업의 계획, 집행, 성과단계에 걸쳐, 평가기준이 상호연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사업계획 단계와 성과단계에서의 기준 간 연계성이 큰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검토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효율성과 효용성 사이에 중복성이
있으며, 효용성은 효율성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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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과 적절성사이에도 중복성이 관찰되고 적절성의 법주에 지속성이 포함되도
록 정리하였다. 다음 그림은 다섯 개 평가기준간의 관계를 크게 세 개의 평가기
준으로 정리한 것이다.
또한, 이들 정리된 세 가지의 평가기준과 각 프로그램의 단계(계획, 집행, 성과)
사이에 관계를 정립함으로써 평가기준이 평가항목 및 평가내용의 척도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프로그램 계획수립의 단계에서는 적절성 평가기준이
평가항목 및 평가내용을 규정하는 수단이 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집행단계에서
는 효율성 평가기준이 평가항목 및 평가내용을 규정하고, 프로그램 성과단계에
서는 효과성 평가기준이 평가항목 및 평가내용을 규정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진
다. 이를 토대로 프로그램 단계별 평가기준 및 평가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
다.
<그림 4-2> 평가기준간의 관계도

적절성
지속성

효율성 효용성

사후
평가

효과성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SOC재정 사업프로그램의 수행단계별로
평가항목과 세부평가항목을 도출하고자 하며, 이러한 각각의 평가항목에서 이상
에서 적용되는 기준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을 것이며, 정부의 주요 정책평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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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사업 자율평가에 있어서도 정책 및 사업단계별 평가항목을 설정하여, 이를
평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2) 프로그램 단계별 사후평가 모형의 틀 구축
(1) 기존 사업 및 정책평가 모형의 평가항목(기준) 설정 검토

사업단계별 접근방법은 이미 제3장에서 논의한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의 체크
리스트 항목이나, 정부업무평가법에 의한 주요 정책 사업에 대한 평가의 틀로서
활용이 되고 있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정책평가에 있어서 정책단계별 평가기준으로 정책목표의 적합성,
정책내용의 충실성으로 대별될 수 있고, 정책집행단계에서는 정책집행과정의 효
율성, 정책집행과정의 적절성으로 정책성과단계에서의 주요 평기기준으로는 정
책목표의 달성도 및 정책효과성 등으로 정리될 수 있다.
<표 4-5> 정책 과정에 있어서 평가기준 및 평가내용
구분

평가기준

평가 내용

정책목표의 ① 정책목표가 상위 국정지표에 부합하며,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있는가
적합성 ② 정책목표(전체목표 및 당해연도목표)가 명확히 제시되었는가
정책

③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하위 정책목표 및 수단(세부사업 등)이 충실하게 구
비 되었는가
④ 계획수립을 위한 여론수렴, 관련절차는 충분히 이행되었는가

형성

계획내용의
충실성

정책

시행과정의 ⑤ 일정계획에 맞추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가
효율성 ⑥ 투입된 자원을 목표달성(결과)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있는가

집행

정책
성과

시행과정의 ⑦ 시행과정에서 행정여건 상황의 변화를 적절히 포착하여 대응하고 있는가
적절성 ⑧ 시행과정에서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게 제대로 알리고 있는가
정책목표의
⑨ 당초 설정한 정책목표는 달성되었는가
달성도
정책효과성 ⑩ 해당 정책의 효과가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정부업무평가법에 의한 주요정책과제의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의 설정도 정책
의 수립단계, 집행단계, 성과단계, 사후활용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항목을 구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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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에 따른 기술적인 평가지표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 4-6> 주요정책과제 평가지표
평가항목
계획수립의 적절성
성과계획의 적정성
시행과정의 효율성

시행과정의 적절성
목표의 달성도
평가결과 활용도

평가지표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 등을 충실히 이행하였는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은 적절하게 구비하였는가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는 적정하게 설정하였는가
성과목표치 및 검증방법은 적정한가
과제는 일정계획에 맞추어 추진하였는가
과제추진을 위한 자원은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가
시행과정에서 행정여건․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였는가
시행과정에서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운
영하였는가
당초 설정한 목표는 달성하였는가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학습에 활용하였는가
평가결과를 개인성과 및 차기계획에 반영하였는가

재정사업 자율평가에 의한 체크리스트 항목도 계획단계, 집행단계, 성과단계
로 구분하여 이상의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 세부 평가항목을 설정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계획단계에 있어서 성과계획과 관련된 평가항목을 설정하여 이 제
도가 성과관리 차원에서 사업계획, 집행, 성과단계에 걸쳐 평가항목을 설정하고
있다. 아울러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였는가?와 평가결과의 활용성
여부를 평가항목으로 설정하고 있다.

<표 4-7> SOC 재정사업의 체크리스트
구분
1.계획
단계

1- 1.
1- 2.
1- 3.
1- 4.
1-S1.
1-S2.
성과 1- 5.
계획 1- 6.
1- 7.

세부 질문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추진근거가 있는가?
정부의 재정지출이 필요한가?
다른 사업과 중복‧유사하게 사업이 설계되었는가?
현재의 사업방식이 가장 효율적인가?
각종 갈등 요인을 점검‧조정하고, 계획에 반영하였나?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거쳤는가?
성과목표‧성과지표가 구체적으로 설정되었는가?
성과목표‧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나?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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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집행
단계

3.성과
단계

222223333-

1.
2.
3.
4.
S.
1.
2.
3.
4.

사업추진 실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예산절감 또는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한 실적이 있는가?
총 사업비 관리가 적정한가?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사업평가를 실시하였는가?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사업고객이나 이해관계인이 만족하고 있는가?
평가결과를 사업계획이나 사업방식의 보완‧변경 등에 활용하였나?

이상에서와 같이 평가의 목적과 평가를 통해 유도하고자 하는 정책방향에 따
라 평가의 세부 항목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프로그램의 단계에 따라 평가기
준 즉 평가의 항목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세부 평가항목을 설정하여 평가의 틀
로 활용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위에서 말한 평가기준이 어느 정도 변형은 있지
만 사업단계별로 적용되고 있으며, 특히 적절성 기준, 효율성 기준, 효과성 기준
등이 공통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2) SOC 프로그램 단계별 사후평가 모형의 틀 구축

이상에서 평가기준의 중복성 검토를 통한 평가기준(항목)과 일반적인 정책평
가 및 사업평가의 단계별 평가항목 등을 토대로 하여 본 연구에서의 SOC 재정사
업 사후평가 모형의 틀은 다음 <표 4-8>과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업단계별로 SOC 재정사업의 계획, 집행, 성과로 구
분하여 사후적으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주요 평가항목(기준)은 위에서 검토한 평
가기준을 토대로 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등을 중심으로 설정하였고, 이를 사업추
진단계별로 보다 세분화하여 적용하였다.
우선, 프로그램 계획에 있어서 주요 평가항목으로는 ⅰ) 프로그램 목표의 적합
성, ⅱ) 프로그램 내용의 충실성을 설정하였다. 프로그램 목표의 적합성 평가항
목은 이미 평가기준에 논의한 ‘적절성’ 평가항목과 일치하는 것으로 사업목표의
부합성, 정책우선순위와의 부합성, 사회적 수요충족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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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단계에서의 평가항목으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아울러 프로그램 내용의
충실성은 프로그램계획의 수립이 충실하게 이루어졌는가하는 평가항목이다. 세
부항목으로는 프로그램 목표의 명확성, 프로그램목표와 성과지표와의 인과 관계,
여론수렴 및 사전조사 등 절차의 충실성, 프로그램간의 연계 및 협조, 중복여부
검토 등이다. 이와 같은 사업단계에 있어서 계획단계에서는 위의 평가기준에 있
어서 프로그램의 적절성 기준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집행단계에서의 평가항목으로 크게 두 가지로 설정하였다. 하나는 프로
그램 집행과정의 효율성과 다른 하나는 프로그램 집행과정의 적절성이다. 프로
그램 집행과정의 효율성은 프로그램 집행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는가를
평가하는 것으로 효율성 기준이 적용된다. 프로그램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프
로그램계획 공정에 따라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프로그램의 산출(output)
에 대비하여 투입자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지, 투입비용과 대비하여 프로그
램의 산출수준 여부를 평가하는 것 등이다. 이러한 프로그램 집행과정의 효율성
기준은 SOC 재정사업을 통한 최종생산물과 비용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주로 기술적 효율성(technical efficiency)에 초점을 둔 평가항목이다. 여기
에 예산의 적기배분과 효율적 집행 등 사업비의 효율적 집행도 매우 중요한 세부
요소이다.
프로그램 집행과정의 적절성은 프로그램의 집행과정이 얼마나 적절하였는지
를 평가하는 항목으로 이 경우 이를 위한 세부평가항목으로는 ⅰ) 사업의 집행과
정에서 여건 변화 즉 행정여건 및 상황변화에 얼마나 잘 대응하였는가, ⅱ) 민원
등 갈등 관리가 얼마나 적정하였는 가로 당사자 등과의 합의형성 과정 등을 평가
하는 것이다. ⅲ) 관련 기관 및 기타 정책 프로그램과의 유기적 협조체제가 얼마
나 잘 구축되어있으며, 협조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ⅳ) 설계변경 등 사업
비 증감 요인에 대한 통제관리가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 등이다.
셋째, 프로그램 성과단계의 평가항목으로 ⅰ)목표의 달성도, ⅱ) 프로그램 비용효과성 ⅲ) 효과성(직접효과) ⅳ) 영향(간접효과)로 설정하였다. 성과단계의 평가
항목으로 위 평가기준 중 효과성 기준이 주로 적용되며, 아울러 비용-효과성,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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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달성도도 효과성의 범주에 포함되는 평가항목으로 설정하였다. 특히 효과성을
넓은 의미로 직접효과, 간접효과를 포함하는 데, 여기서 간접효과는 파급영향이
주가 되므로 이를 반영하였다.
구체적으로 우선, 목표달성도는 프로그램 목표의 합리적 설정에 따른 집행성
과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프로그램 목표의 명확하고 합리적 설정이 중요하
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의 설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계획단계의
평가항목과 연계하여 목표달성도 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프로
그램 계획 시 설정한 성과목표의 달성도의 평가가 주요 내용이 된다.
둘째, 프로그램 비용-효과성(cost-effectiveness)은 프로그램의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과 프로그램의 효과간의 관계를 의미한다. 이와 더불어 프로그램 투입비용
대비 고객만족 정도를 평가항목으로 고려하여, 앞의 평가기준에서 제시한 효용
성의 기준을 일부 수용하고자 하였다.
셋째, 효과성(집접효과) 항목이다. 이러한 효과성은 비용-편익분석에 있어서
직접효과에 해당되는 평가항목으로 도로, 철도, 수자원(댐)을 구분하여 평가항목
별 지표를 설정하였다. 넷째, 영향(간접효과) 항목으로 주민생활의 편리성, 지역
사회, 경제효과, 환경효과, 안전효과 등을 평가세부 항목으로 설정하였다.
<표 4-8> 프로그램 단계별 평가항목 및 세부 평가항목의 설정
사업단계

평가항목

프로그램목표의
적합성
프로그램
계획

프로그램 계획
내용의 충실성
프로그램 집행
과정의 효율성

프로그램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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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집행
과정의 적절성

세부 평가 항목

상위 정책목표와의 부합성을 고려한 목표설정
사회의 수요를 반영한 목표의 설정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향후 변화가능성 반영
프로그램 목표의 명확성
프로그램목표와 성과지표와의 인과 관계
여론수렴 및 사전조사 등 절차의 충실성
프로그램간의 연계 및 협조, 중복여부 검토
프로그램 계획 공정에 따른 집행율
산출(output)을 위한 투입자원 효율적 집행
투입비용 대비 산출수준: 프로그램에 의한 건설비용과 최종생산물의 관계
집행의 여건변화 대응성: 행정여건 및 상황변화 대응성
민원 등 갈등 관리 적정성: 이해당사자 등과의 합의형성 과정 평가
관련 기관 및 정책프로그램과의 유기적 협조체제

설계변경 등 사업비 증감요인에 대한 통제관리
목표의 달성도 프로그램 계획시 설정한 성과목표의 달성도
프로그램 투입비용 대비 효과: 프로그램 투입비용과 프로그램으로 인한
프로그램의 비
직접적 효과의 정도
용-효과성
프로그램 투입 비용 대비 고객만족 정도
주행시간 단축 편익
주행경비 감소 편익
도로 및 철도의 건설로 인한 직접효과
교통사고 감소 편익
효과성
환경피해 감소 편익
(직접효과)
용수공급으로 인한 편익
프로그램
댐의 건설로 인한 직접효과
발전으로 인한 편익
홍수조절로 인한 편익
성과
공공서비스 사업체수 증가율 변화
주민생활 편리성 확대
공공서비스 종사자 수 증가율 변화
부가가치 증가율 변화(소득증가효과)
사업체수 증가율 변화
지역사회․경제효과
영향
고용증가효과
(간접효과)
병상수변화(문화/후생변화)
탄소배출량 감소효과
환경 효과
공원의 접근도 변화
안전효과
재난 및 재해 감소효과

3) 평가항목 간 가중치의 설정
이상에서 전문가 조사를 통하여, 프로그램 단계별 평가항목 및 평가내용을 선
정하였으며, 이러한 선정내용을 토대로 전문가 조사를 통해 AHP기법을 적용하
여 각 평가항목별 중요도를 산정하고자 한다. 가중치의 산정방법으로는 다속성
효용이론 및 계층화 방법론을 적용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계층화 분석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 평가항목별 가중치 설정방법을 계층분석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을 적용하여 평가항목을 선정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결과를 토대로 가중치를 부여한다. 평가항목의 선정은 계획수립단계, 집행단계,
성과단계 등으로 대구분하고, 각각의 대구분별 평가항목을 선정한다. 다음표는
평가항목 선정 및 그에 따른 평가내용, 그리고 가능한 지표 등을 설정함으로써
설문조사의 이해를 돕고 각각의 선호도를 계층분석법에 따른 가중치를 설정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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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평가한다.

(1) 계층분석법의 주요 내용

가. 계층분석법의 개념
1970년대 초 Thomas. L. Saaty에 의해 개발된 계층분석법은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복잡한 문제상황의 구성요소 간에 상호 의존성을 그림으로 구조화, 계층
화하고 논리적인 판단뿐만 아니라 직관, 감정, 그리고 경험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기법으로서 아주 복잡한 현상을 다루는데 있어 효과적인 방법
이다. 따라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여러 전문가들의 의사결정 판단자료를 일정
한 논리에 의해서 쉽고 체계적으로 획득, 분석할 수 있도록 해주므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다수의 전문가들은 문제해결과정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고, 그 평가
결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또한 AHP는 의사결정자의 오랜 경험이나 직관 등
을 평가의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치로 표현할 수 있는 정량적 평가기준은
물론 의사결정문제에서 다루기 곤란하면서도 반드시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정
성적 평가기준들 까지도 비교적 쉽게 처리가 가능하다.
AHP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자는 각 기준의 상대적 중요성을 판단하고

이어서 이들 각 기준에 따라 의사결정의 대상이 되는 대체 안의 선호도를 표시한
다. AHP의 결과는 각 대체 안들에 대한 전반적인 선호도가 우선순위로 제시된다.

나. 계층분석법의 원칙과 과정
의사결정자는 의사결정시 서로 목적이 상충하는 대안들을 선택해야만 하는 상
황에 접할 때가 있다. 계층분석과정에서의 계층은 여러 의사결정 수준으로 구성
되어 있고 각 의사결정수준은 구체적인 의사결정요소를 포함한다. 일단 의사결
정수준이 결정되면 의사결정자는 상위수준요소에 대한 가중치를 구하기 위해 각
수준의 요소들을 이원 비교한다. 이원비교를 위해서는 각 행렬에 있는 요소의 우
선순위를 계산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 의사결정자는 먼저 각 행렬을 위한 고유
행렬 값을 계산해야 한다. 이러한 새로운 벡터 값은 이원비교를 위한 요소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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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된 상위수준 요소의 가중치 요소를 사용하여 가중치가 계산된다. 이러한 가중
치는 각 대안의 총합가중치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된다. 따라서 최적 값은 가장
큰 총합의 가중치를 가진 대안이 된다. 즉, AHP는 기본적으로 복잡하고 비구조
화된 상황을 하위구성요소로 분해하고, 각 구성요소들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한
주관적 판단에 따라 수치화된 가중치를 할당하여 가장 우선순위가 높고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하여 취해져야 할 요소를 결정하기 위한 판단을 종합하는 것이다.

① 계층구성방법
의사결정문제는 상호관련된 의사결정요소들을 계층화함으로써 의사결정의 계
층을 형성하는데, 이 과정은 AHP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이다. 최상위 계층에는
의사결정의 최종목적이 위치하고, 최하위의 계층에는 집행수준의 구체적인 대안
들이 자리잡게 되며, 그 중간의 각 단계에는 상위단계요소에의 공헌도에 따라 요
소들의 구조화가 가능하다. 이들은 일종의 목표-수단의 연쇄관계를 이루게 되는
데, 의사결정 스키마는 <그림 4-3>과 같은 기본 형태를 지니게 된다.
계층분석과정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선, 문제의 요소를 최종목표와
단계의 구분 및 단계별 평가기준, 그리고 대안으로 구분하여 계층을 형성한다.
계층구성을 위한 각 기준과 단계들은 의사결정의 종류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만
들어 질 수 있다. 즉, AHP 이용을 위한 단계는 가장 단순한 2단계로 이루어 질
수 있으며, 각 기준의 하위 기준에 따라 복잡한 다단계로 이루어 질 수 있다.
문제해결을 위한 단계가 구성이 되면 최종목표를 위해 각 평가기준의 중요도
를 산출하고, 중요도가 산출된 평가기준으로 각각의 대안을 평가한다. 이때 동일
단계에 있는 평가기준들의 중요도는 그대로 그 하위단계에 전달된다. 이러한 계
층적 분화원리(principle of hierarchic composition)에 의해 최종목표에 합당한 최적
대안을 선택한다.

② 각 계층별 쌍대 비교행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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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계층분석과정의 기본적인 의사결정 스키마
최종목적

단계(L1):

단계(L2):

(objective)

기준

기준

기준

기준

(C1)

(C2)

(C3)

(Cn)

대안

대안

대안

대안

(A1)

(A2)

(A3)

(Am)

․
․
․
단계(Lk):

각 계층에 있는 한 기준의 관점에서 직계 하위계층에 있는 기준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대상기준 간에 쌍대 비교를 행한다. 먼저 평가기
준들에 대한 의사결정자의 선호 정도를 어의적인 표현에 의해 나타내고, 이에 상
응하는 적정한 수치를 부여하는 수량화 과정을 거친다. 이 때 신뢰할 만한 평가
척도가 필요하며 AHP에서는 Saaty가 제안한 9점 척도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
다. AHP에서 각 평가 속성별 쌍대비교 시 9점 척도를 이용하는 이유로서 Saaty는
AHP에 의한 최종 계산 결과가 응답자에 의해 선택되는 값에 크게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자들이 정확한 값을 선택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갖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9점 척도로 조사하기보다는 3점 척도
를 통해 조사하고 있다. 그 이유는 해당 분야의 사업경험이 비교적 많고 실제 업
무를 수행하는 입장에 있는 비교적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기
때문에 3점 척도로도 일관성 및 가중치의 정밀도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AHP를 모르는 전문가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볼 때, 일관성 및
가중치의 정밀도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일관성 검증을 통해
일관성이 떨어지는 설문은 제외하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보통 AHP를 잘 아는 전
문가의 설문일 경우 보통 20부 내외로 설문조사를 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데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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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가 없다. 따라서 AHP를 모르는 비전문가를 대상으로 다량의 설문지를 배포
함으로써 가중치의 객관성을 얻는데 목적을 두었다.

(2) 계층분석법에 의한 가중치 산정

일반적으로 AHP에서는 일관성비율(CR : Consistency rate)27)로써 의사결정자의
유의성을 판단하는데, CR이 10%(0.1)이하이면 의사결정에 있어서 합리적인 일치
성을 갖는다고 보고 10%(0.1)보다 크면 일치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여 다시
의사결정자에게 평가속성별 쌍비교를 하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는 평가항목의
개수가 많은 관계로 일관성비율을 20%이하까지 적용하였으며, 60개의 표본이 일
관성비율 20%를 만족하였다. 또한, 전체 101개의 응답 중 각 분야(도로, 철도, 수
자원)별로 비슷한 표본을 유출하기 위해 도로 20, 철도 20, 수자원 20개의 표본을
골라 각 분야별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가중치를 평가하였다.
<표 4-9> 프로그램 단계별 평가항목 및 세부항목별 가중치 결과
사업단계 가중치 평가항목 가중치
프로그램
목표의
프로그램
계획수립

0.51

적합성

0.38

프로그램
계획내용의

0.49

충실성
프로그램

0.19

프로그램

0.46

평가 세부 항목

가중치

상위 정책목표와의 부합성을 고려한 목표설정
사회의 수요를 반영한 목표의 설정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향후 변화가능성 반영
프로그램 목표의 명확성
프로그램목표와 성과지표와의 인과 관계
여론수렴 및 사전조사 등 절차의 충실성
프로그램간의 연계 및 협조, 중복여부 검토
프로그램 계획 공정에 따른 집행율

0.31
0.38
0.31
0.21
0.25
0.27
0.27
0.25

27) 쌍대비교행렬  가 일관성(consistency)을 가져야만 의사결정요인들 간의 가중치가 의미를 가진다.
일관성 검토방법으로 쌍대비교행렬  가 완전한 기수적 일관성(cardinal consistency)을 갖는다면 위
의 최대고유치(특성근)   는 쌍대 비교되는 의사결정요인의 수(  )가 같게 된다. 실제로는, 쌍대

비교가 주관적 판단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기수적 일관성을 확보할 수 없는데, 이 때  
는  보다 큰 값을 가지게 되고 그 차이가 적을수록 일관성은 높게 된다. 이러한 특성으로부터 다음
과 같은 일관성비율(Consistency Ratio:  )을 통하여 일관성 정도를 검토할 수 있다.





   

     


여기서  (Consistency Index)는 일관성지수,  (Random Index)는 무작위지수를 나타낸다. 이러한
일관성비율의 값이 0.10 이하이면 쌍대비교행렬이 일관성을 가진 것으로 판단하며, 일관성비율의
값이 0.20 이내이면 허용할만한(tolerable) 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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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output)을 위한 투입자원 효율적 집행:

집행과정의
효율성
집행

프로그램
집행과정의

0.54

목표의
달성도
프로그램의
비용-효과성

성과

0.29

프로그램 계획 시 설정한 성과목표의 달성도

1.00

0.23

프로그램 투입비용 대비 효과
프로그램 투입 비용 대비 고객만족 정도

0.46
0.54
0.42
0.15
0.21
0.22
0.33
0.12
0.32
0.22
0.35
0.12
0.53
0.37
0.25
0.15
0.24

효과성
(직접효과)

0.29

철도 건설로 인한 직접효과

댐의 건설로 인한 직접효과

프로그램의
영향

0.20

0.25

도로 건설로 인한 직접효과

0.43

0.32
0.30
0.21

체제 구축 및 운영
설계변경 등 사업비 증감요인 통제관리

적절성

프로그램

0.43

예산의 적기투입 등
투입비용 대비 산출의 수준
집행의 여건변화 대응성
민원 등 갈등 관리 적정성
관련 기관 및 정책프로그램과의 유기적 협조

0.24

(간접효과)

시간
비용
사고
환경
시간
비용
사고
환경
용수
발전
재난

주민생활 편리성 확대
지역사회․경제효과
환경 효과
안전효과

가. 사업단계별 가중치 분석결과
사업단계별 가중치 분석 결과는 다음 <표 4-10> 에서 보는 바와 같다. 프로그
램의 계획수립, 집행, 성과단계에 대한 중요성의 정도를 묻는 질문에 계획수립
38%, 집행 19%, 성과 43%의 답변을 보여줌으로써 조사된 그룹이 프로그램의 사

후평가에 있어서 성과 단계, 계획수립단계, 집행단계의 순으로 중요도가 있는 것
으로 인식하고 있다.
<표 4-10> 분야별 대구분 가중치
구분
전체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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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수립

0.38

집행

성과

총계

0.19

0.43

1.00

설문자의 각 분야별 가중치 분석결과는 수자원 및 철도분야와 도로분야를 통
틀어 전체적으로 계획수립 단계의 가중치가 38%, 집행단계의 가중치는 19%, 성
과단계의 가중치는 43%로 나타나, 계획 및 성과단계의 가중치가 전체의 81%에
이르고 있다. 이는 사후성과평가에 있어서 계획단계의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의
설정과 성과단계의 목표달성도 등과 연계성이 매우 크고, 성과관리기반의 사후
평가에 있어서 계획과정과 성과단계의 평가가 매우 연관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
한다. 아울러 사후 평가기준에 있어서 적절성 기준이 주로 계획단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잘 반영하고 있다.

② 계획수립단계 평가항목 및 평가내용 가중치 분석결과
계획수립단계의 평가항목은 프로그램목표의 적합성과 프로그램 계획내용의 충
실성으로 구분되어지고, 각각의 평가항목은 평가내용을 수반한다. 평가항목에 대
한 가중치의 경우 프로그램목표의 적합성은 51%, 프로그램 계획내용의 충실성은
49%로 두 항목 간에 차이가 거의 없다. 분야별로는 수자원과 도로분야 설문참가자

가 각각 58%와 55%로 프로그램목표의 적합성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반면, 철
도분야 설문참가자는 계획내용의 충실성에 더 많은 비중(60%)을 두고 있다.
각 평가내용별 가중치 결과를 보면, 먼저 프로그램목표의 적합성에 관련되는
평가내용의 경우 상위 정책목표와의 부합성 31%, 사회의 수요 반영 38%, 여건변
화 가능성 고려 31% 등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평가 패러다임이 옮겨갈 수 있는 근거를 주는 답변이기도 하다. 사회의 수요를
반영하는 프로그램 계획수립을 진행하는 가에 대한 평가를 통해 프로그램 목표
의 적합성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적시하고 있다. 프로그램 계획내용의 충
실성에 관련되는 평가내용의 경우는 프로그램 목표의 명확성 21%, 목표의 성과
지표 인과관계성 25%, 여론수렴 등 절차 충실성 27%, 프로그램 연계 및 중복여
부 검토 27% 등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비슷한 비율의 답변이 유출되어 평가내용
간의 가중치를 구분해서 접근하는 것은 어려울 듯하나, 상대적으로 절차 충실성
과 프로그램의 연계 및 중복여부 검토에 중요도를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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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집행단계 평가항목 및 평가내용 가중치 분석결과
집행단계 평가항목은 프로그램 집행과정의 효율성과 프로그램 집행과정의 적
절성으로 구분된다. 설문결과 프로그램 집행과정의 효율성 46%, 프로그램 집행
과정의 적절성 54%로 집행과정의 적절성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효율성이 주로
건설주체의 집행에 대한 평가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정부의 예산 미집행으로 인
한 경우도 건설주체의 평가로 받아들여지는 상황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결과
로 분석된다. 효율성에 대한 평가내용 가중치에서도 이러한 경향성은 알 수 있는
데, 프로그램 계획 공정에 따른 집행율 25%, 산출을 위한 투입자원의 효율적 집
행(예산의 적기 투입) 43%, 투입비용 대비 산출 수준(비용효율성) 32%로 정부의
예산 적기 투입에 대한 항목을 평가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에 대해
설문응답자들이 긍정적 답변을 하고 있다. 그 동안의 평가가 주로 건설주체에 대
한 평가를 정부가 진행하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예산 미집행으로 인한 공기의 연
장 및 공사비의 증가에 대해서도 평가에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한다.
프로그램 집행과정의 적절성은 집행의 여건변화 대응성 30%, 갈등관리 적정
성 21%, 관련기관 및 정책프로그램과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및 운영 29%, 설
계변경 등 사업비 증강요인에 대한 통제관리 20% 등으로 나타났다. 집행의 여건
변화 대응성과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및 운영에 대해 그 중요도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 설문에서 아쉬운 부분은 갈등관리 적정성 및 설계변경 등의 통제관리가
일반 수요자들에 받아들이는 높은 중요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다. 아마도, 이들 부분에 대한 인지도가 현재로서는 크지 않거나 따로
평가내용으로 분리하기보다는 다른 평가내용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갈등관리 적정성은 집행의 여건변화 대응성
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이라 받아들이는 것이라 판단된다.

④ 성과단계 평가항목 및 평가내용 가중치 분석결과
성과단계의 평가항목은 목표의 달성도 25%, 프로그램의 비용-효과성 23%,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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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효과성 29%, 간접 효과성(프로그램 영향) 24% 등으로 나타났다. 평가항목 중
직․간접 효과성에 대한 비중이 53%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직접효과성과 간
접효과성에 대한 비교에서는 직접효과성이 높게 나타났다.
각 평가항목 중 평가내용에 대한 설문답변에서는 비용-효과성의 경우 투입비
용 대비 효과 46%, 투입비용 대비 고객만족 정도 54% 등으로 고객만족에 대한
효과성이 더 중요하게 지적되었다.
직접효과의 경우는 각 분야별로 직접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도로, 철도, 수자원
(댐)을 분리하여 질문하였다. 먼저, 도로의 경우 주행시간 단축 편익 42%, 주행경

비 감소 편익 15%, 교통사고 감소 편익 21%, 환경피해 감소 편익 22% 등으로
주행시간 편익에 대한 평가가 도로 프로그램의 평가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답
변하였으며, 환경피해 감소 및 교통사고 감소가 그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답변되
었다. 즉, 도로프로그램의 직접효과에 대한 사후평가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주행시간이 도로건설 이후 전국적으로 어떻게 단축되었는가에 의존한다.
철도의 경우 똑같은 평가기준을 가지고 질문하였는바, 자문위원회를 통해 똑
같은 평가기준이 철도의 직접효과에도 적용된다는 철도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존
중하여 작성되었다. 주행시간 단축 편익 33%, 주행경비 감소 편익 12%, 교통사고
감소 편익 32%, 환경피해 감소 편익 22% 등으로 주행시간 단축 편익이 철도의
직접효과를 평가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되었다. 도로와 철도 두 분야 모두
에게 주행경비 감소 편익은 중요도가 낮은데, 건설의 직접효과와 수요자의 경비
절감과의 상관관계를 응답자들이 그리 높게 평가하지 않는 것과 같다. 아마도,
수요자의 경비절감이 직접적으로 건설에 의해 나타나지 않거나 중복되어질 가능
성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 가 사료된다.
수자원(댐)의 경우 용수공급으로 인한 편익, 발전으로 인한 편익, 홍수조절로
인한 편익 등으로 직접효과를 구분하였는데, 홍수조절로 인한 편익이 53%로 가
장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고, 용수공급으로 인한 편익이 35%, 발전으로 인한 편익
이 12%로 답변되었다. 댐의 직접효과를 평가하는데 있어 홍수조절 효과가 절대
적으로 중요하게 나타남으로써 댐이 방재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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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으로 인한 편익의 경우 상대적으로 발전 댐이 있거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그 답변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발전이 댐의 직접적 효과로서의 가치가 우
리나라에서는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간접효과의 평가항목에 대한 질문에서는 주민생활 편리성 확대, 지역사회․경
제효과, 환경효과, 안전효과 등으로 구분하였다. 주민생활 편리성 확대 37%, 지
역 사회․경제 효과 25%, 환경 효과 15%, 안전 효과 24% 등으로 주민생활 편리
성 확대가 간접효과를 판단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지역사회․경제효과
및 안전효과가 그 다음으로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답변되었다. 여기서, 주민생활
편리성과 지역사회․경제효과 사이에 설문 답변은 흥미로운 것으로 생활 편리성
이 보다 더 직접적인 효과에 가까운 반면 지역사회․경제효과는 다른 영향요소
들을 고려해야 하는 어려움을 대변하는 간접효과의 중심이라 판단된다. 즉, 지역
사회․경제효과는 건설로 인한 효과라기보다는 다른 요소들의 영향일 수 있다는
가정이 사실상 이 평가기준을 가장 중요하게 판단내리지 못하는 요인인 것으로
보인다.

4) 평가 지표의 검토
이상에서 SOC 사업 사후평가에서의 프로그램의 단계별 중요도 및 각 단계별
평가항목 간 가중치를 구하였다. 이상의 평가모형만으로도 평가에 모형으로서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각 평가항목 및 세부내용을 구체적으로 측
정할 수 있는 평가지표의 발굴이 중요할 수 있다. 이러한 측정 및 판단을 위한
세부 평가지표는 본 연구의 대상 프로그램별로 매우 실무적인 판단을 거쳐 이루
어질 필요가 있다.
평가지표는 논하는 수준에 따라 본 평가모형에서의 평가항목을 평가기준으로
세부평가내용 수준을 평가지표로 이름 할 수 있으며, 그 이하의 단계는 측정방법
으로 이름 지을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평가 및 측정방법도 동일한 의미
로 평가지표를 보고자 한다. 즉 본 연구에서의 평가지표는 세부 평가내용을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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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화하는 지표를 의미한다고 보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 특히 일본의 사례와 국내의 평가지표 사례를 검토하고 연
구협의회를 통해 실무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가능성이 있고 적용되고 있는 평
가지표들을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간접효과의 경우에는 평가항목은 대체로 동의하는 부분이 많지만, 이러
한 평가항목에 따른 평가지표의 구체성 수준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평가지표의 개발을 위해 적용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외국 특히 일본의 평
가지표 사례를 적절하게 검토하고 지표의 개발방향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평가지표들은 이미 검증이 된 지표도 있지만, 실제 적용을
통해 수정되거나 보완되어야 할 것도 없지 않다. 이를 고려하여 실제 적용에 있
어서는 보다 적합한 지표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활용되어
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위에서 구축된 평가모형에서 프로그램별 평가지표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1) 도로(고속도로) 프로그램

가. 세부 평가항목 별 평가지표의 검토
① 프로그램 목표의 적합성
프로그램 목표의 적합성 항목은 프로그램 계획수립에 있어서 상위 목표에 대
한 적합성에 대한 평가 항목(평가기준)에 따른 평가지표로서 ⅰ) 상위 정책목표
와의 부합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목표의 설정 ⅱ) 사회의 수요를 반영한 목표의
설정 ⅲ)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향후 변화가능성 반영 여부 등이다.
첫째, 상위 정책목표와의 부합성의 판단을 위해서는 상위계획으로서 「국토종
합계획」,「국가기간교통망계획」,「도로정비계획」에서 제시된 정책목표를 식
별, 확인하고, 이러한 목표에 부응하여 도로 프로그램의 목표가 적합하게 설정되
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질적 지표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구체적으
로 관련 계획의 목표를 검토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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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사회의 수요를 반영하여 목표가 설정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프
로그램 목표가 각종 사회경제지표를 반영하여 설정되었는가를 판단하는 비계량
평가와 건설 완성 목표연도의 전체 교통 용량 대비 고속도로(국도) 이용교통량
비율을 평가하는 계량평가로 구분하여 접근할 수 있다. 사회의 수요를 반영한 목
표설정에 대한 지표는 질적 평가의 경우 5등급 및 9등급 평가로 측정하고, 계량
평가의 경우, 다음과 같은 평가 지수로 나타낼 수 있다. 즉 사회수요 반영 교통량
= 목표 연도의 이용교통량(V) / 교통용량(C)이다. 아울러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

기 위해서는 향후 교통수요 등에 대한 조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이러한 정보
를 활용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프로그램의 향후 변화 가능성 반영에 대한 평가지표는 contingency plan
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변화에 대한 대안계획의 유무 등을 평가한다. 계
획이 목표한대로 성취되지 못하거나 기대치 못했던 상황이 도래했을 때 어떠한
대안으로 접근할 것인가라는 것을 평가한다. 비교적 비계량 평가일 가능성이 높
으며 전문가의 식견이 요구되는 사항이다. 따라서 이 지표는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실시하며, 이를 토대로 5등급 및 9등급 평가 측정을 한다.

② 프로그램 계획 내용의 충실성
프로그램 계획내용의 충실성 평가 항목(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은 평가지표로
구성된다. 즉 ⅰ) 목표의 명확성, ⅱ) 목표와 성과지표와의 인과관계, ⅲ) 여론수
렴 및 사전조사 등 절차의 충실성, ⅳ) 프로그램 간 연계 및 협조, 중복여부 검토
등이다.
먼저 프로그램 목표 명확성의 경우, 타 교통수단과의 관계에서 고속도로 프로
그램이 차별화된 명확성을 가지는가 또는 지자체 등 관련계획과의 관계에서 뚜
렷한 차이점이 있는가를 파악하는 비계량 지표이다. 또한, 낙후지역개발에의 기
여정도, 지역개발계획에의 기여도 등 프로그램의 정책적 목표가 뚜렷하게 제시
되었는가를 평가하는 비계량 지표이다. 따라서 5등급 및 9등급 평가 측정을 한다.
프로그램 목표와 성과지표의 인과관계의 경우 사후 평가가 정착될 경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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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는 지표로서 이전 사후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을 현재 프로그램 목표에
반영하였는가를 평가하는 지표이다. 프로그램 사후평가의 중요한 속성인 정책평
가가 차후 프로그램의 목표에 얼마나 환류(feed back)되었는가를 평가하는 비계
량지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5등급 및 9등급 평가 측정을 한다.
여론수렴 및 사전조사 등 절차의 충실성에 관계된 지표는 여론수렴과 사전조
사를 분리하여 두 가지로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여론수렴에 관련된 지표
는 건설사업 흐름도에 따라 관련 법규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평가하는 법규이행
여부 지표와 계획과정에서 충분한 공청회 및 공고 등의 적정성 지표를 들 수 있
다. 사전조사에 관련된 지표는 프로그램 타당성을 위한 경제성 및 민감도 분석을
충분히 수행했는가를 평가하는 지표이다.
프로그램간의 연계 및 협조, 중복여부 검토 평가내용(세부항목)은 지자체 및
타 프로그램 도로계획과의 연계, 건설주체 담당기관과 관련 기관들과의 협조관
계, 국가기간망구축계획상의 투자우선순위와의 적합성 여부 등에 대해 평가한다.
이 평가내용은 자체가 지표로서 구실한다고 볼 수 있으며 5등급 및 9등급 비계량
평가를 실시한다.

③ 프로그램 집행과정의 효율성
프로그램 집행과정의 효율성 평가항목을 평가하기 위해 본 연구는 3가지 평가
내용(세부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ⅰ) 프로그램 계획공정에 따른 집행율, ⅱ) 산
출을 위한 투입자원의 효율적 집행, ⅲ) 투입비용 대비 산출수준 등이다.
첫째, 프로그램 계획공정에 따른 집행율은 일정계획에 따른 공정 집행율 또는
공정추진 달성율 등의 지표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며, 프로그램 단위의 평가에
있어서는 프로그램 계획의 달성도나 개별 단위사업의 공정집행달성율을 종합적
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지수는 일정계획에 따른 건
설 목표치 충족도를 나타낸다. 즉, 평가시점에 공정집행 달성율 = 평가시점 실제
건설(km)/ 평가시점 건설완료 목표치(km)로 측정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투입자원의 효율적 집행은 투입된 예산이 일정계획에 따라 얼마나 효율
제 4 장∙SOC 재정사업 사후평가모형의 구축

139

적으로 집행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는 집행실적과 관련을 가진다. 예산의
집행실적은 정부의 예산의 적기투입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정부의 예
산집행방식과 관련된 평가지표이다. 따라서 예산의 적기 집행 정도를 고려하여
공사비 증감, 공기 증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투입비용 대비 산출 수준은 프로그램에 의한 시설물의 건설비용과 최종
생산물의 결과간의 관계에 의해 파악될 수 있는 평가내용(세부항목)이다. 목표치
는 어느 시점에서 같을 수 있지만 투입비용 대비 산출 수준은 개별 사업별로 다
를 수 있다. 하나의 프로그램에 투입을 하더라도 개별사업마다 투입은 일정치 않
을 수 있으며, 산출도 개별사업마다 다르고 결국 전체 산출에 영향을 준다. 따라
서 투자우선순위 등을 조정하여 비용을 최소화하고 전체 산출수준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데 평가의 주요 목적이 있다. 이 평가지표는 집행된 건설비용 대
비 완공된 고속도로(도로)의 연장이라 할 수 있으며 계량 평가한다.

④ 프로그램 집행과정의 적절성
프로그램 집행과정의 적절성 평가내용(세부항목)은 ⅰ) 집행의 여건변화 대응
성, ⅱ) 민원 등 갈등관리 적정성, ⅲ) 관련기관 및 정책프로그램과의 유기적 협
조체제 구축 및 운영, ⅳ) 설계변경 등 사업비 증감요인에 대한 통제관리 등의
평가내용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지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집행의 여건변화 대응
성은 행정여건 및 상황의 변화를 적절히 포착하여 대응하고 있는가와 관련된다.
계획단계에서 예측치 못한 여건의 변화 등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를 비계량
적으로 평가한다. 민원 등 갈등관리 적정성은 역시 계획단계에서 공청회 등 갈등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건설공사를 진행했으나 집행과정에서 얘기치 못한 민원
등 갈등문제들을 어떤 방법들을 가지고 대처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지
역주민, 환경단체,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의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한 노력도가 지
표가 될 수 있으며, 최근 갈등관리 프로그램의 전문용어를 사용하였을 경우 국민
및 이해당사자와의 합의형성 과정에 대한 평가가 그 지표가 될 수 있고 비계량적
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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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관련기관 및 정책프로그램과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및 운영은 다소 행
정적인 의미를 내포한 갈등관리라 할 수 있다. 물론, 이해관계당사자란 측면에서
는 이러한 행정적 측면의 협조관계도 앞서 지적한 지표에 포함될 수 있겠으나,
건설의 집행과 관련되는 행정적 협의, 허가, 승인 등 유기적 관계 설정 및 운영에
대한 비계량적 지표라 할 수 있다.
셋째, 설계변경 등 사업비 증감요인에 대한 통제 관리의 경우는 앞서 예산적기
투입에 대한 평가가 정부에 대한 평가라면 이 부분은 전적으로 건설주체의 집행
에 대한 평가가 될 수 있다. 예산 투입 등의 상황이 적절한 상황에서 설계변경
등 사업비 증감요인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이를 관리하고 있는가 등 불가피한
설계변경에 대한 대처 방안 지표가 적용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설계변경 등
사업비 증감요인이 발생하기 전에 통제관리의 적절한 노력 정도가 지표가 될 수
있다. 이 평가 역시 비계량 평가로서 5등급 및 9등급 평가를 실시한다.

⑤ 목표의 달성도
목표의 달성도는 프로그램 계획 시 설정한 목표의 달성도를 의미한다. 프로그
램 계획시의 목표가 무엇이며, 목표치가 어떠한가에 따라 구체적인 평가가 이루
어질 수 있다. 이 경우 적용할 수 있는 평가지표로는 국도 및 고속도로망 확충
프로그램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지표로 구축되어 있어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은 각종 지표들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전국 단위의 도로사업 프로그램의 성과지표로는 ‘국토계수당 도로연장지표’가
활용가능하다.
<표 4-11> 국도, 고속도로 확충프로그램의 성과지표
프로그램
국도, 고속도로
확충프로그램

성과지표

측정단위

고속도로, 국도 총 연장
고속도로, 국도 밀도
국토계수 당 고속도로, 도로 연장

km
km/km2
km

지표유형

산출지표
산출지표
산출지표

자료 : 건설교통부. 2006.9 .「정책목표 연계형 성과지표 및 평가체계 개발」,중간보고서 참조

이 지표는 국토면적과 인구를 고려한 도로의 연장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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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비교가 가능하여 향후 도로망의 확충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이다. 이 지
표는 계량적 지표로서 산출지표의 성격을 가지며, 측정단위로는 km/(km2×천
명)1/ 2으로 이를 위한 측정산식은 도로의 총연장(차로수 × 연장) / (국토면적 ×
인구(천명))1/2이다.
구체적인 측정 방법 및 검증 시 유의사항으로는 도로 총연장은 차로수를 감안
한 연장으로 각 차로에 가중치를 곱하여 구한 수치이다. 즉 2차로에 0.5, 4차로에
1.0, 6차로에 1.5, 그리고 8차로에 2.0을 곱하여서 합산한 수치를 의미한다. 도로

총연장(km)은 「건설교통통계연보」자료와 국토면적은 통계청 자료의 이용이
가능하다. 특히 건설기술연구원이 발간하는 「도로교통통계연보」도 중요한 통
계자료이다.
한편, 도로성과평가를 위한 지수개발을 통해 목표치의 설정과 이에 따른 성과
를 평가하는 방법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도로망의 성과평가를 위해 도로지
수”(Road Index)를 개발하여 적용한 한 연구(Santosa & Joewono, 2005)에 의하면
도로망의 성과측정을 위한 성과요소로 ⅰ) 지역의 도로이용가능성((road
availability), ⅱ)도로의 성능(road performance), ⅲ) 교통부하(traffic load), ⅳ) 도로

서비스 능력(serviceability)로 설정하여 이를 지수화하여 활용하고 있다. 구체적으
로 각 평가요소별 세부내용은 다음 <표 4-12>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4-12> 도로망 프로그램의 성과요소와 측정방법
도로망 성과 요소

도로이용가능성(road availability)
도로의 성능(road performance)
교통 부하(traffic load)
서비스 능력(serviceability)

구체적 측정 방법

지역면적 대비 도로연장간의 비율(unit : km/km2)
총 도로 연장 대비 안정상태에 있는 도로의 비율
차량대수와 총 도로 연장간의 비율(unit : km/pcu)
지역내 인구와 총 도로 연장간의 비율(km/people)

여기서 도로지수의 산출은 이상의 4가지 지표(성과요소)를 토대로 각각의 비
율에 대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다. 즉 도로지수 = [ 도로이용가능성
비율 ×가중치 + 도로성능비율×가중치+ 교통부하 비율×가중치+ 도로서비스 능력
×가중치] / 4로 측정이 된다. 이러한 가중치의 산정은 통계자료의 분석을 활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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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산정하는 방식과 전문가조사를 통해 산정하는 방식이 가능할 것이다.
이들 각각의 지표들 중 지역면적 대비 도로연장간의 비율, 차량대수와 총 도로
연장간의 비율(unit : km/pcu), 지역내 인구와 총 도로 연장간의 비율(km/people)
등은 산출지표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교통부하 지표는 결과지표의 성격
을 가지고 있지만 종합적 지수화를 통해 효과를 측정할 수 있다.

⑥ 프로그램의 비용-효과성
비용-효과성에 대한 세부평가항목은 ⅰ) 프로그램 투입비용 대비 효과와 ⅱ)
프로그램 투입비용 대비 고객만족 정도로 구분된다. 프로그램 투입비용 대비 효
과의 경우 프로그램의 직접 효과에 대한 비용 효과성 지표로 평가할 수 있다. 직
접효과는 효과성의 평가결과 도출된 자료의 활용이 가능하며, 비용은 공사비 등
의 자료를 활용하여 계량적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프로그램 투입 비용 대비 고
객만족 정도는 고객 만족 설문조사를 통해 판단할 수 있는 비계량지표 평가이다.

⑦ 효과성 - 직접 효과(지수산정식 등은 부록 참조)
효과성에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로 나누어진다. 도로 프로그램으로 인한 직접
효과를 대표하는 지표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것은 ⅰ) 주행시간 단축 편익, ⅱ)
주행경비 감소편익, ⅲ) 교통사고 감소편익, ⅳ) 환경피해 감소 편익 등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구체적인 지표가 개발되어 적용되고 있으며, 문제는 프로그램이
대상으로 하는 지역적 범주를 얼마나 세분화하여 정확하게 측정하는 가에 있을
것이다.
첫째, 주행시간 단축 편익의 측정방식은 도로건설이 완료된 곳의 총 주행시간
비용과 미정비시 총 주행시간비용의 차로서 산정한다. 주행시간 단축편익은 주
행시간을 기초로 하여 아래의 식에서 차종별로 산출한다.

주행시간 단축편익=(미정비시 총 주행시간 × 시간가치원단위) ― (건설완료시
총 주행시간 × 시간가치원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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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주행경비 감소 편익은 주행경비 감소편익은 총 주행경비의 차로서 산정
한다. 주행경비란 연료비, 오일비용, 타이어·튜브비, 차량정비비용, 차량감가상각
비 등이다. 주행경비 감소편익은, 주행조건이 개선되는 것에 의한 비용저하를 주
행거리단위당으로 계측한 원단위를 이용하고 차종별로 산출한다.

주행경비 감소편익=(미정비시 총 주행거리(km)×주행경비원단위) ― (건설완
료시 총 주행거리(km)×주행경비원단위)

셋째, 교통사고 감소 편익은 교통사고 감소편익은 교통사고에 의한 사회적 손
실의 차로 산출한다. 일반적으로 고속도로는 국도나 지방도보다 사고율이 낮기
때문에, 고속도로 정비로 인해 사고가 감소하고 이에 따른 사회적 손실이 감소한
다. 교통사고의 사회적 손실은 운전자, 동승자, 보행자에 관한 인적 손실액, 교통
사고에 의해 파손을 받는 차량이나 구축물에 관한 물적 손해액, 사고 정체에 의
한 손실액으로부터 산정한다.

교통사고 감소편익=(미정비시 총 사회적 손실액) ― (건설완료시 총 사회적
손실액)

넷째, 환경피해 감소 편익은 차량의 탄소, 질소, 아황산가스 등 유해물질의 배
출 감소와 관련된다. 고속도로 미정비시 도로부하가 심하고, 그로 인해 정체시간
등이 길어짐에 따라 차량의 유해물질 배출량도 증가한다. 고속도로 건설은 이러
한 지․정체 시간을 감소시킬 수 있고, 이에 따른 사회적 편익이 발생한다. 그러
나 아직 명확하게 정립된 환경피해 감소 편익 지수를 제시할 수는 없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간접효과에서 환경관련 지표사항을 다루고 있으며, 일본에서 사
용하는 환경 지수는 부록에 소개하였다.

⑧ 간접효과(지수 산정식 등은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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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효과는 효과성의 기준에서 프로그램의 영향을 의미하는 평가항목이다. 간
접 효과의 측정은 매우 어렵고도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간접효과 즉 프로그램의
영향을 평가하는 세부평가항목으로 ⅰ) 주민생활 편리성 확대, ⅱ) 지역사회․경
제효과, ⅲ) 환경 효과, ⅳ) 안전 효과 등을 설정하였다.
첫째, 주민생활 편리성 확대는 공공교통에 의해 타 지역으로의 이동 시간을 단
축하여 생활기회나 교류인구의 확대에 기여하는 효과를 평가한다. 이와 같은 주
민생활 편리성을 측정하는 평가지표는 고속버스 등 장거리 자동차 교통의 편리
성 향상 지표, 고속철도 및 공항 등 간선교통망으로의 접근성 지표, 종합병원까
지의 운송시간 지표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지표는 일본의 도로사
업 편익 측정 지표를 활용하였는데, 일본의 경우 교통 죤(공간범위)의 설정이 우
리의 보다 세밀하여 시, 군, 구 단위의 행정단위보다는 3차 메쉬를 사용하고 있
다. 3차메쉬28)는 1㎢의 면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표상의 인구, 사회․경제적
통계 등의 속성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사실상 지리정보의 현실 적용성을 최대화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동시에 많은 영향요소들에 의한 중복계상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우리의 경우처럼 시․군 단위로 지수를 산정할 경우
간접영향평가에서 가장 문제로 지적되는 다른 요소에 의한 영향을 중복계상 할
수가 있다. 중복계상의 문제를 피할 수는 없더라도 그 범위를 축소할 필요가 있
다는 점에서 일본의 소규모 단위 또는 원인 발생 중심점을 근간으로 영향을 평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처럼 접근성 지표의 활용도를 보다 높여 다양한 방식으로 주민생활 편리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이 요구된다. 현재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접근성 지수
가 좀 세밀한 공간을 대상으로 통계기반이 구축되어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지역사회․경제효과는 지역의 경제․생활․문화․교육 등의 거점이 되
는 도시로의 접근성 향상이나 도시 상호간의 제휴․보완에 의한 지역사회의 자
립과 정주에 기여하는 효과를 평가하며, 지역의 산업발전, 부가가치 상승, 고용상
승 등에 기여하는 효과를 평가한다. 현재 가능한 지표는 부가가치율 변화(소득증
28) 1차 메쉬는 80㎢, 2차 메쉬는 10㎢, 3차 메쉬는 1㎢ 등의 면적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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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효과), 사업체수 증가율 변화, 제조업 고용자 수 증가율 변화(고용증가 효과),
병상수 변화(문화/후생변화), 서울시 및 광역시까지 평균 접근시간 변화 등이며,
향후 가능한 지표로서는 거점 도시간 연계성 지표, 지역 거점도시에 대한 접근성
지표, 광역지역의 주요 관광지 연계성 지표, 물류 거점으로의 접근성 지표, 농림
수산품의 고속도로 접근성 지표, 지역진흥계획 지표 등이다.
일본의 경우 주민생활 편리성 지표와 마찬가지로 범위 설정이 구체적이며, 영향
원인에 대한 평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우리의 지수가 단조롭고 접근성 지
수도 거점도시에 한정되고 있는 반면 고속도로의 영향이 거점도시, 지역거점도시,
광역거점도시 등을 포괄하여 분석이 수행되고 있고, 관광지간 연결, 물류, 농림수
산품, 지역개발 등 포괄적인 고속도로의 지역발전 효과를 평가하고 있다.
셋째, 환경 효과는 고속도로 정비에 따라 주변도로의 부하가 경감되는 것에 의
한 생활환경의 보전․개선에 기여하는 정도 및 지구온난화대책의 기여를 평가한
다. 여기서 평가대상구간은 환경영향평가가 기 실시된 것으로 간주하여 자연환
경 및 생활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고려하지 않는다. 현재 가능한 지표로서는
탄소배출량 감소효과 지표, 국립공원 및 도립공원으로의 접근도 변화 등을 들 수
있으며, 향후 가능한 지표로는 소음기준 저감효과 지표, 질소 및 아황산가스 저
감효과 지표 등이다.
일본의 경우 환경의 기술적 영향에 대한 평가가 건설사업 사후평가 모형에 적
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우리의 경우 아직 이 부분에 대한 영향평가 지수
가 잘 개발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환경의 기술적 평가지수가 탄소, 아
황산, 질소를 넘어 소음분야까지도 이미 측정되고 있어 좀 더 객관적이고 다양한
사후평가를 위한 환경영향 지수 개발이 필요하다.
넷째, 안전 효과는 이는 연재해시 긴급수송도로의 대체도로를 형성하여 지역
의 안정효과를 배가시키는 노력에 대한 평가이다. 다만, 교통사고 감소에 의한
안전향상은 직접효과에서 이미 다루고 있으므로 지표로서 고려되지 않는다. 현
재 이 부분에 대한 지표는 국내에서 가능하게 고려되는 것은 없으므로 향후 가능
한 지표에 대해서만 언급한다. 일본의 경우 병행 긴급수송도로가 통행금지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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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을 경우 우회로 증가 여부 지표, 병행 긴급수송도로에서 동절기 교통장애나 이
상기후 시 통행금지 구간 여부 지표, 병행 고속도로의 대체노선 형성 지표 등으
로 안전효과를 평가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안전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도로설계가 되어 있으나 아직 이것에
대한 안전효과에 대해 지수를 만들지는 못하고 있다. 평가를 통해 폭우 및 폭설로
인한 재해 재난 예방을 미연에 실시할 수 있는 토대로 이 평가지수의 개발이 필요
하며, 향후 일본의 지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해도 무방할 것이라 판단된다.

나.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의 종합

다음 <표 4-13>은 위에 제시된 각 세부항목별 도로의 평가지표, 측정방법을 정
리한 종합적 사후평가모형이다. 프로그램 계획수립 단계의 평가지표는 대부분
비계량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집행단계 및 성과단계로 갈수록 실적이 많아짐
에 따라 계량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일부 세부항목의 평가지표는 계량과
비계량을 포함하고 있는데, 같은 세부항목에서 계량과 비계량간의 가중치 선정
이 향후 더 연구될 필요가 있다.

<표 4-13> 도로 프로그램의 평가지표의 구성 등 평가모형(종합)
사업 가중
단계 치

평가
항목

가중
치

가중
치

평가 세부 항목

상위 정책목표와의 부합

프로
그램
0.38
계획
수립

0.31

목표의 국가기간망계획과의 부

성을 고려한 목표설정
합성
프로그
사회의
수요를
반영한
목표의 사회경제지표 반영
램목표
0.51
0.38
의
목표의 설정
목표의 사회수요반영 교통량
적합성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향
후 변화가능성 반영

0.31

측정
방법

평가 지표

Contingency Plan의 적정성 전문
가 설문조사
다른 도로계획과의 관계에서 차

프로그
램
프로그램 목표의 명확성 0.21 별성
계획내 0.49
용의
정책적 목표의 명확성
충실성
프로그램목표와 성과지 0.25 이전 성과평가의 목표반영도

비계량
비계량
계량
비계량

비계량
비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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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와의 인과 관계
법규이행 여부 맟 공청회 등 여
여론수렴 및 사전조사
등 절차의 충실성

0.27

론조사
경제성 및 민감도분석, 타당성

비계량

조사
지자체 및 타 프로그램 도로계
획과의 연계
프로그램간의 연계 및
협조, 중복여부 검토

0.27

건설주체와 관련 기관들과의 협
조

비계량

국가기간망구축계획상의 투자
우선순위 적합성
프로그램 계획 공정에
따른 집행율
산출(output)을 위한 투

0.25 일정계획에 따른 공정집행율

계량

프로그
램
투입자원이 산출을 위해 효율적
집행과 0.46 입자원 효율적 집행: 예 0.43
비계량
으로 집행되는가를 점검
정의
산의 적기투입 등
효율성

투입비용 대비 산출의

프로
그램 0.19
집행

수준

0.32

프로그램에 의한 건설비용과 최
종생산물의 관계

집행의 여건변화 대응성 0.30 행정여건및 상황변화 대응성
민원 등 갈등 관리 적정

0.21

국민 및 이해당사자와의 합의형

계량
비계량
비계량

프로그
성 과정에 대한 평가
성
램
관련 기관 및 정책프로
집행과 0.54
행정측면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
비계량
그램과의 유기적 협조체 0.29
정의
축 및 운영
적절성

제 구축 및 운영
설계변경 등 사업비 증

감요인에 대한 통제관리

0.20 설계변경 이전 통제관리 노력도 비계량
국토면적 대비 도로연장간 비율
총 도로 연장 대비 안정적 상태
도로 비율

프로
프로그램 계획시 설정한
목표의
그램 0.43
0.25
1.00 차량대수와 총 도로 연장간의
달성도
성과목표의 달성도
성과

비율

인구수와 총 도로 연장간의 비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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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

프로그램 투입비용 대비

프로그램 투입비용과 프로그램

프로그
0.46
비계량
효과
으로 인한 직접적 효과의 정도
램의
0.23
비용프로그램 투입 비용 대
0.54 비용대비 고객만족 정도
비계량
효과성

비 고객만족 정도

0.42 주행시간 단축 편익

계량

효과성
도로 건설로 인한 직접 0.15 주행경비 감소 편익
(직접 0.29
효과
0.21 교통사고 감소 편익
효과)

계량
계량

0.22 환경피해 감소 편익
비계량
SOC 건설 프로그램 대상 지역
주변 공공서비스 사업체수 증가
주민생활 편리성 확대

0.37 율 변화

계량

공공서비스 종사자 수 증가율
변화
부가가치 증가율 변화(소득증가
효과)

프로그
램의
영향 0.24 지역사회․경제효과
(간접
효과)

0.25

사업체수 증가율 변화
제조업 고용자수 증가율 변화

계량

(고용증가효과)
병상수 변화(문화/후생변화)
탄소배출량 감소효과

환경 효과

0.15 국립공원 및 도립공원의 접근도 계량

안전효과

0.24

변화
폭우, 폭설시 대체도로 여부 및
수

계량

다. 점수의 계산과 가중치 적용 방법

먼저, 계량 및 비계량 평가지표를 통해 세부항목에 대해 평가한다. 비계량지표
만 있을 경우 각 평가지표에 대한 5등급 및 9등급 평가를 통해 점수를 환산하고
이를 다시 세부평가별 가중치를 감안하여 정리한다. 계량지표만 있을 경우 각 평
가지표를 동등하게 가중치를 구성하고 세부평가별 가중치를 감안하여 정리한다.

제 4 장∙SOC 재정사업 사후평가모형의 구축

149

다만, 이렇게 평가지표의 가중치를 모두 동일시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많으므로
향후 평가지표들도 가중치를 객관적으로 검증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 평가지표에 대한 가중치 부여를 통해 프로그램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그 이유는 각 지역에 있어서 정책과제가 상이하고, 고속도로에 대해 요구
하는 효과나 역할이 다양함으로 가능한 한 다양한 사고방식을 결합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가중치부여의 결정프로세스에 있어서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기초하여 평가수법에 대해 논의를 실시해 온 도로
사업평가수법검토위원회 위원에 의한 가중치부여, 지역대표로서 지역의 실정·과
제를 파악하고 있는 지사, 시장에 의한 가중치부여, 민영화추진위원회가 실시한
일반 국민의 설문지조사결과에 의한 가중치부여를 활용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2) 철도 프로그램

가. 세부 평가항목 별 평가지표의 개발 검토

① 프로그램목표의 적합성
우선, 상위정책목표와의 부합성을 고려한 목표설정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서
도로와 마찬가지로 국가기간망계획과의 부합성을 고려할 수 있다. 이를 위한 평
가지수는 비계량으로 하며 5등급 및 9등급 평가 등에 의한 질적평가를 수행한다.
사회의 수요를 반영하여 목표가 설정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목표가 각종 사회경제지표를 반영하여 설정되었는가를 판단하는 비계량 평가와
건설 완성 목표연도의 전체 교통 용량 대비 철도 이용교통량 비율을 평가하는
계량평가도 가능하며, 이외에 철도의 여객수송실적, 화물수송실적 등 지표가 다
양하다. 사회의 수요를 반영한 목표설정에 대한 지표는 질적 평가의 경우 5등급
및 9등급 평가로 측정하고, 아울러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향후 교통
수요 등에 대한 조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는 것도 고려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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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프로그램의 향후 변화 가능성 반영에 대한 평가지표는 contingency plan
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변화에 대한 대안계획의 유무 등을 평가한다. 계
획이 목표한데로 성취되지 못하거나 기대치 못했던 상황이 도래했을 때 어떠한
대안으로 접근할 것인가라는 것을 평가한다. 비교적 비계량 평가일 가능성이 높
으며 전문가의 식견이 요구되는 사항이다. 따라서 이 지표는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실시하며, 이를 토대로 5등급 및 9등급 평가 측정을 한다.

② 프로그램 계획내용의 충실성
프로그램 목표 명확성, 프로그램 목표와 성과지표의 인과관계, 여론수렴 및 사
전조사 등 절차의 충실성, 프로그램간의 연계 및 협조, 중복여부 검토 등의 평가
내용에 대해 도로와 마찬가지로 비계량평가 하며, 지표들도 별 차이가 없다. 다
만, 프로그램간의 연계 및 협조 세부항목의 경우 타 철도 및 수단과의 연계성,
차량기지, 열차운영계획 효율성 등의 지표를 추가로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중복
여부 검토 등의 평가내용에서는 국가철도망구축계획상의 투자우선순위와의 적
합성 여부, 계획 당시 사전 협의 및 중복성 검토 적정성 평가 지표를 추가할 것을
검토해야 한다.

③ 프로그램 집행과정의 효율성
프로그램 계획공정에 따른 집행율의 경우 도로와 마찬가지로 일정계획에 따른
공정 집행율 또는 공정추진 달성율 등의 지표를 사용할 수 있으나, 평가지수는
두 가지로 구분하여 공정집행 달성율을 평가한다. 즉, 일정계획에 따른 건설 목
표치 충족도는 도로분야와 같으나 일반철도 건설연장지수와 복선화율 지수로 구
분한다. 평가시점에 공정집행 달성율 = 평가시점 실제 일반철도 및 복선연장, 건
설(km)/ 평가시점 건설완료 목표치(km)이다.
투입자원의 효율적 집행은 도로와 마찬가지로 비계량적으로 평가한다. 투입비
용 대비 산출 수준은 집행된 건설비용 대비 완공된 일반철도 건설 연장과 건설비
용 대비 복선화 실적이라 할 수 있으며 계량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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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프로그램 집행과정의 적절성
집행의 여건변화 대응성, 민원 등 갈등관리 적정성, 관련기관 및 정책프로그램
과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및 운영, 설계변경 등 사업비 증감요인에 대한 통제
관리 등의 평가내용에 대한 철도 관련 지표는 도로와 차이가 없으며 비계량평가
로서 5등급 및 9등급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비계량 평가를 하더라도 몇몇 관련
지표는 수량화하여 평가의 근간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설
계변경 등 사업비 증감요인은 설계변경건수 및 금액 지표, 총사업비 변경건수 및
금액 지표 등을 고려하여 비계량 평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⑤ 목표의 달성도
철도교통 인프라 확충 프로그램의 경우 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지표로는 일반
철도 건설프로그램의 경우 일반철도여객수송실적, 화물수송실적, 일반철도 건설
연장, 복선화율 등이 사용될 수 있다.
<표 4-14> 일반철도건설의 성과지표
프로그램

성과지표

측정단위

지표유형

일반철도 건설

일반철도 여객수송실적
일반 철도 여객수송 실적 증가율
일반철도 화물수송실적
일반철도 화물 수송실적 증가율
일반철도 건설연장
복선화율
예산집행율

백만인/년
%
백만톤/년
%
㎞
%
%

결과지표
결과지표
결과지표
결과지표
산출지표
산출지표
과정지표

자료 : 건설교통부. 2006.9 .「정책목표 연계형 성과지표 및 평가체계 개발」,중간보고서 참조

여기서 ‘일반철도 여객수송실적’은 국내의 일반철도에 의해 수송되는 연간 여
객수송실적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계량적 지표이며 결과지표이다. 즉 일반철도
의 건설로 여객의 수송실적을 파악함으로써 철도건설의 성과를 판단할 수 있다.
측정단위로는 년간 수송하는 여객을 백만인 단위로 측정한다. 측정을 위한 통
계로는 「건설교통통계연보」 및 「철도통계연보」가 있으며 측정산식으로는
[당해 년도 일반철도에 의한 여객수송실적](백만인/년)이다.
152

하지만, 이 지표는 타 운송수단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성과목표의 달성여
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타 운송수단의 여객수송실적 및 요금변화 등을 반영할 필
요가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일반철도 화물수송실적’이다. 이 지표는 국내의 일반철도에 의해 수
송되는 화물수송실적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성과지표의 종류는 계량적 지표에
해당되고 성과지표의 유형은 결과지표이다. 측정방법은 「건설교통통계연보」
및 「철도통계연보」에서의 “일반철도에 의한 철도화물 수송실적(백만 톤/년)”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측정산식은 [당해 년도 일반철도에 의한 화물수송실적]
(백만 톤/년)이다. 이 지표도 여객수송실적지표와 마찬가지로 타 운송수단의 화

물수송실적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성과목표 달성여부를 위한 사후 검증
시 일반철도 관련사업 투자실적보다는 타 운송수단의 화물수송실적 및 운임 변
화 등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철도여객 수송실적 증가율 지표이다. 이 지표는 국내의 고속철도 및 일
반철도에 의해 수송되는 여객수송실적의 전년대비 증가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계
량적 지표인 동시에 결과지표이다. 측정방법으로는 「건설교통통계연보」및
「철도통계연보」에서의 “고속철도 및 일반철도에 의한 철도여객 수송실적(인,
인․㎞)” 자료를 이용하여 산정하고, 증가율을 종합화하기 위해 단순 평균치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측정산식으로 [0.5×{(당해 년도 고속철도 및 일반
철도에 의한 여객수송실적(인)/전년도 고속철도 및 일반철도에 의한 여객수송실
적(인))-1}+0.5×{(당해 년도 고속철도 및 일반철도에 의한 여객수송실적(인․㎞)/
전년도 고속철도 및 일반철도에 의한 여객수송실적(인․㎞))-1}]×100 이다.
넷째, 철도화물 수송실적 증가율 지표이다. 본 지표는 국내의 고속철도 및 일
반철도에 의해 수송되는 화물수송실적의 전년대비 증가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계
량적 지표이자 결과지표이다. 측정방법으로는 「건설교통통계연보」및 「철도
통계연보」에서의 “고속철도 및 일반철도에 의한 철도화물 수송실적(톤, 톤․
㎞)” 자료를 이용하여 산정하고, 톤 기준과 톤․㎞ 기준 철도화물 수송실적 증가
율을 종합화하기 위해 단순 평균치를 활용한다. 측정산식은 [0.5×{(당해 년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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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철도 및 일반철도에 의한 화물수송실적(인)/전년도 고속철도 및 일반철도에 의
한 화물수송실적(인))-1}+0.5×{(당해 년도 고속철도 및 일반철도에 의한 화물수
송실적(인․㎞)/전년도 고속철도 및 일반철도에 의한 화물수송실적(인․
㎞))-1}]×100를 적용할 수 있다.
이외에 일반철도 확충의 산출 효과로서 일반철도 건설연장지표와 복선화율 지
표가 활용가능하다. 일반철도 건설연장 지표는 계량적 지표이자 산출지표로서
측정방법으로 「건설교통통계연보」 및 「철도통계연보」에서의 “영업 선로구
간별 일반철도 건설연장(㎞)” 자료를 활용하여 산정하고, 각 구간별 용량을 반영
하기 위해 단선, 복선, 복복선, 3복선을 차별적으로 가중하여 “일반철도 건설연
장”을 산정하며, 측정산식으로 [Σ(영업 선로구간별 일반철도 건설연장×용량지
수)] (단, 용량지수 : 단선=1, 복선=2, 복복선=4, 3복선=6)을 적용할 수 있다. 이
지표의 검증 시 유의사항으로 목표 달성여부를 위한 사후 검증 시 완공된 일반철
도 건설연장은 당해 연도 예산투입실적에 따라 유동적이므로 성과평가시 이러한
점을 반영해야 한다. 다음으로 복선화율 지표는 계량적 지표이며 산출지표이다.
측정방법으로는 「건설교통통계연보」및 「철도통계연보」에서의 “영업 선로구
간별 일반철도 건설연장(㎞)” 자료를 활용하여 산정한다. 측정산식은 [{Σ(영업
선로구간별 일반철도 건설연장×복선이상의 용량지수)}/{Σ(영업 선로구간별 일
반철도 건설연장×용량지수)}]×100 (단, 용량지수 : 단선=1, 복선=2, 복복선=4, 3복
선=6) 이다.

⑥ 프로그램의 비용-효과성
프로그램의 비용-효과성은 도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투입비용 대비
효과로 직접효과를 평가하는 것이다. 직접효과는 다음의 효과 측정 결과를 활용
하고 프로그램 투입비용자료를 통해 계량적으로 평가가 가능하다. 아울러 프로
그램 투입대비 고객만족도는 고객(수요자)의 입장에서 프로그램의 만족도를 측
정하는 것으로 프로그램의 성공 및 실패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이다. 이러
한 만족도 지표는 만족도 조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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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철도 건설프로그램의 효과성 측정 지표로는 철도여객 수송분담율,
철도화물 수송분담율, 철도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등의 여러 가지 측정지표를 통
해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다음의 표는 지표의 내용 및 지표의 유형을 정리한 것
이다.
<표 4-15> 철도 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 지표
프로그램
일반 및 고속철도 건설프
로그램

효과성 측정 지표

측정단위

지표유형

철도여객 수송분담율(인, 인․㎞)

%

결과지표

철도화물 수송분담율(톤, 톤․㎞)

%

결과지표

철도서비스 이용자만족도

점수

결과지표

자료 : 상동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철도여객 수송분담율지표는 국내의 전체 여객수
송실적 대비 고속철도 및 일반철도에 의해 운송되는 여객수송실적 비중을 나타
내는 지표이다. 계량적 지표이며 결과지표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측정방법으로
는 「건설교통통계연보」 및 「KTDB」에서의 “수송수단별 인 및 인․㎞ 기준
여객수송실적” 자료를 이용하여 산정하고, 인 기준과 인․㎞ 기준 철도여객 수송
분담율을 종합화하기 위해 단순 평균치를 활용한다. 측정산식은 [0.5×{고속철도
및 일반철도에 의한 여객수송실적(인)/국내의 전체 여객수송실적(인)}+0.5×{고속
철도 및 일반철도에 의한 여객수송실적(인․㎞)/국내의 전체 여객수송실적(인․
㎞)}]×100이다. 검증 시 유의사항은 타 운송수단의 여객수송실적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고속철도 및 일반철도의 여객수송분담율을 사전적으로 예측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고속철도 및 일반철도의 여객수송분담율의 예측
치는 관련 재정사업 성과관리 담당자의 의견을 참고하여 산정하는 것이 중요
하다.
둘째, 철도화물 수송분담율 지표는 국내의 전체 화물수송실적 대비 고속철도
및 일반철도에 의해 처리되는 화물수송실적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이 지표
의 측정방법으로 위의 방식과 동일하며, 다만 화물수송실적 자표를 활용하는 것
만이 차이다. 측정산식은 [0.5×{고속철도 및 일반철도에 의한 화물수송실적(톤)/
국내의 전체 화물수송실적(톤)}+0.5×{고속철도 및 일반철도에 의한 화물수송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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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톤․㎞)/국내의 전체 화물수송실적(톤․㎞)}]×100 이며, 검증 시 유의사항도
위와 동일하다.
셋째, 철도서비스 이용자만족도 지표이다. 철도서비스 이용자만족도는 고속철
도 및 일반철도의 서비스 제공 결과, 철도 이용자가 느끼는 서비스 만족도를 나
타내는 결과지표이다. 그러나 건설교통부는 현재 주기적으로 철도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지 않는바 향후 “철도서비스 이용자만족도 조사결
과”를 활용하여 성과목표 차원의 성과지표를 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지표는
계량, 결과지표이다. 측정방법으로는 향후 건설교통부에서 매년 시행할 예정인
“철도서비스 이용자만족도 조사” 결과 자료를 활용하며, 측정산식은 [Σ(100점

척도로 표시된 응답자의 항목별 만족도)/평가항목 수]를 적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철도사업의 시행효과 평가에 있어서, 철도사업의 유형별로 다르게
적용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철도건설사업의 경우, 본 평가모형에서 적용한
지표이외에 노선이설, 기존선의 개량, 철도차량기지 건설 등의 경우에 따른 직접
효과, 간접효과, 특수효과 등에 따른 평가지표를 적용하는 것도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⑦ 직접효과
(가) 주행 시간 단축 편익

철도 건설사업에 의해 발생되는 편익의 상당부분은 철도운행 자체보다는 도로
부문에서 발생하게 된다. 철도서비스의 질이 높아짐에 따라 도로교통수요 중 일
부가 철도로 전환되고 도로교통량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따라서 주행시
간단축편익은 철도건설로 인한 도로의 주행시간의 단축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이다. 철도 건설완료시 총 주행시간비용과 미정비시 총 주행시간비용의 차로서
산정한다. 주행시간 단축편익은 주행시간을 기초로 하여 아래의 식에서 차종별
로 산출한다.

주행시간 단축편익=(미정비시 총 주행시간×시간가치원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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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완료시 총 주행시간×시간가치원단위)

(나) 주행경비 감소 편익

주행경비 감소편익은 총 주행경비의 차로서 산정한다. 주행경비란 연료비, 오
일비용, 차량정비비용, 열차 차량감가상각비 등이다. 주행경비 감소편익은, 주행
조건이 개선되는 것에 의한 비용 저하를 주행거리단위당으로 계측한 원단위를
이용하고 차종별로 산출한다.

주행경비 감소편익=(미정비시 총 주행거리(Km)×주행경비원단위)
- (건설완료시 총 주행거리(Km)×주행경비원단위)

(다) 교통사고 감소 편익

교통사고 감소편익은 교통사고에 의한 사회적 손실의 차로 산출한다. 일반적
으로 철도는 국도나 지방도보다 사고율이 낮기 때문에, 철도 정비로 인해 사고가
감소하고 이에 따른 사회적 손실이 감소한다. 교통사고의 사회적 손실은 운전자,
동승자, 보행자에 관한 인적 손실액, 교통사고에 의해 파손을 받는 차량이나 구
축물에 관한 물적 손해액, 사고 정체에 의한 손실액으로부터 산정한다.

교통사고 감소편익=(미정비시 총 사회적 손실액)
- (건설완료시 총 사회적 손실액)

(라) 환경피해 감소 편익

환경피해 감소편익은 차량의 탄소, 질소, 아황산가스 등 유해물질의 배출 감소
와 관련된다. 철도 건설로 인한 철도수송분담율이 커지고 그만큼 환경유해물질
의 발생도 줄어들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사회적 편익이 발생한다. 그러나 아직
명확하게 정립된 환경피해 감소 편익 지수를 제시할 수 없으므로 향후 연구에서
다루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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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간접효과
(가) 주민생활 편리성 확대

주민생활 편리성 확대의 평가내용에 대한 평가기준은 공공교통에 의해 타 지
역으로의 이동 시간을 단축하여 생활기회나 교류인구의 확대에 기여하는 효과를
평가한다는 점에서 도로와 유사하다. 국토연구원에서 평가한 현재 가능한 지표
는 건설 주변 공공서비스 사업체 수 증가율 변화 지표와 공공서비스 종사자 수
증가율 변화 지표를 들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철도사업 평가 시 공공서비스의 향
상, 생활기회의 확대, 쾌적성의 향상 등의 지표를 사용하고 있다.

(나) 지역사회․경제효과

지역사회․경제효과의 평가내용에 대한 평가기준은 도로와 마찬가지로 지역
의 경제․생활․문화․교육 등의 거점이 되는 도시로의 접근성향상이나 도시 상
호간의 제휴․보완에 의한 지역사회의 자립과 정주에 기여하는 효과를 평가하
며, 지역의 산업발전, 부가가치 상승, 고용상승 등에 기여하는 효과를 평가한다.
일본의 경우 역외로부터 진입하는 여객수의 변화에 따른 소비증가와 이에 따른
경제파급효과를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추계하는 철로연변지역 생산액 변화 지표,
철로 연변지역의 관광객 수의 변화 지표, 연변지역 상업 잠재력의 변화 지표, 기
업입지잠재력의 변화, 계획된 기업입지의 규모(총부지 면적) 등을 이 세부항목의
지표로서 제시한다.

(다) 환경 효과

환경 효과의 평가내용에 대한 평가기준은 철로의 정비에 따라 주변도로 자동
차 유발 부하경감에 의한 생활환경의 보전․개선에 기여하는 정도 및 지구온난
화대책의 기여를 평가한다. 일본의 경우 도로와 마찬가지로 탄소, 질소, 아황산가
스 배출 감소율 등이 지표로서 제시되어지나 소음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대신
환경기준에 달성된 개소수의 변화에 대한 지표가 등장하며 철로의 환경영향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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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이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침을 평가지표로 삼고 있다.

(라) 안전 효과

철로사용의 증가로 발생한 도로교통사고의 감소가 그대로 철로의 안전효과로
귀결된다. 도로의 경우 재난, 재해의 감소효과에 대한 평가인데 반해 철도의 경
우 위 직접효과에서의 교통사고 감소 편익과 큰 차이가 없다. 중복적인 평가가
될 수 있으므로 철로의 경우 이 안전에 대한 간접효과부분은 좀 더 세밀히 정립
될 필요가 있다.

나. 철도 분야의 세부 항목에 대한 평가지표 종합

다음 표는 위에 제시된 각 세부항목별 철도분야의 평가지표를 정리한 것이다.
프로그램 계획수립 단계의 평가지표는 도로와 철도사이에 차이가 거의 없으며,
집행단계 및 성과 단계로 갈수록 각각의 특수성들 때문에 다른 지표들을 사용하
고 있다.

<표 4-16> 철도 프로그램 평가지표의 구성 등 평가모형(종합)
사업 가중
단계 치

평가
항목

가중
치

가중
치

평가 세부 항목

상위 정책목표와의 부합
성을 고려한 목표설정
사회의 수요를 반영한 목

프로그
표의 설정
프로
램목표
0.51
그램
의
0.38
계획
적합성
수립

0.31

0.38

평가 지표

목표의 국가기간망계획과의 부
합성
목표의 사회경제지표 반영
철도 건설연장, 여객 및 화물수
송실적, 복선화율 등 고려 수요
반영
주변 철도망 반영, 철도등급, 설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향
후 변화가능성 반영

0.31

계속도, 운용성, 환경성 고려
Contingency Plan의 적정성 전문

평가
방법

비계량
비계량
계량

비계량

가 설문조사
프로그 0.49 프로그램 목표의 명확성

0.21 타 관련계획과의 관계에서 차별성 비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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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목표의 명확성
프로그램목표와 성과지표
와의 인과 관계

0.25 이전 성과평가의 목표 반영도 비계량
법규이행 여부 맟 공청회 등 여

여론수렴 및 사전조사 등
램
계획내
용의
충실성

절차의 충실성

0.27

론조사
경제성 및 민감도분석 타당성조

비계량

사
지자체 및 타 프로그램 철도 및
도로계획, 철도기지, 열차운영
프로그램간의 연계 및 협
조, 중복여부 검토

0.27

계획 효율성 등과 연계
건설주체와 관련 기관과의 협조

비계량

국가철도망구축계획상의 투자
프로그램 계획 공정에 따
른 집행율
산출(output)을 위한 투입

0.25

우선순위 적합성
일반철도 및 복선연장 건설일정
계획에 따른 공정 집행율

계량

프로그
투입자원이 산출을 위해 효율적
램
자원 효율적 집행: 예산의 0.43
비계량
집행과 0.46
으로 집행되는가를 점검
적기투입
정의
프로그램에 의한 일반철도 및
효율성

투입비용 대비 산출의 수
준

프로
그램 0.19
집행

0.32 복선화 건설비용과 최종생산물 계량

의 관계
0.30 행정여건 및 상황변화 대응성 비계량
국민 및 이해당사자와의 합의형
비계량
민원 등 갈등 관리 적정성 0.21
성 과정에 대한 평가
관련 기관 및 정책프로그
프로그
행정측면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
램
램과의 유기적 협조체제 0.29
비계량
축 및 운영
집행과 0.54
구축 및 운영
정의
설계변경 이전 통제관리 노력도
적절성
* 설계변경 건수 및 금액, 총사
설계변경 등 사업비 증감
0.20
비계량
업비 변경 건수 및 금액 지표를
요인에 대한 통제관리
집행의 여건변화 대응성

고려
일반철도 여객 및 화물수송 실
적

프로
프로그램 계획시 설정한
목표의
그램 0.43
0.25
1.00 철도여객 및 화물 수송실적 증 계량
달성도
성과목표의 달성도
성과

가율

일반철도 건설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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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선화율
프로그램 투입비용 대비 철도여
프로그램 투입비용 대비

프로그
효과
램의
0.23
비용효과성

객 및 화물 수송 분담율, 고속철
0.46 도 및 일반철도 정시운행율 등 계량
프로그램으로 인한 직접적 효과

프로그램 투입 비용 대비
고객만족 정도

0.54

의 정도
비용대비 철도서비스 이용자 만 비계량
족도

+계량

주행시간 단축 편익

계량

효과성
철도건설로 인한 직접효
주행경비 감소 편익
(직접 0.29
과
0.32 교통사고 감소 편익
효과)

계량

0.33
0.12

0.22

환경피해 감소 편익

계량
비계량

SOC 건설 프로그램 대상지역
주변 공공서비스 사업체수 증가
주민생활 편리성 확대

0.37 율 변화

계량

공공서비스 종사자 수 증가율
변화
연변지역 생산액 변화

프로그
램의
영향 0.24 지역사회․경제효과
(간접
효과)

관광객 수 변화
0.25 상업잠재력 변화

계량

기업 입지 잠재력 변화
계획된 기업입지의 규모
탄소, 질소, 아황산 배출량 감소

환경 효과

0.15 효과

안전효과

0.24

환경기준 달성 개소수의 변화
철도사용 증가로 인한 도로교통
사고 감소

계량

계량

(3) 다목적 댐 건설 프로그램

가. 평가세부항목 별 평가지표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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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프로그램 목표의 적합성
프로그램 목표의 적합성 항목에 대한 평가세부항목은 ⅰ) 상위 정책목표와의
부합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목표의 설정 ⅱ) 사회의 수요를 반영한 목표의 설정
ⅲ)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향후 변화가능성 반영 여부 등이며, 다음은 각 세부항
목의 평가지표에 대한 설명이다.
첫째, 상위 정책목표와의 부합성 판단을 위해서는 상위계획으로서 「수자원
장기종합계획」,「댐 건설계획」등에서 제시된 정책목표를 식별, 확인하고 이러
한 목표에 부응하여 수자원 댐 프로그램의 목표가 적합하게 설정되었는지를 판
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질적 지표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관련 계
획의 목표를 검토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둘째, 사회의 수요를 반영하여 목표가 설정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프
로그램 목표가 각종 사회경제지표를 반영하여 설정되었는가를 판단하는 비계량
평가와 용수공급량, 홍수조절용량, 총저수량 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의 수요를 반영한 목표설정에 대한 지표는 질적 평가의 경우 5등급 및 9등급
평가로 측정할 수 있다.
셋째, 프로그램의 향후 변화 가능성 반영에 대한 평가지표는 contingency plan
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변화에 대한 대안계획의 유무 등을 평가한다. 계
획이 목표한데로 성취되지 못하거나 기대치 못했던 상황이 도래했을 때 어떠한
대안으로 접근할 것인가라는 것을 평가한다. 비교적 비계량 평가일 가능성이 높
으며 전문가의 식견이 요구되는 사항이다. 따라서 이 지표는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실시하며, 이를 토대로 5등급 및 9등급 평가 측정을 한다.

② 프로그램 계획 내용의 충실성
프로그램 평가세부항목으로 우선, 프로그램 목표 명확성의 경우, 댐 건설프로
그램의 목표가 명확히 설정되어 있는지는 관련 프로그램 계획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낙후지역개발에의 기여정도, 지역개발계획에의 기여도 등 프로그램
의 정책적 목표가 뚜렷하게 제시되었는가를 평가하는 비계량 지표이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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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및 9등급 평가 측정을 한다.

둘째, 프로그램 목표와 성과지표의 인과관계가 설정되었는가 하는 것은 댐건
설프로그램의 목표와 이를 측정하는 성과지표간의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전문가
적 판단에 의해 가능하며 질적 평가지표이다.
셋째, 여론수렴 및 사전조사 등 절차의 충실성에 관계된 지표는 여론수렴과 사
전조사를 분리하여 두 가지로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여론수렴에 관련된
지표는 건설 프로그램의 추진단계에 따라 관련 법규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평가
하는 법규이행여부 지표와 계획과정에서 충분한 공청회 및 공고 등의 적정성 지
표를 들 수 있다. 사전조사에 관련된 지표는 프로그램 타당성을 위한 경제성 및
민감도 분석을 충분히 수행했는가를 평가하는 지표이다.
넷째, 프로그램간의 연계 및 협조, 중복여부 검토 평가내용(세부항목)은 지자
체 및 댐 건설프로그램의 투자우선순위와의 적합성 여부 등에 대해 평가한다. 이
는 질적 평가지표이다.

③ 프로그램 집행과정의 효율성
프로그램 집행과정의 효율성 평가항목의 평가세부항목에 대한 평가지표를 검
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프로그램 계획공정에 따른 집행율은 일정계획에 따른
공정 집행율 또는 공정추진 달성율 등의 지표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며, 프로그
램 단위의 평가에 있어서는 프로그램 계획의 달성도나 개별 단위사업의 공정집
행 달성율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지수는
일정계획에 따른 건설 목표치 충족도를 나타낸다.
둘째, 투입자원의 효율적 집행은 투입된 예산이 일정계획에 따라 얼마나 효율
적으로 집행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는 집행실적과 관련을 가진다. 예산의
집행실적은 정부의 예산의 적기투입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정부의 예
산집행방식과 관련된 평가지표이다. 따라서 예산의 적기 집행 정도를 고려하여
공사비 증감, 공기 증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투입비용 대비 산출 수준은 프로그램에 의한 시설물의 건설비용과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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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물의 결과간의 관계에 의해 파악될 수 있는 평가세부항목이다. 목표치는 어
느 시점에서 같을 수 있지만 투입비용 대비 산출 수준은 개별 사업별로 다를 수
있다. 하나의 프로그램에 투입을 하더라도 개별사업마다 투입은 일정치 않을 수
있으며, 산출도 개별사업마다 다르고 결국 전체 산출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투
자우선순위 등을 조정하여 비용을 최소화하고 전체 산출수준을 최대화할 수 있
도록 하는데에 평가의 주요 목적이 있다.

④ 프로그램 집행과정의 적절성
프로그램 집행과정의 적절성 평가항목은 ⅰ) 집행의 여건변화 대응성, ⅱ) 민
원 등 갈등관리 적정성, ⅲ) 관련기관 및 정책프로그램과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
축 및 운영, ⅳ) 설계변경 등 사업비 증감요인에 대한 통제관리 등의 평가세부항
목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지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집행의 여건변화 대응성은
행정여건 및 상황의 변화를 적절히 포착하여 대응하고 있는가와 관련된다. 계획
단계에서 예측치 못한 여건의 변화 등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를 비계량적으
로 평가한다. 민원 등 갈등관리 적정성은 역시 계획단계에서 공청회 등 갈등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건설공사를 진행했으나 집행과정에서 얘기치 못한 민원 등 갈
등문제들을 어떤 방법들을 가지고 대처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지역주
민, 환경단체,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의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한 노력도가 지표가
될 수 있으며, 최근 갈등관리 프로그램의 전문용어를 사용하였을 경우 국민 및
이해당사자와의 합의형성 과정에 대한 평가가 그 지표가 될 수 있고 비계량적으
로 평가한다.
둘째, 관련기관 및 정책프로그램과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및 운영은 다소 행
정적인 의미를 내포한 갈등관리라 할 수 있다. 물론, 이해관계 당사자란 측면에
서는 이러한 행정적 측면의 협조관계도 앞서 지적한 지표에 포함될 수 있겠으나,
건설의 집행과 관련되는 행정적 협의, 허가, 승인 등 유기적 관계 설정 및 운영에
대한 비계량적 지표라 할 수 있다.
셋째, 설계변경 등 사업비 증감요인에 대한 통제 관리의 경우는 앞서 예산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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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에 대한 평가가 정부에 대한 평가라면 이 부분은 전적으로 건설주체의 집행
에 대한 평가가 될 수 있다. 예산 투입 등의 상황이 적절한 상황에서 설계변경
등 사업비 증감요인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이를 관리하고 있는 가 등 불가피한
설계변경에 대한 대처 방안 지표가 적용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설계변경 등
사업비 증감요인이 발생하기 전에 통제 관리의 적절한 노력 정도가 지표가 될
수 있다. 이 평가 역시 비계량 평가로서 5등급 및 9등급 평가를 실시한다.

⑤ 목표의 달성도
목표의 달성도는 프로그램 계획 시 설정한 목표의 달성도를 의미한다. 프로그
램 계획시의 목표가 무엇이며, 목표치가 어떠한가에 따라 구체적인 평가가 이루
어질 수 있다. 이 경우 적용할 수 있는 평가지표로는 댐건설을 통한 치수능력 증
대 프로그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지표로 구축되어 있어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은 각종 지표들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표 4-17> 댐 건설을 통한 치수능력 증대 프로그램
프로그램
치수(댐)능력증대사업(일반)

성과지표

측정단위

지표유형

용수공급량
홍수조절용량
총저수량

백만㎥/년
백만㎥
백만㎥

산출지표
결과지표
산출지표

자료 : 건설교통부. 2006.9 .「정책목표 연계형 성과지표 및 평가체계 개발」,중간보고서 참조

첫째, 댐 건설프로그램으로 인한 용수공급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용수공급량
지표를 설정한다. 이 지표는 계량적 지표인 동시에 산출지표로서의 성격을 가진
다. 측정방법은 과거치는 매년 발행되는『건설교통통계연보』, 『상수도통계(환
경부)연보』의 「댐별 용수공급량」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전년도 실적치는 건
설교통부 주요업무 심사분석 결과 등이 이용된다. 측정산식은 Σ｛기존 댐별 용
수공급량 + 당해년도 준공 댐 용수공급량｝이다. 용수공급량을 성과지표로 적용
하기 위해서는 완료된 사업과 당해 연도 준공된 사업의 성과를 합산하여야 한다.
둘째, 홍수조절용량 지표이다. 이는 계량적 지표이며 산출 지표다. 측정방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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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과거치는 매년 발행되는 『건설교통통계연보』, 『상수도통계(환경부)』의
「전국 댐별 홍수조절용량」을 활용, 전년도 실적치는 건설교통부 주요업무 심
사분석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측정산식은 Σ｛기존 댐별 홍수조절용량+당해년
도 준공 댐 홍수조절용량｝이다.
셋째, 총저수량 지표이다. 이는 계량적, 산출지표의 성격을 가진다. 측정방법으
로는 매년 발행되는 상수도통계(환경부)에서 제시된 통계치를 기준으로 전국 댐
별 총저수량을 측정, 건설교통부 주요업무 심사분석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측
정산식으로는 Σ｛기존 댐별 총저수량 + 당해년도 준공 댐 총저수량｝이다.

⑥ 프로그램의 비용-효과성
비용-효과성에 대한 평가세부항목은 ⅰ) 프로그램 투입비용 대비 효과와 ⅱ)
프로그램 투입비용 대비 고객만족 정도로 구분된다. 프로그램 투입비용 대비 효
과의 경우 프로그램의 직접 효과에 대한 비용 효과성 지표로 평가할 수 있다. 직
접효과는 효과성의 평가결과 도출된 자료의 활용이 가능하며, 비용은 공사비 등
의 자료를 활용하여 계량적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프로그램 투입 비용 대비 고
객만족 정도는 고객 만족 설문조사를 통해 판단할 수 있는 비계량지표 평가이다.

⑦ 효과성 - 직접 효과
효과성에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로 나누어진다. 댐 건설사업 프로그램으로 인
한 직접효과를 대표하는 지표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것은 ⅰ) 용수공급으로 인한
편익 ⅱ) 발전으로 인한 편익, ⅲ) 홍수조절로 인한 편익 등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지표가 개발되어 적용되고 있어 여기서는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⑧ 간접효과
간접효과는 효과성의 기준에서 프로그램의 영향을 의미하는 평가항목이다. 간
접 효과의 측정은 매우 어렵고도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간접효과 즉 프로그램의
영향 평가하는 세부평가항목으로 ⅰ) 주민생활 편리성 확대 ⅱ) 지역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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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ⅲ) 환경 효과 ⅳ) 안전 효과 등을 설정하였다.
한국수자원공사(수자원개발의 경제성분석 모델, 1998)에 의하면 간접적인 편
익으로 댐 주변에 토지이용 증가, 홍수관리 노동력 절감, 유역관리 효과 향상, 자
산이용 고도화, 어업 및 양식 등을 들고 있다. 이들 간접적인 편익을 본 연구에서
도 간접효과에 분류하였고, 토지이용 증가, 자산이용 고도화, 어업 및 양식 등을
지역사회․경제효과에 분류하였다.
일부 직접편익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는데, 생․공․농업 용수공급, 홍수조
절, 수력발전, 위락, 하류의 수질개선, 비상용수 공급, 내륙주운 등이다. 이 직접
편익 중 본 연구에서는 일부 환경관련 부분을 간접효과로 분류하였는데, 하류의
수질개선 및 위락 등을 간접효과의 지표로서 계상하였다. 즉, 하류의 수질개선
효과는 환경효과로 계상하여 직접효과 분류 시 계량화의 한계로 인해 잘 분석되
지 못하는 중요한 효과를 측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위락에 대한 효과도 본 연구
의 간접효과인 지역사회․경제효과에 분류하였다. 프로젝트 평가 시에는 위락효
과를 댐 주변에 물 홍보관 및 가족공원으로부터 획득된 편익(관광객 수와 지출)
으로 한정하여 과소 추정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댐의 지역적 효과를 추정하는데
는 불리하다. 따라서 프로그램 평가 시에는 댐의 지역적 관광에 대한 효과를 유
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지역사회․경제효과에 분류한다.

나. 댐 분야의 평가세부항목에 대한 평가지표 종합
다음 표는 위에 제시된 각 세부항목별 수자원 댐 분야의 평가지표를 정리한
것이다. 프로그램 계획수립 단계의 평가지표는 도로와 철도 등과 마찬가지로 별
차이가 없으나, 집행단계 및 성과 단계로 갈수록 수자원 댐의 특수성 때문에 다
른 지표들을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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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8> 수자원(댐) 프로그램 평가지표의 구성 등 평가모형(최종)
사업 가중
단계 치

평가
항목

가중
치

평가 세부 항목

상위 정책목표와의 부합성
을 고려한 목표설정
사회의 수요를 반영한 목표
프로그
의 설정
램목표
0.51
의
적합성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향후
변화가능성 반영

가중
치

0.31

평가 지표

목표의 수자원 장기종합계획
및 댐 건설계획과의 부합성
목표의 사회경제지표 반영

0.38 목표의 사회수요 반영(물공급
량 및 홍수조절)

평가
방법

비계량

비계량
계량

용수공급, 홍수조절, 운용성, 환
0.31 경성고려 Contingency Plan의 적 비계량
정성, 전문가 설문조사
타 관련계획과의 관계에서 차

프로그램 목표의 명확성
프로
그램
0.38
계획
수립

0.21 별성

비계량

정책적 목표의 명확성
프로그램목표와 성과지표와
의 인과 관계

0.25 이전 성과평가의 목표 반영도 비계량
법규이행 여부 맟 공청회 등

여론수렴 및 사전조사 등 절
프로그
차의 충실성
램
계획내 0.49
용의
충실성

0.27

여론조사
경제성 및 민감도분석 타당성

비계량

조사
지자체 및 타 프로그램 용수공
급 및 홍수조절계획, 수력발전,

프로그램간의 연계 및 협조,
중복여부 검토

댐운영계획 효율성 등과 연계
0.27 건설주체와 관련 기관들과의 비계량
협조
수자원장기종합계획상의 투자
우선순위 적합성

프로
프로그
프로그램 계획 공정에 따른
댐 건설일정계획에 따른 공정
그램 0.19
램
0.46
0.25
계량
집행율
집행율
집행
집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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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output)을 위한 투입자
원 효율적 집행: 예산의 적 0.43
정의
효율성

기투입
투입비용 대비 산출의 수준 0.32

투입자원이 산출을 위해 효율
적으로 집행되는가를 점검

비계량

프로그램 건설비용과 최종생

계량
산물의 관계
집행의 여건변화 대응성
0.30 행정여건 및 상황변화 대응성 비계량
국민 및 이해당사자와의 합의
민원 등 갈등 관리 적정성 0.21
비계량
형성 과정에 대한 평가
관련 기관 및 정책프로그램
프로그
행정측면의 유기적 협조체제
램
과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0.29
비계량
구축 및 운영
집행과 0.54
및 운영
정의
설계변경이전 통제관리노력도
적절성
* 설계변경 건수 및 금액, 총사
설계변경 등 사업비 증감요
0.20
비계량
업비 변경 건수 및 금액 지표
인에 대한 통제관리
를 고려
용수공급량 지표

프로그램 계획시 설정한 성
목표의
0.25
1.00 홍수조절량 지표
달성도
과목표의 달성도

계량

총저수량 지표
프로그램 투입비용 대비 용수

프로그램 투입비용대비 효

프로그
과
램의
0.23
비용효과성

프로그램 투입 비용 대비 고

객만족 정도
프로
그램 0.43
효과성
성과
(직접 0.29 댐 건설로 인한 직접효과
효과)

프로그
주민생활 편리성 확대
램의
영향 0.24
(간접
효과)

지역사회․경제효과

0.46

0.54

공급, 수력발전, 홍수조절 등
프로그램으로 인한 직접적 효

계량

과의 정도
비용대비 댐 서비스 이용자 만 비계량

족도
0.35 용수공급 편익

+계량
계량

0.12 수력발전 편익

계량

0.53 재해 및 재난 감소 편익
계량
SOC 건설 프로그램 대상지역
주변 공공서비스 사업체수 증
0.37 가율 변화

계량

공공서비스 종사자 수 증가율
변화
0.25 댐 주변지역 생산액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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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관광객 수 변화
토지이용 변화
탄소, 질소 배출량 감소효과
환경 효과

0.15 환경으로 인한 식생의 변화
하류의 수질 변화

안전효과

0.24 댐건설 간접 홍수조절 효과

계량
비계량
계량
비계량

4. 사후평가 모형의 적용 방안
이상에서 SOC 재정사업의 사후평가모형을 구축하였다. 도로, 철도, 수자원(댐)
건설프로그램을 구분하여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지표의 검토 및 평가방
법을 비교적 자세히 제시하였다. 이러한 모형의 실제 적용은 모형을 통해 사용하
고자 하는 주체의 평가목적에 따라 그 활용도가 달라진다. 본 SOC 사후평가모형
은 가능한 평가주체의 자율평가를 염두에 두고 구축된 것이다. 이상에서 제시된
평가모형은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항목별 가중치를 설정하였으며, 가능한 평가지
표를 통해 측정 가능한 항목과 비계량적 질적 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는 항목을
세분하여 제시하였다.
이상에서 제시한 모형의 실제 적용을 위해서는 우선, 평가를 통해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을 분명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아무리 평가모형을 정치하게 설정한다
하더라도 평가를 통해 나타난 평가의 결과에 대한 활용이 모호한 경우에는 실제
모형을 통한 평가활동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이상의 평가모형의 적용은 프로그램 단위의 SOC 사업평가로 개별
단위사업의 집합인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한 평가이므로 프로그램을 식별, 확인
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어 프로그램의 목표의 식별 및 확인, 프로그램
구성하는 단위 사업들의 파악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평가의 주체는 프로그램 계획의 수립주체가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염두에 두었다. 프로그램 수립주체의 자체평가이므로 객관성 있고, 투명하게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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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모형의 적용을 통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부전문가의 의견이
나 평가과정 및 결과를 점검하는 절차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사후 평가모형은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하면서, 사후평가이므로 여러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일정한 주기(예를 들어, 3년 주기)
를 두고 해당주기의 특정시점에서의 사후평가이다. 특정시점기준으로 이미 완료
된 사업 군이 프로그램의 평가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평가항목 및 평가세부평가항목을 대표하는 구체적인 지표의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지표들 간을 지수화하여 특정한 점
수로 환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여섯째, 세부평가항목에 따른 지표설정을 통해 평가를 수행하고 이를 최종적
으로 종합점수로 환산하여 프로그램 자체의 성공, 실패여부를 평가하거나 프로
그램간의 투자우선순위 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평가지
표를 통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평가의 목적에 따라 자체
평가수행기관이 세부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사후평가모형에서 제시된 평가항목 및 지표의 수정 및 개발
과 평가모형의 세련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이에 따른 사후평가가 활성화되
기 위해서는 사후평가모형 및 평가절차를 포함하는 사후평가기반의 강화가 요구
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제5장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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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평가 기반의 강화 방안

본 장의 의의는 미국, 일본 등의 사례조사 결과의 시사점과 사후평가의 기반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있다. SOC 재정사업의 사후평가모
형의 구축만으로는 사후평가제도가 활성화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후평가 기반을 강
화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법, 제도적 기반의 정비, 통계기반의 강화, 평가관련 조직
강화 및 인력의 전문화, 사후평가결과의 축적 등 활용기반 , 성과기반 프로그램계획
수립 등 관리기반의 강화 등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고
있다.

1. 기본 방향
제4장에서 SOC 사후평가모형의 구축 및 적용방안에 대한 논의하였다. SOC 사
후평가모형의 구축 및 모형 자체의 적용방안 만으로 사후평가가 활용성 내지는
활용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모형은 사후 성과평가를
염두에 두고 성과관리시스템 기반의 사후평가모형이다. 향후 구체적인 지표의
개발 및 지수의 정립과 모형을 실제 프로그램 평가에 적용하여 지속적으로 모형
을 개선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사후평가의 중요성과 필요성만을 단
순히 강조하기 보다는 사후평가모형에 따른 사후평가가 실제 이루어지도록 사후
평가의 적용기반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후평가 적용기반의 강
화의 기본방향으로 사후평가모형의 적용기반 강화와 성과기반의 SOC 사업계획
의 수립 등 관리체계의 구축, 평가를 위한 통계기반의 강화와 평가조직 및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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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문화 등이다. 이에 이러한 기본방향을 중심으로 사후평가의 적용기반 강화
방안에 대한 우선순위를 조사한 결과, 다음의 <표 5-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
제도적 기반의 정비, 성과기반의 프로그램 계획의 수립 등 관리체계구축, 평가관
련 조직의 정비 및 인력의 전문화, 평가지표에 따른 통계기반의 강화, 사후평가
결과의 축적 및 활용도 증진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5-1> 사후평가 적용기반 강화방안에 대한 우선순위
4순위
빈도
(비중)

5순위
빈도
(비중)

종합

20(0.20)

13(0.13) 17(0.17)

9(0.09)

0.24

19(0.19)

21(0.21) 25(0.25)

20(0.20)

0.19

19(0.19)

28(0.27) 25(0.25)

14(0.14)

0.20

사후평가 결과의 축적과 활용도 증진 6(0.06)

12(0.12)

17(0.17) 28(0.27)

38(0.37)

0.15

성과기반 프로그램 계획의 수립 등
22(0.22)
관리체계의 구축

31(0.30)

22(0.22)

6(0.06)

20(0.20)

0.22

101(1.0)

101(1.0) 101(1.0)

101(1.0)

1.00

구

분

1순위
빈도
(비중)

성과관리의 틀 속에서의 사후평가를
42(0.41)
위한 법, 제도적 기반의 정비
성과지표의 구축을 통한 평가를 위한
16(0.16)
통계기반의 강화
평가관련 조직 정비 및 인력의
15(0.15)
전문화

계

101(1.0)

2순위
빈도
(비중)

3순위
빈도 (비중)

비중

자료 : 국토연구원, 2006년 설문조사결과

다음에서는 이러한 방향에 따라 보다 구체적인 사후평가 기반 강화 방안을 제
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사후평가모형의 적용기반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향
의 기반정비가 요구된다. ⅰ) 성과기반의 SOC 중장기 종합계획의 수립과 집행,
평가다. 성과기반의 SOC 중장기 종합계획은 SOC 중장기목표에 따른 정책-프로
그램-단위사업-세부단위사업의 위계구조가 설정되고 각 수준의 목표를 측정가능
하도록 하는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ⅱ) 평가항목(기준) 에 따
른 평가지표, 성과지표의 지속적인 개발과 보완이다. 이는 프로그램 평가모형의
개발 및 지속적 보완에 해당된다. ⅲ) 평가관련 조직의 정비 및 평가인력의 확보
다. ⅴ) 평가관련 통계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활용 ⅵ) 평가매뉴얼 개발 및
SOC 사업평가 관련 통계 분석 패키지의 보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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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후평가 기반의 강화 방안
1) SOC 재정사업 사후평가의 법, 제도적 기반 강화
(1) SOC 재정사업 사후평가의 근거 법규의 마련

정부업무평가법에 의한 주요 정책사업의 평가, 재정성과 평가를 위한 재정사
업자율평가제도가 현재 적용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상위 수준의 평가의 지침을
통해 사업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SOC 사업 분야도 공히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평가제도의 적용에 따라 SOC 사업 분야의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 차원
에서도 SOC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고, 종합적 계획, 집행, 성과의 관리 싸이클을
토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난립된 법규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주요 정책평가와 재정사업 성과관리 및 자율평가가 이루어져 SOC 사업유형에
도 적용이 되고 있지만, 프로그램 단위의 SOC 사후평가제도가 체계화되는 수준
에 까지 이르지 못한 실정이다. 이들 평가의 틀은 범정부적 차원의 정책이나 사
업을 통괄하는 것으로 SOC 분야의 사업평가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한편 개별 단위사업 차원의 투자심사 시 적용되는 사전평가로서의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와 재정사업자율평가 제도 등을 예산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사후
평가를 통한 부문 간 예산배분 및 연계 시스템은 아직 도입되지 않는 상황이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 근거를 둔 사후평가제도는 예산과의 연계와 성과평가와
의 관련성보다는 사업관리측면에서의 사업의 추진성과를 평가하는 데 그 초점이
있다. 개별 단위사업(프로젝트)을 기준으로 하여 정책목표 및 프로그램의 목표와
의 연계 구조를 파악하기 어렵고, 개별 단위사업단위의 단편적인 정보만을 제공하
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사후평가의 결과가 해당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하는 데에 그치고, 이미 평가의 시점이 사업계획수립당시 보다 훨씬 경과한 이후
에 이루어짐으로써 그 활용성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프로그램 단위의
SOC 재정사업 사후평가를 위한 근거법규를 마련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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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평가의 법적 근거를 SOC 정비 사업을 관장하는 기존의 법규에 둘 수 있고
아니면 새로운 법규를 신설할 수도 있다. 기존의 법규를 기준으로 할 때, 현행의
『교통체계효율화법』에 교통관련 SOC 투자사업 프로그램에 대해 사후평가의
근거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후평가가 중장기 성과계획 및 교통시설투자계
획에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SOC 범위 내 교통시설만을 대상으로
함에 따라 수자원 등의 시설투자프로그램은 제외되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시설
투자도 해당 법 즉 『하천법』에 사후평가를 규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안이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기존 개별 법규에 사후평가의
근거를 두고 시행하는 것은 통합적 기준 및 평가모형에 의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SOC 재정사업을 통괄하는 『SOC 정비 효
율화법』(가칭)을 통해 종합적 평가의 틀을 구축하여 적용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
가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주요 내용으로 SOC 기반시설정비기본계획의 수립을 의
무화하고, 종합적으로 중장기 SOC 투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SOC 정비계획
의 목표 및 성과목표, 성과지표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SOC 정비계획, 집행,
평가 활동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SOC 정비 계획의 종합관리 체계의 정비와 예산간의 연계강화

SOC 재정사업은 다음 <표 5-2>에서와 같이 법정계획 프로그램에 의해 수립,

집행되며 계획수립의 주체 및 집행주체가 복잡하고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SOC 사업부문간 연계, 조정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처럼 SOC 관련 법규 및 부서가 상이하고 부문별 법정계획의 적용기간이 다
양하고 적용시기도 상이하여 동일한 시계를 토대로 통합적인 종합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이 기
획예산처의 「국가재정운용계획」29)과의 연계성이 다소 미흡하며, 중기교통시
29) 국가재정운용계획(2005~2009)에 의하면 향후 전체예산중 사회간접자본 분야의 예산은 2005년 현재
9% 수준이지만, 향후 2009년에는 7%수준으로 낮아지며, 사회간접자본 시설분야별로도 수송교통분
야 보다는 지역개발 분야의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도시철도, 수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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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투자계획과 국가재정운용계획 간의 상호 피드백 및 연계 조정시스템이 다소
부족하며 그 실효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표 5-2> 시설사업별 법정(중․장기)계획
법정계획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교통체계효율화법 제3조, 제5조)
도로정비기본계획(도로법 제23조의 2)

대상사업

계획수립주체

계획기간

도로/철도
공항/항만
기타시설

건설교통부장관
(국가교통위원회:국무총리)

20년
5년

건설교통부장관
(관계 행정기관의 장)

10년

건설교통부장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5년

건설교통부장관
(철도건설심의위원회)

10년

고속국도
일반국도

대도시권광역교통계획(대도시권광역교통 광역도로,
관리에관한특별법제3조)
광역전철
국가철도망구축계획(철도건설법)

고속철도
일반철도

도시철도기본계획(도시철도법제3조의2) 도시철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공항개발중장기계획(항공법 제89조)

항만기본계획(항만법 제5조)
댐건설장기계획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공항

건설교통부장관

지정항만

해수부장관(항만정책심의회)

지방항만

시․도지사(항만정책심의회)

댐

건설교통부장관
(댐건설조정위원회)

10년
5년
10년
10년

중기재정계획상의 SOC 투자배분 결정은 실제의 SOC 투자사업의 평가를 통한
환류를 통해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교통체계효율화법 등에 국가기
간교통망 계획의 수립과 이에 따른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및
수정계획을 통해 실제 계획의 집행 및 성과평가를 통하여 이러한 정보가 계획의
수립과 재정의 배분에 연계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프로그램 단위의
산업단지, 도로 등은 투자가 감소하는 반면에 지역 및 도시, 항공 및 공항, 물류 등은 증가하고 해운
및 항만, 철도도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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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체계의 수립과 평가예산, 제도, 조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평가주체, 평
가방법, 평가기준 등 평가의 틀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을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계획의 내용적 합리성 측면에서 계획의 목표에 따른 성과목표 및 지표
의 개발이 미흡하여 현재 적용되는 재정사업 평가체계와의 연계가 미흡한 실정
이다. 재정 운용시스템의 개혁과 관련하여, 상기의 법정 사업계획의 수립에도 이
와 같은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추진과정상의 여러 평가항목 등을 고려하여 사업
이 계획되도록 사업계획내용의 보완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시설물 부문, 특히 교통부문(도로, 철도, 항만, 공항)의 종합계획 및
투자조정을 위해 『교통체계효율화법』을 제정하였지만, 항만의 경우 해양수산
부 소관의 항만기본계획을 그대로 수용하는 등 명실상부한 통합조정 기능을 수
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시설물별 계획의 통합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교통시설의 경우 『교통체계효율화법』에 의한 「국가기간교통망 계획」
이 상위 종합 교통망계획으로서의 실질적인 통합, 조정의 기능을 하도록 할 필요
가 있다.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틀 속에서 부분별 투자우선순위가 설정되고, 이
것이 교통시설특별회계 상의 부분별 재원 분담기준에 적용되도록 하여 부문별
투자우선순위와 이에 따른 예산배분의 연계가 탄력적으로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아울러, 현재 국가기간교통망 계획과 예산과의 연계를 위해 수립하고 있는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도 과학적인 투자우선 순위 결정 기법에 의해 체계적

으로 교통수단간의 연계를 고려하여 사전에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보다 효율적
으로 사업 예산을 투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하며, 「중기교통시설투
자계획」은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연계성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예산관리 주체의 입장에서는 계획 및 사업주체의 사업계획과 자체 투자계
획에 대해 국가재정운용 계획의 수립과정에서 계획의 내용과 투자 성과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재정이 운용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각 법정 계획과 이에 따른 투자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예산부처와
사업부처간의 의견 투입 및 조정의 장치로 (가칭)「SOC 정비 투자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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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설치하는 등 조직체계의 정비가 요구된다. 아울러 사업구상, 계획 단계에 있
어서 상위 계획과 이에 따른 투자계획, 국가 전체의 재정운용계획, 개별사업 계
획과 사업비계획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시설물간 중복 및 과잉 투자를 사전
에 방지하여야 한다.

2) 성과기반의 프로그램 계획의 수립 등 관리체계의 구축
사후평가모형의 적용기반 및 사후평가의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후평가
의 법,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는 것과 더불어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체계 속에서
프로그램 단위의 SOC 사업이 평가될 수 있도록 성과기반의 프로그램계획의 수
립과 관리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프로그램 단위의
SOC 사업의 사전 및 집행, 사후평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프로그램이 관

리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결과 예산과 연계되어 예산 및 사업구조조정이
가능하게 된다.
「성과기반의 프로그램 계획의 수립」은 프로그램 계획의 수립 시 프로그램의
목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가 체계적으로 설정되고, 프로그램 목표를 달성하는
세부 수단들이 목표와의 인과관계 구조가 설정되어, 프로그램의 성과가 체계적
으로 모니터링 및 평가될 수 있도록 계획이 수립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프로그램
계획시 프로그램의 단위의 식별과 프로그램의 목표, 상위 정책목표와의 연계성
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성과목표와 성과지표의 설정을 통해 성과평가가 이루
어질 수 있도록 하여 평가를 염두에 둔 계획의 수립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프로
그램의 계획, 집행, 성과가 연계되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
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의 구축은 이미 미국이나 일본의 사례
에서 본 바와 같다. 특히 일본의 경우, 정책 혹은 프로그램 수준의 사업평가의
체계와 프로젝트 수준의 사업평가의 체계를 구분하여 정책-프로그램 평가의 경
우 정책 어세스먼트- 정책체크 업-정책 리뷰의 과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프로그
램을 평가관리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성과기반의 프로그램 개발과 단위 프로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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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의 전달의 연계성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성과기반 프로그램의 관리를 체계화하
고 있다. 구체적으로 성과기반의 프로그램 관리는 ① 프로그램 개발, ② 성과기
반의 프로그램의 집행(performance-based program delivery), ③ 시스템 모니터링
및 보고(system monitoring and reporting)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좋은 예
이다.
특히 SOC 재정사업의 평가와 관련하여 ‘SOC 재정사업 프로그램’의 개발이
중요할 것이다. 정부의 예산편성이 품목별 예산편성을 취하고 있어, 성과를 판단
할 수 있는 정책, 프로그램, 단위사업의 구조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 이를
성과예산편성으로 전환하고 있지만 프로그램 단위의 사업과 프로그램의 목표간
의 연결성과 인과성이 명확하지 못한 실정으로 프로그램의 식별, 확인과 더불어,
프로그램의 개발도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서는 SOC 재정사업 프로그램 계획인 중장기
SOC 종합계획의 수립 시 이러한 사항을 잘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즉 단위사업-

프로그램- 정책의 위계적 연계 구조를 파악하고, 이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
여야하며, 이들 위계적 연계구조의 틀 속에서 성과관리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른
평가체계가 정립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교통부문의 경우 각 주에 따라
이러한 성과기반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전달체계는 다양하다. 펜실베니아 주 교통
부의 경우, 성과기반의 장기교통계획의 수립(Performance-based long-range
transportation plan)하여 주의 교통부문의 목적에 목표-수단을 연계하여 설정하고

있으며, 애리조나 교통부는 성과지향적인 장기계획에 따른 프로젝트 우선순위
접근방법을 취한다. 이처럼, 프로그램 개발에서 성과지표를 통한 성과의 측정은
주 전체의 목표와 프로젝트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프로그램과 프로젝트간의 우
선순위와 연계된다는 잇점이 있다. 아울러 성과지표에 의한 성과의 측정은 기관
의 책임성과 예산배분에 기여한다.
또한, 성과기반 자원 배분(performance-based resource allocation)에 있어서 미국
의 경우 자산관리(asset management)적 시각에서 성과에 근거한 자원배분 시스템
을 구축 운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플로리다 주의 자산관리과정은 정책 지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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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driven)이다. 즉 목표와 프로그램 예산과의 연계 과정을 설정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플로리다 교통계획 - 목적과 목표와 중기적 관점에서 교통계획의 단기
적 요소(short-range component)를 설정하여 운영한다.
사후평가를 위한 평가대상 사업의 위계구조 설정과 사업 계획의 합리화를 도
모할 필요가 있다. 프로그램의 목표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계
획 단계에서 평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목표 설정의 구체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한다. 불문명한 목표를 토대로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경우 평
가의 활용도 및 평가의 초점이 흐려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아울러 프로그램
의 목표는 달성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측정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달성이 불가
능한 목표의 설정이나, 측정이 가능하지 못한 목표의 설정은 평가의 결과를 매우
애매하게 하여 평가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떨어뜨린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제대로 설정되어야 하고, 이들 수단과 프로그램 목표간
의 인과성이 충분히 검토되어 프로그램이 구성되어야 한다. 이처럼의 사업계획
목표의 적합성과 사업계획의 충실성이 중요한 평가항목으로 설정되는 이유도 이
와 같은 성과평가기반이 되는 프로그램 사업계획이 아직도 우리의 경우 부실하
고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프로젝트 평가, 프로그램 평가, 정책평가의 수준별 연계 및 위계구조의 설정이
잘 되어야 한다. 기관의 미션과 전략목표, 성과목표, 프로그램 목표의 연계구조하
에서 프로그램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SOC 분야의 경우 SOC 사업
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기관차원의 전략목표, 성과목표, 프로그램의 목표가 체계
적으로 설정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전체적인 틀 속에서 평가대상 사
업의 수준이 결정되고, 이에 따른 평가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의 프로그램 단위의 사후평가도 이와 같은 틀 속에서 이루어지는 평가이므로, 본
연구에서의 사후평가모형이 재대로 적용, 활용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성과평
가기반의 사업계획과 관리체제가 정립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제 5 장∙사후평가 기반의 강화방안

181

3) SOC 사업평가 관련 정보 및 통계기반의 구축
사후평가모형에 따른 사업평가에는 평가항목에 따른 평가지표에 상응하는 통
계 정보 및 질적 자료의 구축이 요구된다. 프로그램 평가에 있어서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용을 측정 혹은 평가할 수 있는 정보의 축적이 매우 중요하다. 프로그
램 계획 단계에서 필요한 정보는 프로그램 계획 수립 시 적용한 통계자료의 구축
과 관련 활동에 관한 정보가 체계적으로 축적되어야 하며, 각종 평가지표에 적용
될 수 있는 세부 통계자료가 즉각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통계정보기반이 구축되
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프로그램의 집행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계획 공정에
따른 집행율이 자료가 정비되어야 하며, 산출에 따른 투입자원의 효율적 집행 여
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개별 프로젝트별 산출정보와 투입자원 즉 예산에 대한 축
적된 D/B가 요구된다. 아울러, 직접효과와 간접효과의 측정에 활용되는 각종 통계
정보 및 세베이 자료가 정기적으로 수집, 축적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통계자료
및 질적 자료가 D/B화되고, 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SOC 시설물은 도로, 철도와 같이 선행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이 여러 지역에

걸쳐 건설되므로 국가단위, 지역단위, 시군구 단위의 공간적 범위에서 활용가능
한 다양한 통계정보의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파급효과 등의
SOC 사업의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아울러 사후평가에 있어서 평가의 지표개발과 더불어, 이에 부합하는 통계자
료의 축적과 DB화는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통계관리를 전담하는 부서
나 조직을 통해 체계적으로 평가에 필요한 다양한 통계 및 정보의 구축과 이러한
정보의 활용을 도우기 위한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평가
를 위한 매뉴얼 및 통계패키지를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도 중요하다.
현행 SOC 관련 통계정보에 있어서 문제는 SOC 평가 관련 통계정보가 다음과
같이 대상사업 분야별로 다기화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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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주요 통계별 운영 DB 및 각 담당기관 종합 정리
통계명
건설교통통계연보
교통사고통계
교통사고통계분석
도로및 교량현황
도로(교량)현황조서
도로교통량통계
도로교통량통계연보

담당부서

대행기관담당자

건설교통부 정보화기획팀

없음

경찰청 교통관리관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건설교통부 도로관리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교통부 도로관리팀

고속도로교통량통계
철도교통량 통계
철도시설 현황

한국도로공사
건설교통부 철도
건설교통부 철도건설팀

국가교통조사서

건설교통부 종합교통기획팀

수자원 통계

건설교통부 수자원본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교통량
조사팀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한국교통연구원 국가교통DB
센터
수자원공사

자료: 교통개발연구원, 『국가교통DB구축사업』, 2003.

이외에 통계의 내용 및 신뢰도의 향상 측면에서의 문제, 이러한 통계의 정보화추
진 체계 및 활용시스템 측면에서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교통 분야
의 통계정보는 한국교통연구원의 「국가교통 D/B 센터」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지
만 단순히 정보 통합의 수준에 불과하여 정보의 활용율이 크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
고 있다. 이와 같은 SOC 관련 통계의 관리주체의 다기화를 통합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종합적 SOC 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각 통계 및 정보의 생산이 하
나의 시스템으로 통합적으로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 교통통계국(The Bureau of Transportation Statistics, 이하 BTS)은 교통부
(DOT)의 RITA(Research and Innovative Technology Administration) 내에서 운영하는

통계담당 행정기구로 국가교통체계 및 이와 관련된 주요 공공정책결정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들을 수집 및 분석하여 제공하고 나름대로 객관성과 독립성을 유지하
고 있다. 이 기관의 전략 목표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첫째, 의사결정자들의 필
요성을 미리 예상하여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며 주요 현안에 대비하고, 둘째, 교통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위해 명료하고, 타당하고, 신뢰할 수 있는 우수한 질의 자료,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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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정보를 제공하며, 셋째, 교통 체계와 이에 영향을 주는 요소의 관점에서 의사
결정자들이 거의 실시간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자료 보고의 지체 시간을 줄이
며, 넷째, 비용측면에서 효과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자료와 분석을 제공하기 위해 반
복되는 비용을 줄이며, 다섯째, 적절하게 이용되고, 쉽게 접근가능하고, 널리 보급
될 수 있는 자료와 분석을 제공하며, 마지막으로 교통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위해
양질의 자료(정확성)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표 5-4>BTS의 전략목표의 내용
BTS 목표
적합성
(Relevance)

내용

OMB(관리예산처) 기준

의사결정자들의 필요성을 미
리 예상하여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며 주요 현안에 대비

연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격변하는 사
회와 경제를 적절히 반영하고 변화를 예
상하는 정보 시스템이 되도록 모니터를
해야 함. 정성적이고 정량적인 지표들로
관련성을 측정할 수 있음

교통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위해 명료하고, 타당하고, 신
뢰할 수 있는 우수한 질의 자
료, 분석, 정보를 제공
교통 체계와 이에 영향을 주
는 요소의 관점에서 의사 결
적시성
정자들이 거의 실시간으로
(Timeliness)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자료
보고의 지체 시간을 단축
비용측면에서 효과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자료와 분석을 제공
비용
(Cost)
하기 위해 반복되는 비용을 절
감
정확성
(Accuracy)

보급
(Disseminati
on)

적절하게 이용되고, 쉽게 접
근가능하고, 널리 보급될 수
있는 자료와 분석을 제공하
는것

정확성은 자료의 명료함, 타당성, 신뢰성
을 의미하며, 설정한 목표에 얼마나 근접
했는지에 대한 정도로써 측정
적시성은 자료 배포(보급)의 시기이므로
위탁(조사) 기간으로부터 자료배포까지의
기간 또는 적시성(적절한 시기에 배포되
었는지)에 대한 고객의 만족도로 측정
비용은 자료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
해 사용된 달러의 양으로 측정
보급은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시켰는지,
자료의 다운로드, 접근의 정도, 자료 이용
에 대한 고객 만족도, 사용자회의에 참석
한 사람의 수, 언론에 해당 통계주체가 언
급된 횟수, 자료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기
술지원의 양, 자료를 대중에 알리는 박람
회, 자료를 설명한 신문의 발행부수, 웹사
이트의 사용가능여부, “Section 508 of the
Rehabilitation” 에 따른 평가로 측정

교통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위

목표 달성
해 효과적인 사용을 위해(연관
(Mission
성,
적시성) 양질의 자료를(정
Achievment)

확성) 제공하는 것(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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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달성은 통계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
또는 만족으로 측정

이처럼, 미국의 DOT에서는 성과관리를 위한 통계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통계국을 별도로 두고, 다양하고 적시성이 있는 양질의 통계정보를 제공하고 있
으며, 사업성과평가에 필요한 정보망을 구축, 운영하여 의사결정 및 프로그램 성
과관리 및 평가를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SOC 부문의 프로그램 단위의 사업평가를 위해서, 각종 관련성이상과
같이 SOC 재정사업의 사후성과 평가에 필요한 성과지표 및 세부평가지표의 측
정할 수 있는 SOC 사업관련 통계 및 정보체계의 재정비가 요구된다. 또한, SOC
사업평가 관련 통계 전문가의 육성과 SOC 통계 정보 관리시스템을 구축, 활용
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평가 매뉴얼의 개발 및 전산 기반의 평가시스템을 개발하
여 보급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외에 기존의 개별 단위에 대한 사후평가에 있어서 주로 정보의 취득과 사후
평가를 위한 D/B의 구축이 미흡하다. 건설공사에 관한 정보가 전산화되어 있지
않아 사후평가수행 시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기존자료의 표준화가 미흡한 것
도 문제다. 이에 자료의 표준화와 질적 자료 및 통계자료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
을 위한 통계자료의 D/B화가 요구된다.
SOC 재정사업의 사후평가모형은 여러 가지 평가지표로 이루어지고 이러한 평

가지표는 정성지표 및 정량지표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러한 평가지표의 활용
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에 적합한 통계 기반의 구축이 필요하다. 지표의 선정원
칙에서도 자료구득가능성이 중요한 기준의 하나로 적용되고 있어, 아무리 좋은
지표라도 이를 측정할 수 있는 통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유용성이 낮아
질 수밖에 없다. 이에 4장의 평가모형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평가를 위한
필요한 정보체계가 구축되어 운영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와 같은 평가에 필요
한 정보 및 통계들은 신뢰성을 가져야 한다.
문제는 조직 및 인력의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정보의 관리 및 새로운 정보
의 생성과 각종 성과지표 및 지수개발에 활용이 가능한 정보 및 통계의 개발 및
보급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교통조사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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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국가교통 및 인프라 정보에 대한 DB를 구축, 운영하여 투자자원의 효율적
인 배분, 우선순위의 선정 및 조정, 사업의 사후평가 등 국가의 교통정책 분석과
계획 수립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보다 신뢰성 있는 자료의 구축을 위해
매 5년마다 실시되는 주기적인 교통조사 이외에도 매년 소규모 표본조사를 지속
적으로 실시하여 교통조사 결과를 보완․갱신하고 있다.

<표 5-5> 외국의 교통SOC 관련 DB 구축 사례
구분

우리 나라

미국

일본

법적
근거

교통체계효율화법

ISTEA/TEA21

정부조직법

추진
조직

건설교통부 및 교통연구원 연방교통부(DOT)
계국(BTS)
(국가교통DB센터)

교통통 국토교통성 종합교통국-정보
관리부 교통조사통계과

주요
업무

-국가교통DB구축
- 종합적인 교통정보 및 - 교통 관련 DB 및 정보의
-국가교통조사지침서 작성
DB 구축 업무 총괄
효율적 수집, 분석, 배포
- 매 5년 단위 전국대상 교
통 조사 시행

주요
조사

-

가구통행실태조사
- 미국통행조사(ATS)
- 전국도로시설 및 차량 기
- 전국여객통행조사(NPTS) 종점조사
화물통행실태조사
- 지역간 물동량 조사(CFS) - 대도시통센서스
대중교통이용실태조사
교통유발원단위조사
- 도쿄도시권여객통행조사
NGIS기반 교통주제도 구축
- 전국화물순유동조사

조사 - 5년
주기 - 매년 보완조사
및 예산 - 1단계사업 : 319억원

- 5년
- 1998-2003년:
1억9,600만 달러

- 5년
- 5년 정기 교통조사에 약
1,850억 원

일본의 SOC 사업통계 정보의 구축은 2002년 통과된 ‘정부기관정책평가법’에
근거하여 국토교통성의 SOC 정책관련 실적 중심의 성과지표의 개발 및 활용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SOC 특히 도로부문의 경우 2004년부터 도로
정책의 집행결과에 대한 실적지표를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다. 이에 각 지방정부
는 매년 기 개발된 실적지표를 측정하기 위해 각종 통계 및 DB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이 들 국가들의 경우 교통 통계 및 조사, 분석을 담당부서를 정부조직 내에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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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교통조사의 중복과 예산낭비 없이 국가차원의 교통 DB를 체계적으로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대부분 5년 단위의 조사실시와 매년 표본조사를 통해 통계자료
의 보완 및 수정을 하고 있으며, 국가교통조사는 관할 정부부처와 통계 및 교통
관련 전문기관과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상과 같이 SOC 재정사업의 사후성과 평가에 필요한 성과지표 및 세부평가
지표의 측정할 수 있는 SOC 사업관련 통계 및 정보체계의 재정비가 요구된다.
교통분야 중심의 통계기반의 구축보다는 SOC 분야별로 사업을 통합하는 종합
SOC 통계 및 정보체계의 구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SOC 분야의

정책주무부서인 건설교통부의 조직체계 내에 SOC통계구축 및 분석을 위한 기관
의 설립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 기간에서 미국의 연방정부 교통부의 통계
청의 기능과 임무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SOC사업 및 프로그램 평
가관련 정보의 생성, 구축, 새로운 지표 및 지수의 개발에 있어서 이러한 전담기
구가 중심이 되고, 관련 분야 전문가, 학계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수행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아울러, SOC 관련 통계 전문가의 육성과 SOC 통계정보 관리시스템도 구축하
여 누구나 손쉽게 통계 정보를 활용하고 개별 사업부서가 손수 평가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평가매뉴얼 및 전산기반의 평가시스템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역할도
동시에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방향으로 현재의 통계생성주체
및 관리주체의 업무 분석을 통해 종합 SOC 성과 및 평가통계 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즉, 성과목표에 대응하는 성과지표의 개발 및 구축과 더불
어 이에 부응하는 통계의 정비와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
하다. 아울러, 통계정보의 구축에 있어서 SOC 통계작성의 국제적 비교가 가능하
도록 자료 수집방식, 조사 시기, 각종 통계작성방식의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
으며, 다양한 지표의 설정여지가 높은 통계 및 지표를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정비
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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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 조직 및 평가인력의 전문성 강화
SOC 재정사업의 자율평가를 위해서는 평가에 필요한 정보와 더불어 이들 정

보를 통제 및 관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 평가하는 데 필요한 조직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SOC 사업에 대한 사후평가를 위해서는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지표 등의 평가

모형의 정립과 이에 따라 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 및 전문 인력이 있어야
한다. 프로그램 단위의 SOC사업평가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SOC 부문별 사업의
내용이 분할되어 있는 상황에서 각기 별로의 기준과 평가방식에 의해 평가가 이루
어지고 있으며, 주로 외부 전문가에 의해 평가가 수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의 도입으로 SOC 유형의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가 미국
의 PART의 방식에 따라 점검방식으로 수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해당 사업을 관
장하는 단위 조직(팀)의 담당자가 이를 수행하고 있어, 매우 초보적인 수준에서
의 자율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직도 점검평가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
고 있다. 즉 일본의 경우 정책 체크 업 수준의 평가활동이다. 하지만 이러한 평가
활동의 수행에도 전문 인력과 시간의 부족, 평가에 대한 관심의 결여 등으로 많
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사전, 과정, 사후평가의 틀 속에 프로그램 단위의 SOC 사업평가를 수행하고
정책리뷰수준의 평가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평가조직의 강화와 평가 전문인력
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평가기능의 강화 및 평가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있는
상황에서 정책수립부서의 기능을 가진 부서에 평가기능을 할 수 있는 인력과 조
직의 정비가 필요하다. 「SOC 재정사업평가 전담부서」를 두어 종합적으로
SOC재정사업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전담부서에서는 평가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하고
보다 중립적이고 합리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 등을
활용하도록 한다. 이러한 전담부서에서는 각 담당부서에 작성된 평가서를 검토
하여 점검하며, 새로운 평가기준 및 평가 틀을 제시하거나, 사업계획수립 및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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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 활용될 성과지표, 평가체계, 통계관련 정보의 구축관리 등의 업무를 종합
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평가업무를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고, 중점 심층평가에서는
직접적으로 평가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러한 조직은 미국의
TSB를 모형으로 하는 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단순히 통계기반 강화를

위한 조직보다는 평가활동 전반의 업무를 통합적으로 지원, 수행할 수 있는 조직
과 인력의 정비가 요구된다.
이를 통해 각 개별 단위조직별로 평가업무수행담당자의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이들 인력의 전문성 제고에 활용한다면, 사업평가조직의 역량은 크게 제고될 것
으로 기대된다.

5) SOC 사후평가 결과의 활용도 증진
평가결과의 활용도의 증진을 위해서는 평가의 시의성, 평가결과의 신뢰성 및
객관성, 예산과의 연계 및 사업계획 수립 시 평가결과의 반영 의무화 등이 활용
성을 증진하는 주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우선 평가의 시의성을 들 수 있다. 평가의 결과가 너무 시기적으로 늦어 이미
피드백에 따른 평가정보의 시의성이 없어진 경우 평가결과의 활용도는 매우 낮
을 수밖에 없다. 이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 근거한 사후평가의 결과가 요식
행위에 불과하고 활용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은 사전사업계획상의 분석정보와 사
후평가시의 평가정보 간에 시차가 너무 커서 이미 제도적 개선으로 반영되거나,
새로운 사업계획에 평가정보를 활용하는 데 많은 애로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
되었다는 것이 이를 잘 반영한다.
본 연구의 사후평가도 자율 및 자체평가를 염두에 두고 이루어진 것으로 프로
그램단위의 사업평가를 매년 및 3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수행하여 프로그램을 구
성하는 완료된 개별 사업의 집합에 대한 평가의 틀로서 적용하는 경우 활용성의
증진차원에서 재정사업자율평가와 같은 평가관리체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것
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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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평가결과의 신뢰성 및 객관성의 확보이다. 아무리 시의성 있게 평가가
이루어지더라도 평가의 결과의 객관성이나 신뢰성이 없다는 평가의 결과의 활용
성이 떨어진다. 평가의 신뢰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3의 중립적인
평가기관으로 부터의 평가가 적합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제3의 기관에 의한 평
가는 외부평가로서 본 연구에서 목적으로 하는 자율 및 자체평가와는 거리가 있
다. 자체 사업주관부서가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점검하고 관리하는
기관이나 조직의 정비가 바람직할 것이다. 아울러, 일본의 경우와 같이 자체 사
업주관부서에서 사업을 평가하는 이 과정에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현행의 재정사업자율평가도 자율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평가항목을 체크리스
트 방식으로 제시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근거자료와 이에 대한 합당한 사유를 적
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평가의 결과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평가점검
단을 통해 조정하고 이러한 조정결과에 대해 자체평가부서로부터 소명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하여 상호조정 및 협의에 의한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자율평가를
근간으로 하되, 이러한 평가결과를 점검,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좋은 사례로 보인다.
아울러 일본의 경우와 같이 사업에 대한 사전 평가서, 실적 측정의 지표·목표,
프로그램 평가서 등은 그 결과를 공표할 뿐 아니라, 평가 과정에 대한 정보도 가
능한 한 공표하도록 하고, 국토교통성의 정책평가에서와 같이 평가의 결과를
「국토교통성 정책 평가 연차보고서」형식으로 매년 작성, 공표하는 등의 방법
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평가결과의 활용성 증진을 위해 평가결과가 예산 혹은 사업의 구조조정
에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는 평가결과가 이러한 용도로 활용이 될 때 활
용성이 증대되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외국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가의
결과의 활용에 있어서 종합조정형, 예산연계형으로 크게 구분될 수 있는데, 평가
의 결과가 다양한 목적에서 활용되도록 하는 것이 종합조정형이라 볼 수 있고,
예산연계형은 평가결과가 예산과 연계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현행의 재정사업

190

자율평가제도는 평가의 결과가 예산구조조정에 일부 부분 반영되고 있는 예산연
계형 평가제도이다.
예산의 책정에 평가결과가 연계됨으로써 평가활동에 대한 각 평가주체의 관심
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평가경쟁이 촉발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 활용에 긍정적
으로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SOC 재정사업 사후평가의 결과는 해당 사업부처의 자체 예산편성의 기준으로

활용되도록 하고, 기획예산처 차원의 재정사업자율평가의 SOC 부문의 적용기준
을 새롭게 제시하여 예산과 연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한 노력이 요
구된다. 이를 위해 현행의 재정사업 성과관리 및 자율평가의 틀과 연계된 사후
평가제도의 정착이 필수적이며, 나아가 정부업무평가시스템과의 연계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평가체계가 구축, 운영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SOC 재정사업의 사후평가를 통해 SOC 프로그램계획의 조정 및
수립에 이러한 평가정보가 활용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프
로그램 평가체계의 구축을 통해 프로그램 계획, 집행, 평가가 유기적으로 연계되
어, 각 단계별 정보가 축적되고 상호 연계, 활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프로그램 계획수립이 합리화되고, 집행과정이 개선됨으로써 전체적인 프로그램
의 성과 및 효율성이 증가하게 된다. 이를 위해 평가결과의 축적 및 활용이 되도
록 하기 위해 프로그램 사업계획의 수립 시 평가정보의 활용을 의무화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 평가결과의 활용성 증진을 위해서는 SOC 재정사업의 사후평가의 틀,
기준, 내용 등이 보다 엄밀하고 명확하게 설정되고, 이를 통해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지속적으로 평가항목별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종합적으로 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기준 및 항목의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일본의 경우 정책 평가의 결과는 정책목표 및 업적지표의 재고, 신규정
책의 제언뿐만 아니라, 조사 및 법률의 개정 등의 중요한 정책 방침의 결정에도
활용되고 있다. SOC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도 이처럼 예산에의 반영 뿐아니라 보
다 넓은 의미의 정책평가로 연계될 수 있도록 그 활용도를 더욱 확대 할 필요가
제 5 장∙사후평가 기반의 강화방안

191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상과 같은 제도적 방안의 강구보다는 사업수행주체
및 관리자의 입장에서 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따른 적극적인 관심과 지
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지원과 관심은 평가결과의 활용성을 증진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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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 장에서는 연구의 의의와 기대효과, 연구의 특징과 한계, 정책건의 및 향후과제를
제시하였다. 특히 프로그램 단위의 사후평가 모형을 구축하고자 하였다는 점을 부각
하고, 개별 사업평가 제도를 재정사업 성과관리 및 평가의 틀 속에서 체계적으로 유기
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과제를 제시함으로써 이 분야의 후속연구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1. 연구의 의의와 기대효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우선, 종전의 SOC 재
정평가에 대한 종합적인 사후평가모형이 부재하고, 개별 단위사업(project)중심의
평가에 치중하였음에 비해 본 연구의 사후평가모형은 프로그램 단위의 사후평가
모형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SOC 재정사업별 사후평가모형을 제시하고 사후평가의 시각을 프로그램
계획, 집행, 성과단계를 포괄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성과평가의 일환으로 이
루어지는 재정사업자율평가의 틀과 연계하여 사후평가모형을 제시함으로써
SOC 재정사업의 평가관리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자 시도하였다.

셋째, 재정사업 성과관리차원에서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를 제시하여 재정사업
자율평가에 있어서 성과단계에서의 평가항목을 대폭적으로 보완하여 제시함으
로써 보다 실질적인 평가 틀을 구축하였으며, 향후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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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SOC 재정
사업 사후평가모형의 적용가능성 제고와 사후평가의 기반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2. 연구의 특징과 한계
본 연구의 특징은 첫째 ‘프로그램 단위’의 SOC 재정사업의 사후평가모형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 단위의 평
가에 치중하게 된 것은 기존의 평가는 개별 프로젝트 단위의 사업평가에 치중되
어 정책목표와의 연계성이 미흡하였고 개별단위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다 보니,
전체적인 프로그램별 예산의 배분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한계가 있었다는 점
이 크게 작용하였다. 아울러 정책수준의 평가에서는 너무 상위의 정책목표를 염
두에 두고 진행하다 보니 정책을 구성하는 프로그램 단위의 사업평가가 다소 소
홀히 취급되는 한계가 있어, 정책과 개별 단위사업의 중간범위의 프로그램 단위
의 평가모형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점이 본 연구의 가장 큰 특징이다.
둘째, 실무적으로 활용 가능한 자율평가의 모형을 구축하고자 한 점이다. 가능
한 한 평가항목별로 평가내용을 지표화 하여 사업계획 및 집행주체가 스스로 평
가하여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평가모형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측면
에서 심층적 평가모형과는 다소 거리가 있으며, 중요한 평가항목, 평가지표를 통
해 종합적으로 사업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셋째, 평가모형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평가지표에 대한 통계기반 강화 및 조
직, 인력 등 실제로 사후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환경 및 기반 강화방안
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으로 부각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한계도 이러한 특징에 못지않게 부각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제시된 사후 평가모형이 선행연구자료 및 전문가, 실무자와의 의견조사 및 면담
에 의존하여 제시된 것이며, 이러한 사후평가모형을 실제 프로그램에 적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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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했다는 점이다. 실제 이러한 사후평가모형을 적용할 경우 제기되는 문제도 많
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둘째, 본 연구의 사후평가모형 구축은 SOC재정사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여
기서는 주로 SOC시설 공급 측면에서의 사업이 그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시설
등 공급 측면과 더불어, 관리운영차원, 수요관리측면에서의 재정사업 및 정책부
문은 제외되어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3. 정책 건의와 향후 연구 과제
본 연구의 사후평가모형은 현실 적용에 있어 많은 논의가 더욱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프로그램 단위의
사후평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사후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정책적
기반의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기반강화를 위해 법, 제도적으로 프로그램 관리과정을 통괄하는 체계
적인 평가시스템의 정립과 이에 따른 제도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체계 및 평
가모형을 관리, 운용할 수 있는 조직, 인력, 통계기반 등의 강화가 여기에 연계되
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프로그램 단위 평가를 위한 최초의 연구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계
기로 이 부분의 평가연구가 지속되길 기대하면서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SOC 재정사업’이러한 비교적 광범위한 영역의 대상을 연
구대상으로 하여, ‘개별 SOC부문별 프로그램’을 특정하여 세부적 평가모형을 연
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평가모형을 구성하는 평가지표 및 지수의 개발
이 부단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SOC부문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종합하
는 평가모형에 대한 연구도 요구된다. 즉, SOC신규건설(투자), SOC유지관리, 운
용, SOC 관리체계 등을 포괄하는 사후평가모형의 구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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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맺음말
이상에서 본 연구의 의의 및 기대효과, 연구의 특징 및 한계, 정책건의 및 향후
과제 등을 제시하였다. 기본적으로 본 연구는 크게는 성과목표관리제도의 틀 속
에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가 진행 중인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개별 단위사업에
치중되어, 주로 성과지표보다는 과정, 산출지표 수준의 지표를 통한 평가에 치중
되어 있는 점을 극복하고 ‘프로그램 단위의 성과평가’를 위한 모형구축방안을 제
시하고자 시도되었다. 하지만 SOC 건설 사업은 SOC시설물의 완성에 의해 지속
적으로 그 효과가 발생하므로 이들 건설 사업을 SOC공급프로그램의 틀 속에서
특정시점에서 완공된 사업의 집합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계획에 비추어 평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프로그램 평가는 매우 유용하고 정
부의 SOC 정책의 수립 및 재정합리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무쪼록 평가
연구와 성과관리가 중요시 되는 현 상황에서 이 분야의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
어지길 기대하며, 이를 통해 재정사업의 효율화가 한 걸음 더 진전되기를 바란다.

196

R

․

E

․

F

․

E

․

R

․

E

․

N

․

C ․ E

참고문헌

강근복. 1998. 12. “대형국책사업의 추진과 정부와 민간부문의 역할”,「사회과학논총」

제9권.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pp171-188.
감사원. 2004. 10.「주요 재정투자사업 예산관리실태」
강은숙. 2004.12. 「평가제도와 각종 성과관리제도의 연계화 방안(Ⅱ)」한국행정연구원.
고영선, 2000.「사후적 사업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 기획예산처 용역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
고영선, 윤희숙, 이주호, 2004.「공공부문의 성과관리」, 한국개발연구원
구광모. 2004. “ 정책평가와 프로그램 평가의 비교: 우리나라 정부평가정책의 발전방향

모색을 중심으로”, 「중앙행정논집」 제17권 제2호, pp. 139-166
국토연구원. 2004.「창선-삼천포대교 건설공사 사후평가 연구」. 건교부 용역과제.
김명수. 1987.「공공정책평가론」(서울: 박영사)
김성일 외 4인. 2005.「재정사업 자율평가체계 구축 연구」. 건교부 용역과제, 국토연구원
김성일 외 3인. 2005.「대형공공건설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건설교통부. 2005.「건설교통부 성과관리(BSC)시스템 구축용역 최종보고서」
건설교통부. 2005.「사후평가제도 및 용역업자 선정기준에 관한 연구」
건설교통부. 2005.「타당성 조사 등의 비계량적 항목의 계량화 기법 개발 연구」
건설교통부. 2004.「제2차 중기교통시설 투자계획(안)(2005~2009)」
건설교통부. 2001.「댐 건설 장기계획(2001~2011)」
건설교통부. 2001. 7.「수자원 장기 종합계획(Water Vision 2020)」
건설교통부. 1999.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종합대책｣

참고문헌

197

건설기술연구원. 2004.「공공건설사업 성과측정 및 지표개발」
국무조정실. 2006. 10.「성과지표 개발․관리 매뉴얼」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 2006. 6.「2006년도 정부업무평가 추진계획」
국회예산정책처. 2005. 7.「대도시권 광역교통 투자사업의 평가」
국회예산정책처. 2004. 6.「2004 국가 주요사업 현황」
기획예산처. 2005. 4.「2005년도 총사업비 관리지침」
기획예산처. 2005. 1.「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기획예산처. 2003. 8.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지침｣.
노화준. 1986. 「정책평가론」(서울: 법문사)
대한교통학회. 2006.「철도투자평가 체계개선방안 연구」, 한국철도시설공단 용역보고서
대한교통학회. 2006.「철도투자평가편람」
박태선. 2006. 5.「밀양댐 건설공사 사후평가용역」, 한국수자원 공사
서울시립대학교. 2005.「건설공사 사후평가학술용역 -내부순환로 및 북부간선도로를 중

심으로」서울시 용역과제.
서훈택. 2005. “SOC투자 현황 및 전략-사업재원을 중심으로”「국토」통권 287호 pp

6-15
송우경. 2002. “지방자치단체의 공공투자사업결정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

개발연구｣ 제27권 제1호 pp 209-226
여홍구, 최창식. 2000. 8. “도시철도 건설사업 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일본사례를 중심

으로-”「국토계획」제35권 제4호(통권 109호)
이재민, 한상용, 하헌구, 오정은. 2004. 8.「중장기 SOC 투자전략 수립연구(2단계)」교통

개발연구원
이재영, 임윤택. 2006. 4. “ AHP를 이용한 도시내 도로사업 평가모형구축 및 중요도 인

식특성 분석” 「국토계획」제41권 2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정정길 외 3인. 1989.「정책평가」(서울 : 법영사)
한국개발연구원. 2003. 「재정사업 성과평가체계 및 지침개발연구」
한국도로공사. 2004. 6.「서해안선 외 2개 노선 고속도로 건설공사 사후평가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3.「예산사업의 사업평가연구」

198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2005. 12 「철도건설공사 사후평가 체계 정립」
해양수산개발원. 2004.「항만개발사업의 정책평가모형 구축에 관한 연구」
国土交通省. 2005. 8. 「平成16年度政策評価レポート、行政管理研究センター」
国土交通省. 2005. 「平成16年度 政策評価レポート」
国土交通省. 2004. 「国土交通省政策評価基本計画（2005ー2009）」
国土交通省. http://www.mlit.go.jp/hyouka/index.html.
国土交通省 道路局. 平成 15. 11. 「高速自動車国道の事業評価手法 説明資料」
(財)運輸政策研究機構. 2005.「鉄道プロジェクトの評価手法マニュアル2005」

総務省. 2005. 12「政策評価の実施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
總務省. 政策評価総合窓口. http://www.soumu.go.jp/hyouka/seisaku-top.htm
総務省.「政策評価に関する基本方針」
総合技術政策研究センター建設マネジメント研究官.「公共事業評価手法の高度化に関する研

究」
行政機関が行う政策評価に関する法律（2002年4月1日 施行）
行政機関が行う政策評価に関する法律施行令（2002年4月1日施行）
Budget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2004. Performance and Management
Assessments.
Derlien, Hans-Ulrich, "Genesis and Structure of Evaluation Efforts in Comparative
Respective," in Ray C. Rist(ed.).1990. Program Evaluation and the
Management of Government: Patterns and Prospects across Eight Nations,
New Brunswick: Transaction Publishers.
DOT. 2003. "DOT Performance Plan-FY 2004".
DOT. 2006a. "DOT Performance Report-FY 2004"
DOT. 2006b. http://www.bts.gov/publications/strategic_plan/2000-2005.
FHWA. 1998. "Highway Performance Monitoring System Reassessment" DOT
FHWA. 2003. "Overview of Highway Performance Monitoring System for FHWA
Field Offices" DOT
GAO. 2005. "Performance Measurement and Evaluation: Definitions and
참고문헌

199

Relationships" GAO-05-739SP
MacRae, D. and J. Wilde. 1979. Policy Analysis for Public Decision(Belmont :
Duxbury Press) p.12
McDavid, James C. and Laura R. L. Hawthorn. 2005. Program Evaluation and
Performance Measurement : An Introduction to Practice(Sage Publications,
Inc).
Nagarjan, N and M. Vanheukelen. 1997. Evaluating EU expenditure programmes:
A guide.
Rist, Ray C. 1990. "The Organization and Function of Evaluation in the United
States: A Federal Overview" in Ray C. Rist(ed.). Program Evaluation and
the Management of Government: Patterns and Prospects across Eight
Nations, New Brunswick: Transaction Publishers
Santosa, W and Tri Basuki Joewono. 2005. " An Evaluation of Road Network
Performance in Indonesia", Proceedings of the Eastern Asia Society for
Transportation Studies. Vol. 5. pp. 2418-2433.
Transportation Research Board. 2000. "A Guidebook for Performance-Based
Transportation Planning".
Transportation Research Board of the National Academies. 2005. "Performance
Measures to Improve Transportation Systems", Conference Proceedings 36.
TVA. 2005a. "Annual Performance Report- FY 2004"
TVA. 2005b. "GPRA Annual Performance Plan for FY2004"

200

S

․

U

․

M

․

M

․

A

․

R

․

Y

SUMM ARY

Building the Performance Evaluation Model of SOC Budget
Program
Sung-Il Kim, Jin-Cheol Jo, Tae-Sun Park

This research is related to build the performance evaluation model
of SOC budget program. After explaining the necessity of SOC
performance evaluation and the basic directions for building the
performance evaluation model, this research will create a performance
evaluation model of SOC budget program in Korea. After creating it,
this research will also suggest the application of it and institutional
alternatives of it.
This research is composed of 6 chapters. The first chapter is an
introduction of the research that constitutes background, necessity,
purpose, methodology, and literature review of the research. In the
background and necessity part, the research emphasizes the necessity
and the application alternatives of building performance evaluation
model of SOC budget program, based on Korean backgrounds that
emphasize voluntary project evaluation of budget, performance
evaluation, performance evaluation of individual project,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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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wide importance of performance evaluation for government
policy. In particular, the research will do program evaluation rather than
project evaluation, since the project evaluation has a deficiency that it
focuses more on evaluation of before and during rather than aftermath
of the project. Though the project evaluation did several evaluation of
the aftermath, the performance evaluation is not connected to another
project. That is, the feedback of the performance evaluation is not well
working.
Therefore, the research has an aim of building the performance
evaluation model of SOC budget program so that evaluation connects
to real budget activity. In detail, the research will be divided into
building model and applying alternatives of the performance evaluation.
As a methodology, the study will depend on various methods such as
secondary data of existing literatures, data of evaluation related
institutions, interviews with evaluation specialists, foreign case studies,
survey of specialists including AHP(Analytical Hierarchy Process), and
several research advisory meetings. Again, the big difference from
existing researches is that this study is to build a program evaluation
model related to performance management rather than a project
evaluation.
The second chapter includes concept of performance evaluation,
necessity, and definition of SOC performance evaluation of budget
program. In concrete, the concept of SOC budget program defines SOC
construction programs by government budget. The second, among all
SOC construction programs road, rail, and dam programs are the
research categories and the definition of program is a sum of all
individual project within the same category. The third, the definition
of performance evaluation is defined to evaluate already constructed
program (the sum of individual projects) at a special time, based on
evaluation category by a propulsion phase of planning, execution, and
performance evaluation. Besides, this chapter provides theoretical 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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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performance evaluation model, through showing SOC budget
evaluation perspectives about theories of program and policy evaluation.
The third chapter deals with the Korean practical situation of
evaluation system including pros and cons of it. In particular, the study
emphasizes limitation of the existing evaluation system and necessity
of new performance evaluation, through examining problems of the
existing system of government performance evaluation, voluntary
project evaluation of budget, and other performance evaluation.
Furthermore, the chapter includes performance evaluation of foreign
case studies such as U.S. and Japan. In the case studies, the study will
also suggest operational specialties of the cases and application points
of them.
The chapter 4 is the main part of the study. It shows building
performance evaluation model of SOC budget program. First of all, the
chapter suggests basic direction of program evaluation: a) consideration
of connection to other evaluation system; b) obtaining objectivity
through application of general evaluation principles; c) consideration
of quantitative method in order to utilize model efficiently; d) focusing
on performance evaluation phase but also considering relationship
between performance evaluation phase and planning phase, and
between performance and execution phase. Based on these basic
directions, the study scrutinizes phase by phase evaluation categories
and detailed categories by the construction programs of road, rail, and
dam. And then, AHP survey to specialists and analysis helps to insert
weights in each category. Furthermore, the study suggests standard
indexes for each detailed evaluation category so that the model can be
readily used in practice. Finally, the chapter also suggests simple
application strategy of the evaluation model.
The chapter 5 deals with application strategy in terms of institutional
views of performance evaluation model. The institutional views include
a new law establishment, improvement of existing institution, expa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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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stical base, evaluation related organization, specializing manpower,
constructing data base of performance evaluation, and organizing
management base for performance evaluation. Each application strategy
for each field is as follows.
First, the law enactment, "The Efficiency Law of the SOC
Improvement," is necessary in order to establish base of administration
and comprehensive evaluation. Second, integrated management
institution of evaluation administration should be established so that
the central government manages planning and execution of SOC
improvement plan with sustainable budget. Third, building
management system of performance evaluation is necessary in order
to figure out systematic interrelationship between each programs. It will
affect establishing plan with the consideration of performance
evaluation. Fourth, building statistical base and information database
is necessary with the development of evaluation index. It should be
executed by establishing statistical and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Fifth, specializing manpower and organizations is necessary to manage
performance evaluation. This can be accomplished by improving and
recruiting evaluation manpower in each policy related deputy. In
particular, a deputy of SOC performance evaluation of budget program
should be created to integrate all SOC performance evaluation. Sixth,
accumulation of evaluation information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usage of the evaluation results.
Finally, the chapter 6 suggests contribution of the research,
pros and cons of it, and policy implication. In particular, the
chapter emphasizes that program performance evaluation can be
a matching point of performance evaluation to integrate and
organically relate individual project evaluation institutions.
Besides, the study provides limitation of the research so that later
studies are able to concern.

204

A

․

P

․

P

․

E

․

N

․

D

․

I

․

X

부 록 - 설문조사

Ⅰ. 조사 계획
1. 조사명
SOC 재정사업 사후평가모형 구축을 위한 전문가의견 조사

2. 조사기간
2006년 10월 20일 ～ 2006년 10월 31일 (11일 간)

3. 조사목적
◦ SOC 재정사업 분야별로 사후평가모형 구축에 필요한 평가항목, 세부평가
내용, 평가지표를 중심으로 의견조사를 통해 평가항목간 가중치의 산정과
평가모형의 적용기반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 대안을 모
색하고자 함

4. 조사대상
◦ SOC 공공예산 및 계획, 평가를 담당하는 중앙정부의 정책부서 전문가, SOC
프로그램의 실행계획 및 실무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부처 산하 국
토관리청 및 정부투자기관, 이 분야의 연구를 담당하는 학계 및 연구계 등
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 조사
- 정부 부처 및 산하청 : 건설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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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투자기관 :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도로공사, 수자원공사 등
- 전문가(학계 및 연구계) : 선행 연구수행자 및 SOC 사업 평가분야의 전문가

5. 조사방법
◦ 방문 면담조사 / 우편설문조사 / 전화조사(협조요청)를 병행하여 실시
- 우편 발송 후 전화를 통한 설문 협조 요청 및 직접 방문조사를 통해 설문

6. 주요 조사 내용
◦ SOC 사업추진 단계별 구분과 단계별 평가항목, 평가항목별 평가지표 등을
설정하여 쌍대 비교하는 방식을 통해 중요도를 파악
◦ 평가기준 별 중요도 평가 및 평가모형 적용기반 강화방안에 대한 의견조사
등
※ 자세한 조사 내용은 다음 설문표를 참조

7. 조사결과의 활용
◦ 본 조사결과를 통해 평가모형의 평가항목 간 가중치를 설정하고, 향후 사후
평가 제도 및 모형의 적용기반 강화 방안을 강구하는 데 활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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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전문가 조사

SOC 재정사업 사후평가모형 구축을 위한 전문가 의견 조사
안녕하십니까?
저희 국토연구원에서는 올해 기본과제로 “SOC 재정사업의 사후평가 모형 구축
방안” 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성과목표관리제도의 큰 틀 속에서 2005년부터 “ 재정사업 자율평가”제
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으며, 나아가 통합적 정부업무 평가 제도를 도입, 시행하는 등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과목표관리차원에서 사후성과평가의 틀이 미흡하고 특히 SOC 재정사
업에 적합한 성과평가 모형 구축의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가 수행되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그간 건설기술관리법령 및 재정사업자율평가하에서의 SOC 재정
사업이 주로 단위 프로젝트 평가에 머물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단위프로젝트
(project)의 집합인 프로그램(program)단위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성과 및 결과중심의
지표설정을 통한 사후 평가모형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단위의 사업평가를 통해 해당 프로그램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는지
를 종합적으로 평가함으로써 프로그램단위의 예산 및 정책결정에 도움을 주고자 합
니다.
이에 본 전문가 설문조사는 도로, 철도, 수자원(댐) 부문의 건설프로그램을 대상
으로 하여 프로그램 계획, 프로그램 집행, 프로그램 성과단계별 평가항목 및 세부 지
표를 중심으로 중요도에 따른 가중치를 설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쁘시겠지만, 전문가 여러분의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조사결과가 적실하고
현실성이 있는 평가모형의 구축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 빠른 시일내 작성되는 대로 팩스나 e-mail을 통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
다.
2006. 10.
국토연구원장

본 설문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다음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431-712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1-6 국토연구원 SOC․건
설경제연구실/ (전화) 조진철(031-380-0164)/ 김성일(031-380-0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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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전문가 조사에 들어가지 전에 SOC 재정사업 사후평가모형의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지표 등을 정리한 표입니다. 이 표를 통해 전체 틀을 염두에 두시고 각 항목별로 질문
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단계별 평가항목, 세부평가내용, 평가지표(예시)>
대구분

프로그램
계획수립

평가항목

평가세부 항목

평가 지표

프로그램목표

프로그램

상위 정책목표와의 부합성을 고려한 목표설정
사회의 수요를 반영한 목표의 설정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향후 변화가능성 반영
프로그램 목표의 명확성
프로그램목표와 성과지표와의 인과 관계
여론수렴 및 사전조사 등 절차의 충실성
프로그램간의 연계 및 협조, 중복여부 검토
프로그램 계획 공정에 따른 집행율
산출(output)을 위한 투입자원 효율적 집행:

일정계획에 따른 공정 집행율
투입자원이 산출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과정의

예산의 적기투입 등

효율성

투입비용 대비 산출의 수준

의 적합성
프로그램
계획내용의
충실성

프로그램 집행

집행되는가를 점검
프로그램에 의한 건설비용과

최종생산물의 관계
집행의 여건변화 대응성
행정여건 및 상황변화 대응성
민원 등 갈등 관리 적정성
이해당사자 등과의 합의형성 과정 평가
집행과정의
관련 기관 및 정책프로그램과의 유기적 협조체제
적절성
설계변경 등 사업비 증감요인에 대한 통제관리
목표의 달성도
프로그램 계획시 설정한 성과목표의 달성도
프로그램 투입비용과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의
프로그램 투입비용 대비 효과
인한 직접적 효과의 정도
비용-효과성
프로그램 투입 비용 대비 고객만족 정도
비용대비 고객만족 정도
주행시간 단축 편익
주행경비 감소 편익
도로 및 철도의 건설로 인한 직접효과
교통사고 감소 편익
효과성
환경피해 감소 편익
(직접효과)
용수공급으로 인한 편익
댐의 건설로 인한 직접효과
발전으로 인한 편익
홍수조절로 인한 편익
프로그램

공공서비스 사업체수 증가율 변화
주민생활 편리성 확대

프로그램 성과

공공서비스 종사자 수 증가율 변화
부가가치 증가율 변화(소득증가효과)
사업체수 증가율 변화
프로그램의

지역사회․경제효과

영향

고용증가효과
병상수 변화(문화/후생변화)

(간접효과)
환경 효과

안전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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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량 감소효과

국립공원 및 도립공원의 접근도 변화
재난 및 재해 감소효과

평가 대구분(프로그램 단계별)에 대한 사항

1. SOC 재정사업(건설)프로그램의 단계별로 볼 때 다음 대구분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
하십니까? 1, 2. 3 문항 각각에 대하여 A 항목과 B 항목간을 비교하여 중요도를 체크(√)하여
주십시요

문항

A항목

1
2
3

프로그램 계획수립
프로그램 계획수립
프로그램 집행

매우
중요
①
①
①

중요

같다

중요

②
②
②

③
③
③

④
④
④

매우
중요
⑤
⑤
⑤

B항목

프로그램 집행
프로그램 성과
프로그램 성과

평가 항목에 대한 사항

2. SOC 재정사업의 프로그램 계획수립의 주요 평가항목으로 프로그램목표의 적합성과 프로그램 계
획내용의 충실성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A항목]과 [B항목] 중 어느 항목이 프로그램 계획 수립 평
가에 더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문항

A항목

매우
중요

중요

같다

중요

매우
중요

B항목

1

프로그램목표의 적합성

①

②

③

④

⑤

프로그램 계획내용의 충실성

3. 프로그램 집행의 주요 평가항목으로 집행과정의 효율성과 집행과정의 적절성으로 구분하고 있습
니다. [A항목]과 [B항목] 중 어느 항목이 프로그램 집행평가를 위해 더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문항

A항목

1

프로그램 집행과정의 효율성

매우
매우
중요 같다 중요
중요
중요
①

②

③

④

⑤

B항목
프로그램 집행과정의 적절성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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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로그램 성과평가를 위해 프로그램 목표달성도, 비용-효과성, 효과성(직접효과), 영향(간접효과)
등으로 항목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A항목]과 [B항목] 중 어느 항목이 프로그램 성과평가를 위해 더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문항

A항목

매우
중요

중요

같다

중요

매우
중요

B항목

1

프로그램 목표 달성도

①

②

③

④

⑤

프로그램의 비용-효과성

2

프로그램 목표 달성도

①

②

③

④

⑤

효과성(직접효과)

3

프로그램 목표 달성도

①

②

③

④

⑤

프로그램의 영향(간접효과)

4

프로그램의 비용-효과성

①

②

③

④

⑤

효과성(직접효과)

5

프로그램의 비용-효과성

①

②

③

④

⑤

프로그램의 영향(간접효과)

6

효과성(직접효과)

①

②

③

④

⑤

프로그램의 영향(간접효과)

평가 항목별 세부평가항목과 관련한 사항

【 프로그램 계획 관련 사항】

5. (프로그램 목표의 적합성) 항목을 평가하기 위한 세부평가항목들이 아래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
음의 [A항목]과 [B항목]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문항

A항목

매우
중요

중요

같다

중요

매우
중요

B항목

1

상위 정책목표와의 부합성

①

②

③

④

⑤

사회의 수요반영한 목표설정

2

상위 정책목표와의 부합성

①

②

③

④

⑤

3

사회의 수요반영한 목표설정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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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의 필요성과 향후
변화가능성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향후
변화가능성

6. (프로그램 계획내용의 충실성) 항목을 평가하기 위한 세부평가항목들이 아래에 제시되어 있습니
다. 다음의 [A항목]과 [B항목]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매우
매우
중요 같다 중요
중요
중요

문항

A항목

1

프로그램 목표의 명확성

①

②

③

④

⑤

2

프로그램 목표의 명확성

①

②

③

④

⑤

3

프로그램 목표의 명확성

①

②

③

④

⑤

②

③

④

⑤

②

③

④

⑤

②

③

④

⑤

4
5
6

프로그램목표와 성과지표와의
①
인과관계
프로그램목표와 성과지표와의
①
인과관계
여론수렴 및 사전조사 등 절차의
①
충실성

B항목
프로그램목표와 성과지표와의
인과관계
여론수렴 및 사전조사 등 절차의
충실성
프로그램간 연계 및 협조,
중복여부 검토
여론수렴 및 사전조사 등 절차의
충실성
프로그램간 연계 및 협조,
중복여부 검토
프로그램간 연계 및 협조,
중복여부 검토

【 프로그램 집행 관련 사항】

7. (프로그램 집행과정 효율성) 항목은 프로그램 계획공정에 따른 집행율, 투입자원 효율적 집행(예
산의 적기투입), 투입비용 대비 산출의 수준 등의 세부 평가내용으로 정리됩니다. 다음 중 [A항목]과
[B항목]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문항

A항목

매우
중요

매우
중요

B항목

1

프로그램 계획공정에 따른
집행율

①

②

③

④

⑤

산출을 위한 투입자원 효율적
집행

2

프로그램 계획공정에 따른
집행율

①

②

③

④

⑤

투입비용 대비 산출 수준

3

산출을 위한 투입자원 효율적
집행(예산의 적기투입)

①

②

③

④

⑤

투입비용 대비 산출 수준

중요 같다 중요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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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프로그램 집행과정의 적절성 항목을 평가하기 위해 여건변화 대응성, 갈등관리 적정성, 유관기관
및 프로그램과 유기적 협조를 평가내용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집행과정의 적절성을 위해
[A항목]과 [B항목]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문항
1
2
3

A항목

매우
중요

중요

같다

중요

매우
중요

B항목

①

②

③

④

⑤

민원 등 갈등 관리 적정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프로그램 집행의 여건변화
대응성
프로그램 집행의 여건변화
대응성
프로그램 집행의 여건변화
대응성

4

민원 등 갈등관리 적정성

①

②

③

④

⑤

5

민원 등 갈등관리 적정성

①

②

③

④

⑤

6

집행관련 기관 및
프로그램과 유기적 협조

①

②

③

④

⑤

집행관련 기관 및 프로그램과
유기적 협조
설계변경 등 사업비 증감요인에
대한 통제관리
집행관련 기관 및 프로그램과
유기적 협조
설계변경 등 사업비 증감요인에
대한 통제관리
설계변경 등 사업비 증감요인에
대한 통제관리

【 프로그램 성과 관련 사항】

9. 프로그램의 비용-효과성 항목을 평가하기 위한 세부 평가내용으로 비용 대비 효과 정도와 비용대
비 고객만족 정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비용-효과성(당해 프로그램의 투입비용에 비해
결과의 정도)을 평가하기 위해 [A항목]과 [B항목]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문항

A항목

매우
중요

중요

같다

중요

매우
중요

B항목

1

비용 대비 효과 정도

①

②

③

④

⑤

비용 대비 고객만족 정도

10.【 프로그램의 직접적 효과와 관련한 사항】프로그램 성과 중 효과성 항목을 평가하기 위해 각
SOC 프로그램별 사업의 직접적 효과를 측정하는 지표들 중 각 부문별로 [A항목]과 [B항목]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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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로 부문 건설 프로그램

문항

A항목

매우
중요

중요

같다

중요

매우
중요

B항목

1

주행시간 단축편익

①

②

③

④

⑤

주행경비감소편익

2

주행시간 단축편익

①

②

③

④

⑤

교통사고감소편익

3

주행시간 단축편익

①

②

③

④

⑤

환경피해 감소편익

4

주행경비감소편익

①

②

③

④

⑤

교통사고감소편익

5

주행경비감소편익

①

②

③

④

⑤

환경피해 감소편익

6

교통사고 감소편익

①

②

③

④

⑤

환경피해 감소편익

② 철도부문 건설 프로그램

문항

A항목

매우
중요

중요

같다

중요

매우
중요

B항목

1

주행시간 단축편익

①

②

③

④

⑤

주행경비감소편익

2

주행시간 단축편익

①

②

③

④

⑤

교통사고감소편익

3

주행시간 단축편익

①

②

③

④

⑤

환경피해 감소편익

4

주행경비감소편익

①

②

③

④

⑤

교통사고감소편익

5

주행경비감소편익

①

②

③

④

⑤

환경피해 감소편익

6

교통사고 감소편익

①

②

③

④

⑤

환경피해 감소편익

③ 댐 건설 프로그램

문항

A항목

매우
중요

중요

같다

중요

매우
중요

B항목

1

용수공급으로 인한 편익

①

②

③

④

⑤

발전(發電)으로 인한 편익

2

용수공급으로 인한 편익

①

②

③

④

⑤

홍수조절 재난감소편익

3

발전(發電)으로 인한 편익

①

②

③

④

⑤

홍수조절 재난감소편익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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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프로그램의 간접적 효과와 관련한 사항】프로그램의 영향평가 항목을 위해 주민생활 편리성
확대, 지역사회경제효과, 환경효과, 안전효과 등을 주요 평가내용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성과 중 프로그램의 영향(간접효과)을 평가하기 위해 [A항목]과 [B항목] 중 어느 것이 성과평가 중
영향평가를 위해 더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문항

A항목

매우
중요

중요

같다

중요

매우
중요

B항목

1

주민생활 편리성 확대

①

②

③

④

⑤

지역사회․경제효과

2

주민생활 편리성 확대

①

②

③

④

⑤

환경효과

3

주민생활 편리성 확대

①

②

③

④

⑤

안전효과

4

지역사회․경제효과

①

②

③

④

⑤

환경효과

5

지역사회․경제효과

①

②

③

④

⑤

안전효과

6

환경효과

①

②

③

④

⑤

안전효과

성과단계의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 일반적으로 SOC 사업의 평가기준으로 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효용성, 지속성의 기준이 사용되

며, 평가기준별 평가항목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평가기준별 평가항목 >
평가기준

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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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사회의 전반적 변화가 사업추진이유를 변화시키지 않았나?
장래에 사업추진 이유를 변화시킬 가능성은 없는가?
해당 사업을 현재와 같은 형태로 계속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아니면 사업 구도를 크게 바꾸거나
는 것이 바람직한가?
보다 적은 투입물로도 동일한 혜택을 얻을 수 있었는가?
동일한 투입물로 보다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었는가?
다양한 대안들을 설정하고, 이들과의 비교를 통해 현재의 사업을 설정했나?
정책의 직접적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
부작용이나 사회적 충격을 포함한 사회적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
정책의 효과는 비용을 상쇄시킬 만큼 큰가?
의도했던 효과가 해당 정책으로 인해 나왔는가?
사업의 목표가 분명히 설정되어 있는가?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사업의 목표를 검토할 수 있는가?
사업의 총체적 효과와 사업간의 인과관계를 토대로 사업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총체적으로
하였는가?
발생한 효과의 크기가 목표와 비교하여 어느 정도인가?
발생한 효과의 크기가 당초 해결하고자 했던 문제해결에 어느 정도나 충분한가?
의도했던 효과 이외에 부수적인 효과(side effect)도 발생하였는가?

폐지하

검토

효용성

지속성

사업의 영향과 당초의 수요를 비교하였는가?
해당 공공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을 설정하였는가?
사업이 이해관계자들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사회적 변화를 초래했나?
이해관계자의 수요를 만족시키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보편적 기준을 설정했나?
수요가 향후에도 지속될 것인가?
현재뿐만 아니라 향후의 수요도 만족시킬 수 있는가?

12. 이상의 평가기준별 내용을 참고로 하여 다음의 [A항목]과 [B항목]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문항

A항목

1
2
3
4
5
6
7
8
9
10

적절성
적절성
적절성
적절성
효율성
효율성
효율성
효과성
효과성
효용성

매우
중요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중요

같다

중요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매우
중요
⑤
⑤
⑤
⑤
⑤
⑤
⑤
⑤
⑤
⑤

B항목
효율성
효과성
효용성
지속성
효과성
효용성
지속성
효용성
지속성
지속성

사후 평가 적용기반 강화와 관련한 사항

13. 사후평가 적용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취해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다음 중 우선순위에 따라 순서를 매겨주십시요. (

), (

), (

), (

), (

)

① 성과관리의 틀속에서의 사후평가를 위한 법, 제도적 기반의 정비
② 성과지표의 구축을 통한 평가를 위한 통계기반의 강화
③ 평가관련 조직 정비 및 인력의 전문화
④ 사후평가 결과의 축적과 활용도 증진
⑤ 성과기반 프로그램 계획의 수립 등 관리체제의 구축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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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사항

14. 연령 :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⑥ 70대 이상
15. 소속 및 직업 : ① 공무원

② 교수 및 연구원

③ 공사 및 공단 ④ 민간 회사

16. 전문분야 : ① 도로 ② 철도 ③ 수자원(댐) ④ 기타
--- 이상입니다.
(기타 : 의견 있으시면 적어주십시요)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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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P

․

․

P

E

․

N

․

D

․

I

․

X

부 록 - 직간접효과의 지표 및 산술식

1. 직접 효과
1) 주행시간 단축 편익 (일본의 프로그램 성과평가)
(1) 산정식

주행시간 단축편익：    
총 주행시간 비용 ： 








×   ×    × 

여기서
BT ：주행시간 단축편익(엔/년)/
BTi ：정비 i의 경우의 총 주행시간비용(엔/년)
Qijl ：정비 i의 경우의 링크 l에 있어서의 차종 j의 교통량(대/년)
Tijl ：정비 i의 경우의 링크 l에 있어서의 차종 j의 주행시간(분 )
αj ：차종 j의 시간가치원단위(엔/대·분 )

※ 시간가치원단위란 자동차 이용자가 시간 절약에 의해서 얻은 이익을 화
폐가치로 나타낸 것임.
첨자 i：정비의 유무를 나타내는 첨자(유의 경우 Ｗ, 무의 경우 Ｏ)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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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자 j：차종
첨자 l：링크 번호(교통량추계에 있어서 교차점간을 잇는 도로의 편도도로 부분)

(2) 차종별의 시간가치원단위(αj)

「비용편익 분석메뉴엘」의 ３차종 구분의 원단위를 채용하고 있다. 즉 차종
별의 시간가치원단위(αj) 가 그것임

<평성 15년 가격, 단위: 엔/대∙분>

차종(j)
승용차량

시간가치원단위
72.58

(승용차+버스)
소형화물차

56.81

보통화물차

87.44

2) 주행경비 감소 편익 (일본의 프로그램 평가)
(1) 산정식

주행경비 감소편익：    
총 주행경비

： 








×   ×    × 

여기서
BR ：주행 경비 감소 편익(엔/년)
BRi ：정비 i의 경우의 총 주행경비(엔/년)
Qijl ：정비 i의 경우의 링크 l에 있어서의 차종 j의 교통량(대/일)
Ll

：링크 l의 연장(㎞)

Βj

：차종 j의 주행경비원단위(엔/대·분 )

첨자 i：정비의 유무를 나타내는 첨자(유의 경우 Ｗ, 무의 경우 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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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자 j：차종
첨자 l：링크 번호(교통량추계에 있어서 교차점간을 잇는 도로의 편도도로 부
분)

(2) 주행경비 원단위(βj)

「비용편익 분석메뉴엘」에 의해, 이하의 값을 채용.
<차종별 주행경비 원단위(βj)>

가. 일반도로(시가지)

나. 일반도로(평지)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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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반도로(산지)

라. 고속∙지역 높은 규격

주1) 평성 15년 가격
주2) 설정속도 간의 원단위는 직선보완에 의해 설정됨
주3) 90㎞/h 혹은 60㎞/h를 초과하는 속도에 대해서는 90㎞/h 혹은 60㎞/h의 값을 사용

3) 교통사고 감소 편익 (일본의 프로그램 성과평가)
(1) 산정식

연간총사고 감소 편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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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의 사회적 손실 ：  




 

여기서
BA

：연간 총 사고감소편익(천 엔/년)

BAi ：정비 i의 경우 교통사고의 사회적 손실(천 엔/년)
AAil ：정비 i의 경우 링크 l에 있어서의 교통사고의 사회적 손실(천 엔/년)

첨자 i：정비의 유무를 나타내는 첨자(정비 유：w, 정비 없음：o)
첨자 l：링크 번호(교통량추계에 있어서 교차점간을 잇는 도로의 편도도로 부
분)
(2) 교통사고 손실액 산정식

시가지부의 손실액 산정식을 아래와 같음
<교통사고 손실액 산정식>
도로∙연도구분
2차선
DID

4차선 이상

일

교통사고 손실 산정식
중앙대 무
중앙대 유

2차선

반
그 외 시가지
도

4차선 이상

로

2차선
비시가지 지역

4차선 이상

중앙대 무
중앙대 유
중앙대 무
중앙대 유

고속도로

 
 
 
 
 
 
 
 
 
 

  ×     ×  
  ×     ×  
  ×     ×  
  ×     ×  
  ×     ×  
  ×     ×  
  ×     ×  
  ×     ×  
  ×     ×  
  ×  

     ×   ：정비 i의 경우 링크  에 있어서의 주행 台 ㎞(천대㎞/일)
     ×   ：정비 i의 경우 링크  에 있어서의 주행 台 개소(천대개소/일)
  ：정비의 경우의 링크  에 있어서의 교통량(천대/일)
  ：링크  의 연장(㎞)
  ：링크  의 주요 교차점 수 (개소)


：정비유의 경우 W, 없음의 경우 O



：링크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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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접효과
1) 주민생활 편리성 확대
(1) 현재 가능한 지표의 지수 (현재 국내에서 사용 중인 지수)

가. 건설 주변 공공서비스 사업체 수 증가율 변화 지수

  

평가지수 =  × 



T1：고속도로 건설이전 통과 시․군의 교육, 의료 등 공공서비스 사업체 수
T2：고속도로 건설 이후 통과 시․군의 교육, 의료 등 공공서비스 사업체 수

나. 공공서비스 종사자 수 증가율 변화 지수

  

평가지수 =  × 



T1：고속도로 건설이전 통과 시․군의 교육, 의료 등 공공서비스 종사자 수
T2：고속도로 건설 이후 통과 시․군의 교육, 의료 등 공공서비스 종사자 수

(2) 향후 가능한 지표의 지수 (일본의 프로그램 평가)

가. 고속버스 등 장거리 자동차 교통의 편리성 향상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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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수(철도대비 고속버스 이동시간 지수)= 



T1：현재 거점도시간의 철도에 의한 최단 이동 시간(분)
T2：평가대상구간 사용 시, 거점도시 간 고속버스에 의한 최단이동시간(분)

나. 고속철도 및 공항 등 간선교통망으로의 접근성 지수

 
 





   ×   

 

   ×   

 




  ×    



  ×    





  

평가지수=          




T2-1：현재 3차메쉬 중심으로부터 고속철도역으로의 접근 소요시간(분)
T2-2：현재 3차메쉬 중심으로부터 공항으로의 접근 소요시간(분)

T2-3：평가구간 사용시 3차메쉬 중심으로부터 고속철역으로의 소요시간(분)
T2-4：평가구간 供用시의 3차메쉬 중심으로부터 공항으로의 소요시간(분)
P2-1：해당 3차메쉬 내의 인구(인)

다. 종합병원까지의 운송시간 지수




  ×   

평가지수 =   
  ×   

T3-1：현황의 3차 메쉬 중심으로부터 종합병원으로 접근 소요시간(분)
T3-2：평가구간 사용 시의 3차 메쉬 중심으로부터 종합병원으로 소요시간(분)
P3-1：해당 3차 메쉬 내의 인구(인)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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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사회․경제효과
(1) 현재 가능한 지표의 지수 (현재 국내에서 사용 중인 지수)

가. 부가가치율 변화(소득증가 효과)

  

평가지수 =  × 



T1：고속도로 건설 이전 통과 시․군의 소득
T2：고속도로 건설 이후 통과 시․군의 소득

나. 사업체수 증가율 변화

  

평가지수 =  × 



T1：고속도로 건설 이전 통과 시․군의 사업체 수
T2：고속도로 건설 이후 통과 시․군의 사업체 수

다. 제조업 고용자 수 증가율 변화(고용증가 효과)

  

평가지수 =  × 



T1：고속도로 건설 이전 통과 시․군의 제조업 고용자 수
T2：고속도로 건설 이후 통과 시․군의 제조업 고용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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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병상수 변화(문화/후생변화)

  

평가지수 =  × 



T1：고속도로 건설 이전 통과 시․군의 병상 수
T2：고속도로 건설 이후 통과 시․군의 병상 수

마. 서울시 및 광역시까지 평균 접근시간 변화



      ∙    ∙   


≠






   지역의 접근도
   지역의인구

≠

    지역간 통행저항치평균통행비용

(2) 향후 가능한 지표의 지수 (일본의 프로그램 평가)

가. 거점도시 간 연계성 지수

평가지수 =



 × ∆  × 

  ×  

X4-1, X4-2 ：평가구간의 정비에 의해 연결되는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권

역 인구(만 명)
D

：대상 거점도시 간의 거리(km)

△D ：거점도시 간의 시간최단경로로서 사용된 평가구간의 연장(km)
α

：연락시간 단축율(거점도시 간의 현황이 고속도로에 의해 연계되어 있는
경우만 고려)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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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역 거점도시에 대한 접근성 지수




   ×   

평가지수 =   
   ×   

T5-1：현황의 3차메쉬 중심으로부터 일상활동권 중심도시로의 소요시간(분)
T5-2：평가구간 사용시 3차메쉬 중심으로부터 일상활동권 중심도시로의 접근

소요시간(분)
P5-1：해당 3차메쉬 내의 인구(인)

- 광역지역의 주요 관광지 연계성 지수

평가지수 =

  


 



 

T6-1 ：현황의 시구읍면 동사무소에서 고속도로 IC로의 접근 소요시간(분)
T6-2 ：평가구간 사용 시 시구읍면 동사무소에서 고속도로 IC로의 소요시간(분)
X6 ：시구읍면의 연간 관광객 수(만 명)

다. 물류 거점으로의 접근성 지수

평가지수 =

  


 
 



T7-1 ：현재 시구읍면 동사무소로부터 주요 공항 또는 항만으로의 접근 소요

시간(분)
T7-2 ：평가구간 사용 시 시읍면 동사무소로부터 주된 공항 또는 항만으로의

접근 소요시간(분)
X7 ：시구읍면의 공업제조품 연간 출하액 등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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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농림수산품의 고속도로 접근성 지수

평가지수 =

  


 
 



T8-1 ：현재 시구읍면 동사무소에서 고속도로 IC로의 접근 소요시간(분)
T8-2 ：평가구간 사용 시 시구읍면 동사무소에서 고속도로 IC로의 접근 소요

시간(분)
X8 ：시구읍면의 농림수산품 생산액 등 (억 원)

마. 지역진흥계획 지수

평가지수 =        
T9-1：새롭게 정비되는 고속도로IC로부터 10km이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역

진흥프로젝트의 계획면적(ha)을 평가점으로 했을 경우의 편차치
T9-2：새롭게 정비되는 고속도로IC로부터 10km이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역

진흥프로젝트지구의 사업비(억원)를 평가점으로 했을 경우의 편차치

3) 환경효과
(1) 현재 가능한 지표의 지수 (현재 국내에서 사용 중인 지수)

가. 전국의 국립공원 및 도립공원에서 30km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IC의 개수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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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수 = 
X：공원으로부터 30km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IC의 개수

나. 전국의 국립공원 및 도립공원에서 30km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IC까지의
평균 거리 변화



평가지수 =

   






  ：고속도로 건설 이전 공원에서 30km이내에 도달 IC까지의 평균 거리
  ：고속도로 건설 이후 공원에서 30km이내에 도달 IC까지의 평균 거리

(2) 향후 가능한 지표의 지수 (일본의 프로그램 평가 지수)

가. 소음기준 저감효과 지수

평가지수 = 

X：병행도로 길가지역의 소음수준

예) 야간규제한도를 초과하는 개소(구간)가 있는 경우······································2점
야간규제한도 이하로,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개소가 있는 경우················ 1점
모든 구간에서 환경기준을 만족시키는 경우··· ············································0점
병행도로의 길가지역이 소음 규제지역 등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0점

나. 질소 및 아황산가스 저감효과 지수

평가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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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n： NOX 배출삭감율



    

 ′   × ′  





   ×  

an(v)： NOX 배출 원단위(g/km대)
Qn ：영향권역 내 도로 교통량(台㎞)
Q‘n ：영향권역 내 도로평가구간 사용 시 교통량(台㎞)
vn

：영향권역 내 도로의 속도(km/h)

v‘n ：영향권역 내 도로평가구간 사용 시 속도(km/h)
i

：차종 구분(대형, 소형)

Hs：SPM 배출 삭감율



    

  ′   × ′   





    ×   

bn(v) ：SPM 배출원단위(g/km대)
Qn ：영향권역 내 도로 교통량(台㎞)
Q‘n ：영향권역 내 도로평가구간 사용 시 교통량(台㎞)
va ：영향권역 내 도로의 속도(km/h)
v‘a ：영향권역 내 도로평가구간 사용 시 속도(km/h)
i ：차종 구분(대형, 소형)

4) 안전효과
(1) 향후 가능한 지표의 지수 (일본에서 프로그램 평가에 사용중인 지수)

가. 병행 긴급수송도로가 통행금지가 되었을 경우 우회로 증가 여부 지표

평가지수 =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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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13 ：평가구간에 병행하는 긴급수송도로(국도)와 인근 우회도로(지방도로)의

거리차이(km)

나. 병행 긴급수송도로에서 동절기 교통장애나 이상기후 시 통행금지 구간 여
부 지표

평가지수 =  

X14 ：평가구간에 병행하는 긴급수송도로에 있어서의 과거 10년간 호우 및 폭

설에 의한 연간 평균 통행금지 시간(h/해)

다. 병행 고속도로의 대체노선 형성 지표

평가지수 =  

X15 ：광역블록중심도시 간을 최단시간에 연계하는 고속루트상의 JCT간(간선

도로 인터섹션)이 불통이 되었을 때, 평가구간이 새로운 최단시간 루트
를 형성하는지 아닌지(1 or 0)

3. 일본의 도로 및 철도의 평가지표 사례 정리
1) 고속자동차 국도 프로그램의 평가 주요 항목

주요 항목
비용 대 편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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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의 시각

평가 항목

도로건설 프로그램에 의한 직접적인
주행시간 단축편익
편익 가운데, 화폐환산이 가능한 ３

주행경비 감소편익
교통사고 감소편익
공공교통에 의한 타 지역으로의 이동 고속버스 등 장거리 자동차 교통의 편
시간단축하고, 생활기회나 교류인구 리성이 향상
의 확대에 기여하는 효과를 평가
신간선·공항 등 간선교통망으로의 접근
또한 고차원 의료시설까지의 운송시 편리성이 향상
간의 단축에 의한 주민생활의 편리향
고도의 의료시설까지의 운송시간이 단
상평가(정체완화에 의한 편리성향상
축
은 편익과 중복- 평가하지 않음)
지역의 경제·생활·문화·교육 등 거점 거점도시 간을 연계하여, 상호의 제휴
이 되는 도시로의 액세스향상이나, 가 가능
도시 상호간의 제휴∙보완에 의한 지 일상 활동권 중심도시로의 액세스가
역사회의 자립과 정주에 기여하는 효 향상
과를 평가
또한 관광지로의 액세스향상에 의한 복수의 주요 관광지를 연계하여, 광역
지역 정보의 발신, 지역 문화의 진흥 적인 관광산업의 발전에 기여
및 관광 진흥에 대한 기여를 평가
산업의 입지·진흥이나, 농림수산업의 물류 거점으로의 액세스가 용이하게
진흥에 기여하는 물류·유통의 편리성 되어 산업입지를 촉진
향상을 평가
고속도로로의 액세스가 용이하게 되어,
또한 도로 및 철도의 정비와 아울러 농림수산품의 유통의 편리성이 향상
진행되고 있는 지역발전계획의 실현
도로 및 철도의 정비와 아울러 지역발
에 의한 지역경제로의 기여효과를 평
전계획이 진행
가
도로 및 철도의 정비에 따라 주변도 자동차로부터의 NOX, SPM 배출량이
로의 부하가 경감되는 것에 의한 생 삭감
활환경의 보전·개선에 기여, 및 지구
온난화대책의 기여를 평가(평가대상 병행도로에 있어서 소음수준이 저감
구간은 환경영향평가가 기 실시된 것
이기 때문에 자연환경·생활환경에 대 자동차의 CO2 배출량이 삭감
한 부정적 영향은 고려하지 않음)
병행하는 긴급수송도로가 통행금지가
자연재해시나 대규모 사고 시에 있어 되었을 경우의 우회로가 증가됨
항목을 평가

주민생활
·생활기회의
확대
·공공서비스의
향상

지역사회
·지역사회의
안정화
·지역 문화의
진흥

파급 지역경제
효과 · 생산의 확대
․ · 고용의 증가
외부
효과
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지구환경의
보전

안전
·사고·재해의
감소
·2차적 영향의
경감

서의 긴급수송도로의 대체도로를 형
성하여 지역의 안전성향상을 평가.
또한 고속네트워크의 대체노선형성에
의한 국토의 Redundancy향상을 평가
(교통사고감소에 의한 안전성향상은
편익과 중복되므로 평가하지 않음)

병행하는 긴급수송도로에서 동절기 교
통장애나 이상기후 시에 통행이 금지
되는 구간이 있음

병행하는 고속도로의 대체노선을 형성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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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철도부문의 건설사업프로그램의 평가지표 및 산출식
산출식

정의 등

지표 1

  

고속네트워크를 통 평가점= 

한 생활권의 중심도
시를 상호 연계하는
새로운 공공교통기 T1：현황의, 거점도시간의 철도에 의한 최단 이
동 시간(분)
관이 정비되는 것에
의해 도시 관광도로 T2：평가대상구간 供用 시, 거점도시 간 고속버
스에 의한 최단이동시간(분)
의 편리성 향상을
평가한다.
평가점=
지표 2
전국 하루 행동권을
형성하고 교류인구
의 증대에 이바지하
기 위한 고속교통체
계로의 액세스향상,
특히 신간선·공항으
로의 액세스향상을
평가한다.




＜거점 도시＞
·매 평가구간 마다 연계해야
할 거점도시로서 평가구간
양단 근방의 거점도시쌍을
설정
·지방 생활권 중심도시, 업무
핵도시, 정령지정시 및 그것
들에 준하는 도시




    ×       
    ×    
 
     

 
    ×       
    ×     ＜신간선역＞




 

T2-1：현황의 3차메쉬 중심으로부터 신간선역으
로의 액세스 소요시간(분)
T2-2：현황의 3차메쉬 중심으로부터 공항으로의
액세스 소요시간(분)
T2-3：평가구간 供用시의 3차메쉬 중심으로부터
신간선역으로의 액세스 소요시간(분)
T2-4：평가구간 供用시의 3차메쉬 중심으로부터
공항으로의 액세스 소요시간(분)
P2-1：해당 3차메쉬 내의 인구(인)

·풀 규격＋미니신간선(100역)
·정비계획노선(풀 규격)도 포
함
＜공항＞
·제3종 이상 및 공용비행장
(離島 제외 57 공항)
·건설 중 및 건설 예정을 포
함

지표 3

    
평가점=  
고차의료시설까지의
   ×     
운송 시간이 단축되
는 것에 의한 구급 T3-1：현황의 3차메쉬 중심으로부터 제3차 의료
∙구명율의 향상과
시설로의 액세스 소요시간(분)
이에 따른 지역전체 T3-2：평가구간 供用시의 3차메쉬 중심으로부터
의 생명에 대한 리
제3차 의료시설로의 액세스 소요시간(분)
스크 저감 효과(안 P3-1：해당 3차 메쉬 내의 인구(인)
심향상)를 평가한다.
지표 4
평가점=    ×     ×∆  ×


×



＜제3차 의료 시설＞
·重症 및 복수의 진료영역에
걸치는 모든 위독한 구급환
자를 24시간체제로 받아들
이고, 한편 고도의 진료기능
을 가지는 의료기관(오키나
와현을 제외한 162 시설)



지역의 경제, 생활,
문화, 교육등의 거점
이 되는 생활권의 중
심도시 간을 효과적
으로 연계하고, 지역
간 교류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진흥과 고
차서비스의 상호 보
완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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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4-1, X4-2 ：평가구간의 정비에 의해 연결되는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권역인
구(만명)
D ：대상 거점도시 간의 거리(km)
△D ：거점도시 간의 시간최단경로로서 사용된
평가구간의 연장(km)
α ：연락시간단축율(거점도시 간의 현황이 고속
도로에 의해 연계되어 있는 경우만 고려)

＜권역과 거점도시＞
·지방생활권과 그 중심도시
·다만 지방생활권의 설정이
없는 3대도시권은 정령지정
도시 및 업무핵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도시를 중심으
로 한 권역을 설정

지표 5

＜일상활동권 중심도시＞
   ×     
평가점=  
일상활동권의 중심
·지표４의 거점도시와 동일
   ×     
도시로의 액세스가
향상되는 것에 의해 T5-1：현황의 3차메쉬 중심으로부터 일상활동권
공공서비스에 대한
중심도시로의 액세스 소요시간(분)
편리성의 향상, 생 T5-2：평가구간 供用시의 3차메쉬 중심으로부터
활기회의 확대 등을
일상활동권 중심도시로의 액세스 소요시
통한 생활권으로서
간(분 )
의 자립과 정주효과 P5-1：해당 3차메쉬 내의 인구(인)
를 평가한다.
지표 6



평가점=

  



   

 

주요 관광지로의 액 T6-1 ：현황의 시구읍면 동사무소에서 고속도로 ＜연간 관광객수＞
IC로의 액세스 소요시간(분)
·시구읍면 단위의 연간 관광
세스가 향상되어 周
遊性이 높아진 결과 T6-2 ：평가구간 供用 시의 시구읍면 동사무소 객수
에서 고속도로 IC로의 액세스 소요시간
로서, 광역적인 관
(분)
광산업이 발전하는
효과를 평가한다. X6 ：시구읍면의 연간 관광객수(만명)

지표 7



평가점=

  



   

 

물류의 거점으로서 T7-1 ：현황의 시구읍면 동사무소로부터 주요한
공항 또는 항만으로의 액세스 소요시간
주된 공항∙항만으
(분)
로의 엑세스가 향상
되는 것에 의해 지 T7-2 ：평가구간 供用시의 시읍면 동사무소로부터
주된 공항 또는 항만으로의 액세스 소요
역의 산업입지∙산
시간(분)
업진흥 등의 효과를
X7 ：시구읍면의 공업제조품 연간 출하액 등
평가한다.
(억원)
지표 8



평가점=

  

＜주요한 공항＞
건설 중 및 건설예정을 포함
함
＜주요한 항만＞
＜공업 제조품 연간 출하액
등＞
·1년에 종업원 4명 이상의 사
업소(공업)가 제조한 제품 중,
출하한 만큼의 가격 총액



   

 

고속도로IC까지의
T8-1 ：현황의 시구읍면 동사무소에서 고속도로
엑세스가 향상되는
＜농림수산품 생산액 등＞
IC로의 액세스 소요시간(분)
것에 의해, 지역 농
T8-2 ：평가구간 供用시의 시구읍면 동사무소에
림수산품의 유통편
서 고속도로 IC로의 액세스 소요시간
리성이 향상되는 효
(분)
과를 평가한다.
X8 ：시구읍면의 농림수산품 생산액 등 (억엔)
지표 9
평가점=        
고속도로의 정비를
계기로 지방 공공단 T9-1：새롭게 정비되는 고속도로IC로부터 10km
이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역진흥프로젝
체 등이 정비 중 또
트의 계획면적(ha)을 평가점으로 했을 경
는 계획 중의 지역
우의 편차치
진흥프로젝트의 실

＜지역진흥프로젝트＞
·토지구획정리사업, 재개발
사업, 주택지정비, 그 외 지
역거점형성사업·공업단지,
물류단지, 그 외 산업지원거
점등

부록

233

현에 의해, 지역경
제의 활성화나 고용
의 창출에 기여하는
효과를 평가한다.

T9-2：새롭게 정비되는 고속도로IC로부터 10km이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역진흥프로젝트지
구의 사업비(억엔)를 평가점으로 했을 경우
의 편차치
평가점=      

지표 10
고속네트워크로의
교통전환에 수반되
는 자동차교통 주행
속도의 향상에 의
해, 자동차의 NOX,
SPM의 배출량이 삭
감되어 생활환경의
보전에 기여하는 효
과를 평가한다.

Hn： NOX 배출삭감율



    



  ′  × ′  

    × 

＜NOX, SPM 배출원 단위＞
an(v)： NOX 배출 원단위(g/km대)
·속도별, 2차종별(대형, 소형)
Qn ：영향권역 내 도로현황 교통량(台㎞)
Q‘n ：영향권역 내 도로평가구간 供用 시 교통량
(台㎞)
vn ：영향권역 내 도로현황의 속도(km/h)
v‘n ：영향권역 내 도로평가구간 供用 시 속도
(km/h)
i
：차종 구분(대형, 소형)
Hs：SPM 배출 삭감율



    



  ′  × ′  

    ×  

bn(v) ：SPM 배출원단위(g/km대)
Qn ：영향권역 내 도로현황 교통량(台㎞)
Q‘n ：영향권역 내 도로평가구간 供用 시 교통량
(台㎞)
va ：영향권역 내 도로현황의 속도(km/h)
v‘a ：영향권역 내 도로평가구간 供用 시 속도
(km/h)
i ：차종 구분(대형, 소형)
지표 11

평가점= 

병행도로 교통량의
감소에 따라 병행도
로의 길가지역의 소
음수준이 저감하여,
길가주민의 생활환
경의 보전에 기여하
는 효과를 평가한
다.

X11： 병행도로 길가지역의 소음수준/야간규제
한도를 초과하는 개소(구간)가 있는 경우/2점
야간규제한도 이하로,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개
소(구간)가 있는 경우/1점
모든 구간에서 환경기준을 만족시키는 경우/0점
병행도로의 길가지역이 소음 규제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0점

지표 12

평가점=

고속네트워크로의
교통전환에 수반하
는 자동차교통의 주
행속도 향상에 따
라, 자동차로부터의
CO2배출량이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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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 도로＞
·평가구간의 대체노선 가운데,
교통량, 해당 평가 구간으로
부터의 거리등을 감안하여
주요한 대체노선이라고 보여
지는 일반 국도 등

＜CO2 배출원단위＞
·속도별, 2차종별(대형, 소
   ×      ′  × ′  형)(국토기술종합정책연구소
(헤세이 2년))
C12(v) ：CO2 배출원단위(g/km대)
Q12：영향권역내 도로현황의 교통량(台㎞)
Q'12：영향권역내 도로평가구간 供用시의 교통량
(台㎞)

v12 ：영향권역내 도로현황의 속도(km/h)
되어 지구환경보전
v'12：영향권역내 도로평가구간 供用 시의 속도
에 기여하는 효과를
(km/h)
평가한다.
i ：차종 구분(대형, 소형)
지표 13
병행하는 긴급수송
평가점= 
도로가 통행금지가
되었을 경우, 정비대
상고속도로가 대체 X13 ：평가구간에 병행하는 긴급수송도로와 현
황의 우회도로의 거리차이(km)
노선으로서 가능하
또한,
긴급수송도로에 병행하고 이미 고속
고, 현황의 우회도로
도로
네트워크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새롭
가 대폭으로 단축되
게 병행하는 고속도로가 정비되었다고 해
는 것에 의한, 지역
도 평가의 대상으로 하지 않음.
의 경제, 생활 등의
안전성향상에 대한
효과를 평가한다.

＜평가구간에 병행하는 긴급
수송도로＞
·교통량, 해당 평가구간으로
부터의 거리등에서 본, 주된
평가구간에 병행하는 긴급
수송도로(일반국도를 기본
으로 함)
＜현황의 우회도로＞
·긴급수송도로의 전구간이
불통이 되었을 경우에 대형
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기
개량된, 폭원 5.5 m이상이
면서 거리가 최단인 노선
(지방도로 이상)

지표 14
병행하는 긴급수송 평가점= 
도로가 동절기 교통
장애나 이상기후 시 T14 ：평가구간에 병행하는 긴급수송도로에 있어
에 통행금지가 되었
서의 과거 10년간 연간 평균 통행금지 시
을 때, 정비대상고
간(h/해)
속도로가 대체노선
또한, 긴급수송도로에 병행하고 이미 고
으로서 기능하는 것
속도로 네트워크가 존재하는 경우는, 새
에 따른, 지역의 경
롭게 병행하는 고속도로가 정비되었다
제, 생활 등의 안전
해도 평가의 대상으로 하지 않음.
성향상에 대한 효과
를 평가한다.
지표 15

＜평가구간에 병행하는 긴급
수송도로＞
＜통행금지 시간＞
·평가구간에 병행하는 긴급수
송도로에 있어서, 호우, 폭설
등 자연재해에 의한 통행금
지, 이상기후 시의 사전통행
규제 등에 의한 과거 10년간
(헤세이5년~14년)의 연간 평
균통행금지 시간

평가점= 

＜광역 블록중심도시＞
·홋카이도, 오키나와를 제외한
한신대지진의 경험 X15 ：현황의 광역블록중심도시 간을 최단시간 지방정비국의 소재 도시
을 근거로 하여, 병
에 연계하는 고속루트상의 JCT간이 불통 ·본 지표는 고속네트워크로
행하는 고속 네트워
이 되었을 때, 평가구간이 새로운 최단시 의 redundancy검증을 위한
크의 대체노선이 형
것이기에, 일반도로는 고려
간 루트를 형성하는지 아닌지(1 or 0)
성되는 것에 의해
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각
안정된 국민생활과
정비국 소재도시 위치를 最
재해에 강한 국토구
近 IC결절로 대표시키고 있
조실현을
위한
음.
redundancy가 확보
＜JCT＞
됨과 동시에 리스크
·서로 다른 높은 규격 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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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감 효과를 평가한
다.

도로의 노선이 교차하는 개
소

지표 16
파급적 영향의 상기
항목에서는 평가불
가능한 지방의 창의
적 연구에 의한 대
처상황이나 협력자
세를 평가하여, 지
방의 자주적인 노력
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 지
방공공단체가 책정
하는 지역계획과의
통합이나 이용증진·
코스트감축 등을 평
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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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점=             
X16-1：지역 계획과의 제휴(1.5점 만점)
X16-2：이용증진의 대처(1.5점 만점)
X16-3：코스트감축의 대처(2점 만점)
X16-1, X16-2, X16-3은 각각 지방의 창의적 연구
에 의한 자주적인 대처상황을 항목별로 점수화
한 것. 점수화의 자세한 것은 별첨 자료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