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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자원봉사기관의 소요기반성과측정
(Requirement–Based Performance Measurement,
RBPM) 요소 개발
손병식(KOICA #132기 일반단원, 콘깬대학교)

요 약
최고의사결정자는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평가한다. 평가는 계획 후 실행 과정에
서 발생하였던 오차를 측정하는 과정이다. 평가의 기준은 계획이어야 하며 평가의 환

․

류 과정은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는 데 있다. 또한, 조직의 내 외부의 이해관계자에
게 문제를 인식하게 하고 문제에 대한 처방을 제시하는 관리과정 중의 하나이다. 본 논
문에서는 계획을 바탕으로 한 평가요소를 제시한다. 계획이 평가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은 거시적으로는 조직의 철학과 관련되어 있고 미시적으로는 평가체계를 수립하는 일
이기 때문이다.
거의 모든 계획은 한정된 자원 내에서 수립된다. 한정된 자원은 비용, 시간 및 인원이
다. 계획 수립에 필요한 고려요소를 소요라고 하며 소요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요소를 소
요판단요소라고 한다. 소요판단요소는 5W1H와 MIDEVOT-TLO이다. 최고의사결정자
는 5W1H-MIDEVOT-TLO에 바탕을 두고 사전에 공여국과 수원국의 요구, 욕망, 희망,
격차, 법, 규정, 방침, 요건 및 불만 등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한다. 소요판단요소를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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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매트리스로 검토할 수 있고 36매트리스를 바탕으로 의사결정 내용을 정리하여 소요판단
기술서를 작성한다. 프로젝트별로 작성되는 소요판단기술서는 계획문서이다. 계획문서
인 소요판단기술서에서 제시된 요소를 바탕으로 평가하는 방법이 소요기반성과측정
(Requirement-Based Performance Measurement, RBPM) 모델이다.
주제어: 소요, 36 매트릭스, 소요판단기술서, 소요기반성과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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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프로젝트에 관한 많은 연구 중 일부는 프로젝트 성공요인을 규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

(김상원 심규철, 2008; Banihashemi et al., 2017). 성공요인에 대해 관심을 두는 이유는
사람, 시간 및 비용 등을 절약하면서 프로젝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공요인
을 적용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도 상당수의 프로젝트는 실패한다(de Carvalho et al.,
2015). 또, 다른 연구는 장애 요인을 제거하여 프로젝트를 성공하려는 시도를 한다(이아연,
2019). 많은 연구자들은 실증연구를 바탕으로 기존의 장애 요인을 제거하고, 성공요인을 개
발하는 프로젝트 연구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Rand, 2000). 이는 현실에서 일어난 현상을
학문적으로 일반화하려는 접근이다.
봉사기관은 다양하고 폭넓은 활동을 한다. 한국의 대표적인 봉사 활동 기관 중의 하나는
한국국제협력단이다. 한국국제협력단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구체적인 업무는 교
육에서부터 기술, 환경 및 에너지까지 다양하다.1) 한국국제협력단의 조직은 본부와 단원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부는 의사결정을 하고, 단원은 계약직으로 일종의 프로젝트 성격을
띤 업무를 수행한다.
프로젝트 결과를 바르게 평가하는 것은 많은 이해관계자에게 기관과 단원이 갖는 의무 중
하나이다. 단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은 연속적인 행위의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아닌 특정
기간 동안에 수행하는 프로젝트와 유사하다. 결과를 측정하는데 코이카 단원의 임기 2년을
고려하여 현장사업을 판단할 때, 단원은 하나의 프로젝트를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다
(한지혜, 2017). 실제로 한국국제협력단 교육과정에는 프로젝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문제를 분석하고, 원인을 도출하는 과정론적 의사결정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수행된
프로젝트의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평가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요소가 포함되어야 한
다. 포함되는 평가요소는 평가하는 기관의 목표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충분한 설명력이 있어
야 한다. 설명력은 일반성, 합리성, 객관성 및 타당성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

평가요소는 해당 기관, 내 외부의 이해관계자에게 설명하고, 차후 의사결정 방향을 결정하
는 지침으로 이용될 수 있다.
평가요소가 봉사단체 또는 봉사단원에게 평가 기준으로 직접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적용
내용 또한 해외봉사 활동의 성공요인을 규명하고, 단원의 만족도 요인 등을 탐색하는 내용으
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현상의 인식, 발생할 현상에 대한
예견, 발생한 결과에 대한 처리를 사전에 고민하고 발생한 결과를 환류하여 문제에 대한 대
응책을 제시할 수 있는 요소에 중점을 두고 있다. 과거 많은 연구자에 의해 제시된 평가기준
의 내용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못하다.
1) http://www.koica.go.kr/koica_kr/902/subview.do#intro (접속일 201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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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은 문제 해결 과정에서 의사결정자가 모든 문제를 인식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요소를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공여국과 수원국은 격차, 요구,
희망, 바람, 규정, 법, 제도, 요건, 고려사항 및 갈등 등을 고려해 합리적 해결책을 제시하여
야 한다. 하나의 문제에 하나의 원인만 있는 것이 아니므로 하나의 해결책만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요소를 결합하여 공여국과 수원국이 원하고, 봉사자가 할 수 있는 소
요의 틀 즉 소요판단요소를 만들고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제의 범위는 필요성을 인식하는 시점에서부터 방법론을 적용하여 산출된 결과물로 제시
되어 해결될 때까지이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적용되는 변수를 인식하고, 변수의 중요
성에 따라 결과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를 개발하는데 본 논문의 의의가 있다. 지금까
지 제시된 많은 연구 내용은 프로젝트의 계획기준과 평가기준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기준의
미일치는 몇몇 연구자가 언급한 것처럼 표준화된 평가기준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

(구영은 최경화, 2017; 구영은 외, 2016). 동시에 평가체계가 구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
다. 본 논문에서는 계획 및 평가요소의 일치를 위해 제시되는 방법으로 소요기반성과측정
(Requirement-Based Performance Measurement, RBPM) 모델을 제시한다. 상기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검토한다. 첫째, 기존의 연구자가 제시한 성과측
정방법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한다. 둘째, 소요는 무엇인지, 소요가 포함하는 범위는 무엇인
지, 셋째, 가상의 사례를 바탕으로 어떤 방법으로 소요를 판단하는지를 제시하고, 육하원칙

․

과 의사결정요소의 정의, 장 단점 및 한계점을 제시한다. 끝으로, 제시된 사례를 이용하여
RBPM의 적용 가능성과 활용성 증진을 검토한다.

Ⅱ. 선행연구
1. 봉사단체 특성
봉사단체는 Non-Government Organization(NGO), Non-Profit Organization(NPO)
및 제 3섹터(the third sector) 등과 같은 다양한 용어로 불린다(임승빈, 1999). 제 3섹터라
는 의미는 공공과 민간, 그리고 공식과 비공식 2개의 축에 영리와 비영리 축을 추가해 국가,
시장 및 시민사회라는 세 개의 개념을 포함한 것이다(Kerlin, 2009). 자원봉사기관을 제 3
섹터라고 한다면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및 비종파성의 특성을 가지
고 있다(류기형, 2008). 봉사기관의 특성들로 봉사 활동이 장기적이고 지속적이기 보다는
단기적이고 일회적인 활동일 수밖에 없다.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봉사 활동을 위해서는 만족
도를 분석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김은주, 2016; 양미애,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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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 관점에서 봉사 활동의 유형을 세분화하면 다음과 같다. 예를 들면, 워크캠프형, 개
인 단기형, 정기방문형, 장기개발형, 긴급원조형, 인턴쉽형 및 국내용 또는 전통적 봉사, 여
행결합형, 온라인형, 끝으로 마이크로 자원봉사 등이 있다. 최근에는 여행결합형과 온라인을
이용한 봉사 활동이 증대하고 있다(이선미, 2010).2)
대부분의 봉사 활동 조직은 프로젝트팀 형태로 운영된다고 봐도 문제는 없다. 왜냐하면

․

프로젝트는 한정적인 업무를 위해 일시적으로 모인 사람들이 분명한 목표 아래 시간의 선

후를 두고 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프로젝트는 명확한 목표
가 있으며, 시작 시점과 종료 시점이 있고, 업무는 일시적인 활동으로 구성된다. 수행되는 일

․

련의 업무는 선 후 관계로 구성되어 있는 여러 활동이다(신경식 외, 2013). 봉사 활동 기간
은 길게는 2년, 짧게는 6개월 또는 1년이다. 계약은 시작점과 종료점이 명확하다. 특히, 단
원이 수행하는 업무 중 현장사업은 전형적인 프로젝트이다.
봉사단체는 큰 조직 내에 여러 개의 작은 조직이 있으며,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해 우선순
위를 정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조직이다(Bredillet et al., 2018). 봉사 활동 조직은
본부와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단원이 개인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국제협력단은 단원에게 현장사업과 협력활동을 수행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크래포드와 브리스(Crawford & Bryce, 2003)는 봉사 활동 시 프로젝트 관리의 특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첫째, 프로젝트는 사회개혁과 사람계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예
를 들면, 우물을 개발할 때에도 단순히 우물만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우물 개발을 통해 사회
개혁과 건강증진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둘째, 봉사기관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한다. 따
라서 사회적, 경제적 및 생태학적 이해관계자에게 엄격하게 규정된 보고를 요구한다. 끝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에서 지리적, 문화적 및 역사적 괴리가 발생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없는 사
회적 및 정치적 환경이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봉사조직의 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이러한 특
징을 고려한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다양한 직종이 파견되는 한국국제
협력단의 경우에는 파견 분야에 따라 상이한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도 있다.

2. 프로젝트 성과측정모델 분석 및 성공요인 분석
1) 프로젝트 성과측정모델 분석
성과측정 모델을 제시한 최근의 연구로 구영은 외(2016)는 성과요소와 분류에 대한 내용
을 제시하였다. 그들은 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의 봉사단체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
인정할 만한 성과요소와 지표를 보유하지 못하고 있어 객관적인 성과평가가 어렵다고 하였
다. 그들은 평가를 위해 봉사단원, 수원기관 및 파견기관 3가지 측면과 시기별로 단기, 중기
2) https://livelearn.ca/article/community-circles/5-types-of-volunteer-work (접속일 201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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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장기로 구분하였다. 구영은 외가 제시한 내용을 요약하면 2개의 축이다. 하나의 축은 봉
사단원을 하나의 기관으로 인식하는 기관의 축과 일정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실적을 평가하
는 시간의 축이다. 구영은 외가 제시한 성과요소는 기관의 누구와 시간의 언제를 바탕으로
성취된 결과만을 측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요소는 첫째, 어디서, 왜, 무엇을, 끝으
로 어떻게 하였는지에 대한 다양한 평가요소를 분명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다양
하게 발생할 수 있는 거시변수와 미시변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 성취물을 피상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끝으로 소요되는 인적 요소와 물적 요소를 구분하
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평가요소를 바탕으로 계획의 구체성까지 결여되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

구영은 최경화(2017)는 성과측정의 방법론이 통일된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프로

․

그램의 목적, 형태, 규모 및 예산 등에서의 차이라고 언급하였다. 구영은 최경화의 내용을
제시하기 전에 해덕과 데브레(Haddock & Devereux, 2015)의 연구를 봐야 한다. 왜냐하

․

면 구영은 최경화는 해덕과 데브레의 연구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성과측정 내용을 구체화하
였기 때문이다. 해덕과 데브레는 성과측정 기준으로 적절성, 실행성, 효율성, 비교가능성, 신
뢰성 및 객관성을 제시하였다. 해덕과 데브레는 Mapping 모형을 제시하여 지속가능개발목
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바탕으로 한 봉사 활동을 구체화 한 점이
높이 평가된다. 그러나 행동을 구체화하기 위해 여러 단계의 Mapping을 시도하여야 하는 문
제를 안고 있다. 또한, 행동을 구체화하였다고 할지라도 인적 요소와 물적 요소를 구체적으로

․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구영은 최경화의 연구에서 Mapping 모형을
이용하여 SDGs의 행동을 구체화 하는 것에는 기여하였으나, 인적 요소와 물적 요소에 대한
구체성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동시에 육하원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김은주(2019)는 메타평가모형을 바탕으로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에 대해 참여한 한국, 영국, 독일, 일본 및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가와 기관을 비교하였
다. 메타평가에 대해 박숙현(2011)은 평가에 대한 평가로서 재평가라고 규정하였다. 이 과정
에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왜?” 재평가를 실시하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결국 메타평가는 평
가 결과에 대해 최초 프로젝트 추진자가 추구하는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였는지의 여부를 재평
가하는 것이다. 즉, 평가에 대한 결과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최
초 프로젝트 추진자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종결하는 평가과정에서 계획이 평가측정기준
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계획의 구체성, 실행성 등 계획수립 시
다양한 요소가 누락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계획요소는 평가요소로 사용되어야 한다.
끝으로 임소진(2012)과 조정명(2013)은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의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파
트너십에 기반을 둔 성과관리를 공여국 비율로 측정하였다. 공여국 비율은 개발도상국 결과,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공여국의 수를 전체 공여국의 수로 나눈 것이다. 부산글로벌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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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 성과분석방법의 특징은 지표간 유기적 연관성이 있고 개발도상국과 공여국의 지원을 고
려하는 것이다. 따라서 누락된 요소는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우리만큼 많이 있다. 단순한 예
로 인적 요소 중에서 누가(Who) 참여하는가에 대한 문제만을 언급하여 보자. 공여국에서
참여하는 사람의 역량은 어느 정도인지, 참여하는 인원의 규모, 참여 기간, 역으로 수원국에
서 참여하는 사람의 인원, 기간, 참여하는 사람의 자질 등과 사항을 열거하지 못하고 있다.
또 다른 하나는 원조효과성 측정은 언급하였으나, 원조효율성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다. 이
를 볼 때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의 평가지표는 보완하여야 할 사항으로 육하원칙과 거시적,
미시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의사결정요소로 요약할 수 있다. 결국, 평가요소는 계획수립요소
와 일치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평가를 위해 새로운 업무 소요 발생으로 시간과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

2) 성공요인 분석
이효정(2019)은 식량지원 사업 사례에서 성과측정을 위해 식량의 가용성, 접근성, 안정성
및 활용성 4가지를 제시하였다. 가용성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적절성, 평균식량생산가치,
곡물, 근류(root crops)로부터 얻는 에너지 공급량의 비중, 평균 단백질 공급량 및 평균 동
물성 단백질 공급량 등을 제시하였다. 여기에 누락된 요소는 얼마나 짧은 기간동안, 언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얼마나 할 것인가에 대한 사항이다.
올슨(Olsson, 2006)은 프로젝트 관리의 유연성에 대해 언급을 하였다. 전략적 관리의 대
안이 아니라 전략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인식한다고 하였으나, 여기에 누락된 사항은 육하
원칙과 의사결정요소의 정도에 따라 유연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유연성은
전략적 관리의 대안이든, 전략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인식하는 관점이 아니라, 평가를 전제로
한 계획요소이다. 부언하면 유연성의 관점을 전략적 대안으로 또는 전략을 실현하는 수단으
로 규정하는 것은 유연성이 아니라 경직된 사고이다.
신경식 외(2013)는 제품개발 프로젝트 관점에서 성과측정요인으로 연구개발 프로세스와
프로젝트관리 지식영역의 성숙도가 높아야 제품개발 성과가 높다고 하였다. 이를 분석하면
연구개발 프로세스와 프로젝트관리 지식영역에 대해 또 다른 분석을 요구하고 있다. 요구되
는 분석 내용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에 대한 사항과 임무, 기관, 지역,
시간 등의 다양한 요소로 정의된다.
한지혜(2017)는 봉사단원이 현장사업 수행 시 성공요인에 대한 사항을 제시하면서 요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제시하며, 비교
적 타당성이 있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주장하는 요소가 요구와 문제로 한정되어 있
어 소요의 부분적인 내용만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왜, 언제, 누가, 방법, 얼마나 등의 육하
원칙과 의사결정요소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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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성과를 측정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의 범주로 구분
할 수 있다. 하나는 모델을 이용한 방법이며, 다른 하나는 성공요인을 바탕으로 성과를 측정
하는 방법이다. 먼저 모델을 이용한 성과측정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반면에 5W1H와 의사
결정요소를 누락시킬 가능성이 높다. 5W1H는 목적(Why), 인적 대상(Who), 시기(When),
방법(How), 장소(Where) 및 물적 대상(What)이며, 의사결정요소는 임무, 기관, 봉사단원,
지역, 시간 및 주민이다. 의사결정요소는 미시 및 거시적 요인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둘째, 대부분의 성공요인을 제시한 연구는 귀납적으로 규명된 결과를 제시하므로 비체계
적인 특징이 있으며, 일반화하여야 한다는 연구과제를 남기고 있다.

Ⅲ. 성과측정
1. 개념
성과측정의 다른 용어는 핵심성공요인(critical success factor, CSF), 가치 규명, 모니터
링 평가(monitoring and evaluation, M&E), 평가 및 시험이다. 평가는 관리과정론에서 관
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주요한 과정이다. 관리자는 의사결정자로서 업무를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행위자이다. 여기서 관리자는 영리조직이든, 비영리조직이든 최고의사결정자이며,
동시에 조직의 장을 의미한다. 최고의사결정자는 조직의 운영에 대해 적어도 두 가지의 책임
이 있다. 하나는 조직의 특정시점 및 일정 기간 동안 내부 이해관계자에 대해 보호할 책임이
다. 또, 다른 하나는 다수의 이해관계자에게 특정시점과 일정 기간에 대해 설명할 책임이다.
측정할 수 없다면 성장할 수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측정은 중요하다. 조직에서 수행하
는 성과측정에서 성과는 계획을 실행함으로써 얻어진 결과를 의미하고, 측정은 결과에 대해
다양하고 적정한 도구를 이용하여 평가하는 것이다. 평가를 위해 적정한 도구를 사용한다는
것은 마치 무게를 측정하기 위해 저울을 사용하고, 길이를 재기 위해서는 자를 사용하는 것
과 같은 것이다. 무게를 측정하고, 길이를 잰다는 것은 기준이 있다는 것과 수치 환산이 가능
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치로 환산한다는 것은 양적인 변화를 평가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질적인 변화는 양적인 내용으로 전환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질적 및 양적 변화를 모두 계획
에 기준을 두고 평가하는 행위가 성과측정이다.
평가기준은 개인이나 단체가 설정한 목표에 부합하여야 한다. 설정한 목표는 특정 개인보
다는 단체에서 더 구체화 되어야 하고 지방정부보다는 중앙정부에서 더 세밀하고 치밀해야
하며, 기저에는 기관의 철학과 이념이 존재해야 한다. 특히 비영리단체의 경우 자신의 철학
과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추상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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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동일한 철학과 목표를 둔 조직이라고 해도 성과를 측정하는 수단은 다를 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직을 수평적으로 비교할 때에는 동일한 척도를 적용하는 것이 요구된

․

다. 구영은 최경화(2017)의 연구는 SDGs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에는 지속가능개발목
표가 성과측정의 중요한 기준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평가에 포함되는 요소는 변함이
없어야 한다.
봉사 활동의 경우, 성과측정의 대상은 사람이 활동한 결과이다. 그에 대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을 구성하는 주체는 사람이다. 모든 조직은 업무를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어
업무가 없으면 조직도 없고, 조직이 없으면 공통된 목표를 수행하는 사람도 없다. 즉, 사람이
없으면 업무도 없고 조직도 없다. 둘째, 사람이 조직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평가기준은 시간,
비용, 인원이다. 동일한 시간에 어느 정도의 인원과 비용을 투입할 것인가, 동일한 비용으로
어느 정도의 시간과 인원을 투입할 것인가, 동일한 인원으로 어느 정도의 시간과 비용을 투
자할 것인가에 따라 조직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

2. 요소: 소요(Requirement)
1) 개요
모든 생물체는 존재의 이유가 있다. 존재의 이유는 용도와 용처가 있기 때문이고, 존재를
적재, 적소, 적시에 사용하면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봉사 활동의 관점에서 요구가 충족되
었다는 것은 수원국의 요구와 공여국의 요구가 일치하였다는 것이다. 일치의 결과를 평가해
보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도 희망, 요구 등의 필요성이 발생
할 수 있고, 발생한 필요 즉, 소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법론이 필요하다. 손병식(2013)은
소요를 방법론의 관점에서 제시하면서 체계공학(system engineering, SE)의 구성요소로서
의 소요(requirement)와 요구(needs)를 분리한 Defence Systems Management College
(DSMC, 1999)와는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필요를 종차적 개념에 적용하면 소요(所要, requirement)는 상위어휘가 되며, 하위 개념에는
관심사항, 기대사항, 고려사항, 수요(demand), 요구(needs; wants), 걱정, 예측(forecasting;
foresight; predicting), 대비(prepare), 준비(ready), 규칙, 규정 및 법(rules; regluation;
law), 능력(capability)판단, 불만(dissatisfaction), 변화, 갈등(conflict), 오차(error) 및
격차(gap) 등이 있다(손병식, 2013). 위의 용어에 대한 정의를 내려가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필요성을 판단하는 소요판단과정이라고 하였다.
소요는 시간적으로 미래라는 시점을 내포하고 있다. 필요성과 유사한 용어에는 수요가 있
다. 수요는 필요성, 즉 소요의 하위 개념으로 시간적으로 과거의 실태 또는 실적을 의미하며,
과거의 실상을 분석하여 미래를 예측한다. 이를 수요관리라고 한다. 그러나 어휘의 엄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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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에서 보면 소요관리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수요와 소요는 시차적인 관점에서 다른 개념
이며, 수요는 소요의 범위를 구성하는 하나의 하위 개념이므로 필요성을 충족하는 많은 개념
을 포함하지 못한다. 단지 수요는 과거의 많은 현상 중의 하나인 수요실적을 제시하는 것에
불과하다. 수요실적은 유효수요를 반영하고 있으므로 많은 정보가 누락되어 있다. 구체적으
로 누락된 정보는 사용자 및 내부 사용자의 불만, 문제, 능력판단 여부 등은 직접적으로 표현
되지 않는다. 상기 정보를 보완할 만한 도구는 사용자에게 설문 및 의견을 구하는 방법이
있다.
소요에 대한 사항은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여 분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소요를 구성하
는 많은 개념을 적용하고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도구를 선택하여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
를 들면, 비넨디크(Binnendijk, 2000)가 제시하는 결과기반관리(Results Based Manage-

․

ment, RBM) 방법론이다. 이외에도 구영은 최경화(2017)는 비용효과성 접근(cost effect
approach), 모니터링과 평가이론(M&E), 전반적 논리모형(general logical framework),
삼각측량법 및 SDGs와 연계된 연계(mapping) 모델 등을 요약하여 제시한 바 있다.
결과기반관리는 성과측정을 위해 수요 정보에 집중하고, 조직의 목표나 목적에 중점을 두
고 있다. 목표나 목적에 중점을 둔 평가기준은 고려할 만한 사항이다. 그러나 목표나 목적을
지지하는 요소가 매우 다양하며 육하원칙과 의사결정요소를 제시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 비
용효과성 접근은 자원봉사특성을 고려할 때 적절한 도구는 아니라고 여긴다. 모니터링과 평
가이론은 평가를 위한 다양한 필요성에 대한 문제, 요구 등 소요요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특정 사업에 맞춤형으로 제시되지 못한다. 전반적 논리모형은 질문과 지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특정 사업에 맞춤형으로 제시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획에 대한 평가를 하
는 것보다는 과정에 대한 평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삼각측량법에서 삼은 셋을 의미하고, 삼
각은 기관을 의미하므로 봉사의 공여기관, 수여기관 및 단원이다. 그러나 삼각의 주체(Who)
를 의미하지만 주체가 수행하여야 할 다양한 질문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어 체계적이지 못하
다는 단점이 있다.
앞서 언급한 측정 방법과 도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결과를 바탕으로 측정 도구를
선택하면 성과를 제대로 측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계획 수립 시 평가
에 필요한 요소를 검토하는 행위는 평가체계를 구축하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 평가체계의
구축은 계획요소와 평가요소가 일치할 때 조직의 목표 및 목적을 달성하였는지의 여부를 측
정하게 되어 평가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소요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누가, 언제, 어디서,
왜, 무엇을, 어떻게와 같은 육하원칙이다. 둘째, 의사결정요소로 목표, 봉사단원, 기후, 기간
(시간) 등이다. 육하원칙과 의사결정요소를 바탕으로 최고의사결정자는 가능한 적은 인원과
비용, 가능한 짧은 기간에 목적 달성 가능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상기 내용을 <그림 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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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할 수 있다.

2) 육하원칙
(1) 왜: 조직 및 업무의 필요성
사람의 요구는 무한한데 이를 충족할 자원은 제한적이다. 유한한 자원이 소요 발생의 근본
원인이다. 필요를 느끼는 사람은 항상 더 좋은 것을 추구하므로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 효과
적으로 배분할 필요가 있다. 동일한 자원을 투자하여 최대의 성과를 창출하려는 관리자의
노력은 당연하다. 많은 이해관계자는 관리자에게 자원을 얼마나 효과적, 효율적 및 생산적으
로 사용하는지에 대한 현명한 판단을 요구한다. 영리조직은 관리자에게 현명한 의사결정을
요구하며, 공공조직은 오히려 요구 정도가 더 높다. 따라서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
해 조직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 즉 ‘왜’를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에 대한 필요성은 수치
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조직의 가치에 대한 문제를 설명하는 것이다.
왜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원회와 같은 임시조직의 구성이 필요하다. 임시조직이 필
요한 이유는 설립될 조직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위원회는 조직에 대한 당위론적, 존재론적인 철학적 질문에 답을 해야 한다. 왜에 대한 선명
한 답은 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조직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해결해
줄 수 있다. 동시에 조직의 구성원은 왜라는 철학적 의문을 달성하기 위해 하위목표를 세우
고, 긍정적, 적극적 행위의 동기가 유발된다. 결과적으로 하위목표 달성을 통해 조직을 구성

<그림 1> 소요판단요소

소요판단요소

육하원칙(5W1H)

의사결정요소

왜(Why): 이유

MI: 임무

무엇(What): 대상

DE: 기관

언제(When): 시기

VO: 봉사단원

어디서(where): 장소

T: 지역

누가(Who): 대상

T: 시간

어떻게(How): 방법

LO: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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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고 했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위원회가 필요한 또 다른 이유는 왜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파생적인 문제

․

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 예를 들면, 조직의 규모에 대한 결정, 상 하 관계 및 지위에
대한 사항, 타 조직과의 관계 설정, 본부, 사무소 및 공장의 지리적 위치, 필요한 사무용품,
인적 자원의 수준, 사무실의 형태와 배치 같은 내용이다. 왜라는 질문에 적절한 답을 할 수
없다면 조직이 구성된 다음에도 지속적인 갈등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육하원칙의 검토 과
정을 거치면서 명확하고 분명한 조직의 철학적 질문에 대해 합리적이고 타당한 결론을 도출
하여야 한다.

(2) 무엇: 문제
① 개요
수원국의 요구와 공여국의 요구가 일치할 때 조직의 목표가 달성된다. 양국의 요구가 일치
한다는 것은 이상적이며 현실에서는 양자 간의 불일치가 발생한다. 발생하는 불일치는 오차
이다. 오차는 다양한 형태로 발현된다. 오차 발생의 구체적 예는 갈등, 문제, 오해, 다양한
부분에서 양자의 의견 차이, 끝으로 변화의 필요성 등이며, 이러한 요소의 발견은 성과측정
에서 찾을 수 있다.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에 맞게 만들어진 성과측정 방법은 목적, 시기 및
대상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면, 기업은 이익을 획득하는데 바탕을 두고, 수익과 비용을 비교
하는 재무적 관점에서 성과를 측정한다(이재식, 2009). 군의 업무 중 군수(logistics)를 구성
하는 다양한 기능에 대해 성과를 측정하는 척도와 모든 기능을 물품의 흐름을 추적하는 회계
적 관점에서 성과를 측정한다(손병식, 2013; 손병식 2016). 학교에는 학생의 성장 발달에
핵심을 둔 과정중심평가와 결과중심평가가 있다(신혜진, 2107). 환경에서는 오염 정도를 평
가하는데, 대상에 따라 평가 방법이 다르다. 수질은 탁도, 대기는 오염물질입자의 크기
(particulate matter, PM), 토양은 흙에 포함된 불순물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손
병식, 2020). 또, ODA의 식량안보 관점 연구에서 지속가능개발목표의 측정지표로 가용성,
접근성, 안정성 및 활용성으로 제시하였다(이효정, 2019). 끝으로, 해외봉사 성과측정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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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구영은 최경화(2017)는 적절성, 현실성, 비교가능성, 신뢰성 및 객관성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측정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 측정 기준은 다르며, 선정된 요소 또한 다르다.
성과를 측정하는 일은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첫째, 무엇인가를 문제로 인식한
다는 것은 기준이 있다는 것이고, 기준이 있다는 것은 해결책이 있음을 의미한다. 기준은 평
가의 단초를 제공하고, 측정은 기준치를 초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기준치를 확인하거나
만드는 행위는 방법론이다. 둘째,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원인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원인으로 증상이 나타나며, 전문가는 경험과 과학적인 도구를 사용하여 원인과 증상을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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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도구를 사용한다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방법론의 영역이다.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고 해결을 위해 원인과 증상을 찾는 방법론이 필요하다.
② 방법론
방법론은 일반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찾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해결해야 할 문제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으므로 대안을 찾을 때는 사람을 고려해야 한다. 따
라서 사람과 관계가 있는 문제를 해결할 때는 만족과 불만족을 측정할 수 있다. 만족한다고
불만족이 없지 않고, 불만족이 없다고 만족이 높다는 의미는 아니다(Alshmemri et al.,
2017). 이와 같은 명제를 탐색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예를 들면, 최고경영자에 의한 현장경
험(Management By Working Around, MBWA), 현지조사, 설문, 면접, 통계 방법을 이용
한 보고서 등으로부터 만족과 불만족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박숙현, 2011; Tucker &
Singer, 2013).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은 환경문제와 경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가 다르듯이 분야마다 해결방법이 다르다. 경영학적 관점에서 문제를 인식하는 방법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경영학적 관점에서 먼저 기초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은 공여국에서 현지조사, 설문(의견수

․

렴 포함), 모니터링(monitering) 등이 있다. 이들 방법은 정성적 방법으로 중 장기적인 전
략을 수립하는데 적합한 방법이다. 둘째, 수요예측이다. 수요예측은 공여국뿐만 아니라 수원
국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수요예측은 정성적, 정량적 방법이 있는데 정
성적 방법은 단원에 의한 수요평가, 집행부 판단기법, 전문가나 많은 이해관계자를 통해 분
석하는 델파이(delphi) 기법, 역사적 투사법, 두뇌선풍법(brainstorming) 및 인과방법
(cause and effect 또는 fish-born digram) 등이 있다. 정량적 방법은 이동평균법, 가중이
동평균법, 계획변경인수방법, 추세조정지수평활법 및 최소자승법 등이 있다. 뿐만 아니라 장
기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자료 수집과 단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이 다르
게 적용된다.
셋째, 수원국의 현실태를 파악하는 방법은 품질기능전개(Quality Function Development,
QFD) 및 격차분석(gap analysis) 등이 있으며, 공여국과 수원국의 현상진단을 위한 방법에
는 Strength Weak Opportunity Treat(SWOT) 분석 등이 있다. SWOT 분석은 공여국간
의 전략을 수립할 때 사용이 가능하다. SWOT 분석은 KOICA에서 환경사업을 평가하기 위
해 사용했던 방법이다(이택근, 2007). 이렇게 볼 때 KOICA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경영학적
관점의 도구를 차용한다고 하더라도 논리적 비약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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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언제: 시기
① 개요
많은 사람이 모든 일은 때가 있다고 언급한다. 문제를 인식하는 것 역시 동일하게 적용된
다. 문제를 인식하고 처방이 내려져 행동으로 이행되기까지는 일정 시간이 경과해야 한다.
문제가 발생해도 즉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문제가 발생한 후 바로 인식하지 못
하면 인식시차가 발생한다. 그래서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에 내려질 처방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므로 결정 시차가 발생한다. 결정 시차 이후에 자원이 투입되므로 일정 시간이 경과
한 후 효과가 발생하는데 이것을 처방 시차라고 한다.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사전에 판단하는 시간을 낙관시간, 최빈시간 및 비관시간 3가지로

․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낙관시간은 특정 업무의 선 후 관계를 살피면서 진행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며, 가장 적게 걸린 시간이다. 둘째, 최빈시간은 특정업무를 수행하는데 평균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이다. 끝으로, 비관시간은 특정 업무를 진행하는데 가장 오래 그리고 많이 걸
리는 시간이다. 의사결정자의 관심은 비관시간을 단축하는데 있다. 따라서 프로젝트 관리자
는 비관시간에서 발생하는 장애 요인을 제거하는데 집중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자원
즉 시간, 인력 및 원자재를 투입하여 시간을 최빈시간에 맞추어야 한다. 시간은 성과를 측정
할 때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② 방법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을 사전에 측정하는 방법으로 1958년 바차트(bar
chart 또는 Gantt chart)가 개발되었다. 바차트는 조직의 구성원들과 주어진 시간 내에 의
사소통을 하기 위해 개발하였다. 그러나 이 방법의 단점은 프로젝트 내에서 하나의 작업이
다른 작업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이다(Joseph, 2012). 이를 해결하기 위해

․

작업의 선 후관계를 정립하여 가장 길게 소요되는 비관시간을 기준으로 프로젝트 완성시간
을 설정하는 퍼트씨피엠(pert/cpm)이 개발되었다. 이외에도 퍼트타임(pert/time)과 퍼트
코스트(pert/cost) 같은 방법이 있다(Williams, 2008).

(4) 어디서: 장소
해외봉사단 단원은 53개국에 걸쳐 2천여 명이 있다.3) 단원 활동에 대한 평가기준은 지역
에 따라 달라야 한다. 왜냐하면 봉사단원이 활동하는 지역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지
역의 상황 중 기후가 다른 것이 가장 주요한 영향요인 중 하나이다. 동일한 시간이라도 지역
3) KOICA. (2018). “2019년 코이카 현황”, https://kov.koica.go.kr/business/status/dispatch.koica (접
속일 201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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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기온이 다르다. 동남 아시아의 경우, 더운 날씨로 걷는 것이 불가능해 주로 오토바이
로 이동을 한다. 따라서 이동시간에 대한 측정을 하더라도 지역에 따른 고려가 필요하다.
단원들의 활동에 대해 SDGs를 동일한 척도로 평가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평가결과
에 대한 해석은 장소 요인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신뢰성이 확보된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다. 운동 경기의 팀을 나누는데 평균 연령이 30세가 되도록 4명의 선수를
배치한다고 가정하자. 여러 조합이 있을 수 있으나 A팀은 47세, 13세 남자로 구성하고, B팀
은 29세, 31세 남자로 구성할 경우 평균 연령이 30세가 되어 수치상의 문제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조합으로 경기를 치를 경우 A팀이 패배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자원의 배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합리적인 평가를 위해 전제되어야 할 사항은 단원이
활동하는 지역에 대한 고려이다.
평가는 조직을 평가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단원 개인에 대한 평가의 총합이다. 따라서 단원
이 활동하고 있는 지역의 지리적 특성, 특히 문화적, 사회적, 역사적, 종교적 및 정치적 특성
을 고려해 평가해야 한다. 따라서 SDGs를 동일한 척도로 평가할 때에도 지역적 특성을 반영
하는 것이 필요하다.

(5) 사람: 대상
봉사의 대상은 사람이며, 봉사를 하는 주체 역시 사람이다. 공여국의 사람은 봉사자이고,
수원국의 사람은 피봉사자이다. 봉사자와 피봉사자의 자질을 평가하는 것에 소극적인 경우가
있는데, 봉사자와 피봉사자 사이의 갈등으로 업무수행결과가 저조할 수 있다(한지혜, 2017).

․

심지어 봉사자가 중도 포기하고 귀국하는 사례가 있다(김영우, 2013; 윤연 이옥철, 2018).
따라서 공여국의 봉사자와 수원국의 피봉사자 간의 인적 자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여국에서 선발된 사람의 역량에 대한 연구에서 많은 연구자는 인구통계학적 요인이 영
향을 끼친다고 한다(성민정, 2006; 양미애, 2016). 인구통계학적 요인은 나이, 경험, 지식,
종교 및 신체적 특징 등으로 특히, 지식은 현지어에 대한 지식, 직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

직 간접관련 지식 등이다.
다음은 전문가의 필요성이다. 전문가는 문제에 대한 원인을 정확히 찾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예를 들면, 배가 아파 병원을 방문한 환자에게 의사는 몇 가지 검사를
시행한 후 장염이라는 진단을 내리고 처방을 하였다. 그러나 장염으로 진단을 받았던 환자는
며칠후에 사망하였다. 이 환자의 사망 이유는 충수염이었다. 위의 현상은 의사의 전문성 부
족으로 쉽게 회복할 수 있는 환자가 사망을 한 것이다. 이와 같이 진행되는 문제에 대한 원인
을 찾아 해결할 능력을 가진 사람이 전문가이다. 인체 현상이든 사회적 현상이든 어떤 현상
이나 문제가 발생하면 이해관계자들의 여론이 형성된다. 여론에 대한 현상을 분석하는 것이
소요분석이다. 소요를 분석하는 방법은 관리적 방법, 공학적 방법 및 의학적 방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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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를 분석하기 위해 해당 분야 전문가가 개입하면 원인과 현상을 분리하여 진단하고 해결
책을 제시한다.

(6) 어떻게: 방법론
“어떻게”라는 방법에 대해 언급하기 전에 얼마나, 즉 수량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수량을
정확히 알 수 있으면 문제 해결이 용이해진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유형의 질문이 있어야
한다. 얼마나 긴 기간인가, 얼마나 추운가, 얼마나 비가 내리는가, 얼마나 많은 인력이 필요
한가와 같은 질문이다. 그 과정에서 정확한 측정기준을 적용하면 수량을 확실히 알 수 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현장을 많이 경험한 사람일수록 정확하고 분명하다. 그러나 경험만
을 내세울 경우 과학적인 분석 능력의 저하로 잘못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3) 의사결정요소
의사결정자는 현명한 의사결정을 위한 목표, 임무, 가능한 시간, 기후를 포함한 지형, 피봉
사자에 대한 의식과 같은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상기 언급된 요소를 의사결정요소라고
하고, 의사결정요소를 선정하고 중요도를 고려하여 의사결정에 포함하여야 한다. 의사결정
요소는 정량적, 정성적 접근이 필요하다. 정량적, 정성적 접근방법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 과
학적인 분석능력이 요구된다. 상기 요소는 의사결정 기준임과 동시에 성과측정요인이 되는
것이다.

(1) 성과측정 요인
많은 연구자들은 성과측정 요인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시한다. 유연성, 능률성, 효과성
등이다(Crawford & Bryce, 2003; Olsson, 2006). 경영학적 관점에서 제시한 성과측정 요
인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였다. 전통적으로 경영의 성과측정은 회계에 기반하였다. 1950년대
부터 1980년대까지는 회계기반 성과측정 방식에서 시장점유율, 생산성, 종업원의 태도 그리
고 공공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으로 중점이 이동하였다. 특히, 1970년부터 1980년
대까지는 품질혁신이 가장 주도적인 평가요인이 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품질을 기준으
로 성과측정을 하였으며, 그 기준은 결함율(part per million, PPM 또는 6 sigma), 반응시
간, 정시배송률 및 납품기간의 일관성 등이다. 끝으로, 1990년대에는 정보기술을 바탕으로
한 고객만족이 중요한 요인으로 부상하면서 재무적 측정요인에서 비재무적 측정요소로 확대
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균형성과지표(blance score card, BSC)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앞
서 제시한 회계를 바탕으로 한 성과측정이 재조명되고 있다(신경식 외, 2013; Eccles,
1991; Kaplan, 2010). 따라서 최근에는 회계적 측정요인을 바탕으로 한 생산성, 품질 등의
요인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평가라는 행위가 어떠한 형태로든 금전과 통계를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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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한 평가이므로 숫자가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모든 평가는 숫자로 제시되

․

어야 한다. 숫자이어야 검증능력과 일관성이 있으므로 내 외부의 이해관계자 집단에게 설
득력이 있다.

(2) MIDEVOT-TLO
미 육군 야전교범 100-5의 작전(operation)은 계획을 수립할 때 사용하는 요소로 METT-T
요소 5개를 제시하였다(Headquarters, 1993). 5개의 요소는 임무(mission)의 M, 적
(enemy)의 E, 군대(troops)의 T, 지역(terrain)의 T, 시간(time)의 T이다. 지역 T에서 기후
를 포함하고 있다. 이후에 시기는 분명하지 않지만 미 육군은 METT-T에 시민(civil
considerations)의 C를 포함하여 METT-TC로 확대하였다(Headquarters, 2015). 6개의
요소를 의사결정 단계에서 고려해야 하는 요소로 제시하였다(Headquarters, 2019). C를
포함한 이유는 현지 주민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작전 성공에 주요한 요인임을 파악
했기 때문이다. METT-TC의 핵심은 작전의 성공을 위해 물적 및 인적 자원의 지속적인 지
원을 달성하는 데 있다.
METT-TC를 지속지원관점에서 본다면 SDGs에서 추구하는 지속성의 의미가 완전하게 일
치하지는 않으나,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군 작전과 봉사단원의 활동은 달
성해야 할 뚜렷한 목표와 한정된 시간이 있다. 둘째, 군 작전과 봉사단원의 활동은 일시에
대량의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집중력있게 활용하여 목표를 달성한다. 셋째, 군 작전에서의 갈
등이 명시적 갈등이라면 봉사 활동에서 겪는 갈등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 갈등이 내재한다(한
지혜, 2017). 넷째, 군 작전과 봉사 활동은 상대와의 관계를 고려하지만, 동시에 제3의 거시
적 변수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 거시적 변수는 기후, 수원국의 상황, 즉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역사, 관습, 민도, 관행 및 지역 주민 등이다. 이렇다고 미시적 변수를 도외시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기관의 특성, 조직문화 및 기관의 구성원의 특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상기와 같은 사항을 염두에 두고 METT-TC를 봉사단체 현실에 맞게 수정하면 다음과 같
다. 먼저, 임무(mission)는 단순한 임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임무에는 명시된 임무와
함축된 임무, 재기술된 임무, 필수과업 등이 있으며, 임무를 달성하는데 제약이 발생하는 사
항 등 다양한 사항이 제시된다. 둘째, 군 작전은 적대적 관계를 바탕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에 비해 봉사 활동은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협력적 관계(partnership)를 전제로 수행한다.
협력적 관계란 공여국과 수원국이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추구하는 목표 이익을 달성하기 위
해 시간, 인원 및 자재 등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관계이다. 따라서 봉사 활동에서 적
(enemy)이라는 용어는 적절하지 않으므로 수요자(demander; 수원국 또는 공여국)로 상황
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한다. 상기와 같이 협력적 관계를 바탕으로 수행되는 관계임에도 불구
하고, 수원국과 공여국의 장점과 약점, 최근의 활동 사항, 문화, 정치, 경제, 사회, 역사,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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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 민도 및 지역 주민의 성향 등을 분석해야 한다. 셋째, 군대는 군에서 사용하는 의사결정
요인으로 봉사단체에서 사용하기에 적절한 용어가 아니므로 봉사단체의 주체인 봉사단원
(volunteer)으로 개칭한다. 봉사단원은 봉사 활동의 주체로 인구통계학적 변수가 봉사단원
활동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성민정, 2006; 조휘일, 1991). 넷째, 봉
사단원이 활동하는 지역(territory)과 기후(weather)이다. 지역요인에서 필수적인 사항은 기
후이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의 하나가 기후이다. 기후는 사람
의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다섯째, 시간(time)이다.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용가능시간과
사용불가능시간으로부터 준비, 수행, 검사, 이동, 전개, 행정소요, 순수임무수행 등을 위한
시간까지 다양하게 구분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끝으로, 지역주민(local-civil)이다. 지역주민
은 새로운 것에 대한 옹호론자와 반대론자가 있으며 관습에 역행하는 일에 대한 거부감을
표시하는 행위, 계약 시 독특한 관습을 제시하는 행위 등 예상하지 못한 반응을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기 요소를 바탕으로 봉사 활동에 적합한 의사결정요소의 대문자 표현은
MIDEVOTTLO이다.

3. 요소통합
1) 36매트릭스
육하원칙(5W1H)과 미군에서 제시한 METT-TC를 결합하여 5W1HMETT-TC를 바탕으
로 소요판단요소를 제시하였다(손병식, 2013). 프로젝트가 완성된 후에는 계획 시 결정한
소요판단요소를 바탕으로 성과를 측정한다. 결국, 성과측정이란 계획 시 제기된 내용을 얼마
나 잘 수행했는지를 반추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육하원칙과 METT-TC를 결합하면 매트릭
스를 만들 수 있다. 매트릭스에 채워질 내용은 의사결정의 결과가 아니라,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질문이다. 질문사항은 문제, 요구조건, 요구사항, 바람, 희망, 규정에서 필수적으로 반
영되어야 할 사항이 포함된다. 이 모든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 행위를 소요판단이라고 한다면
이를 구성하는 질문사항은 소요판단요소이다. 소요판단요소는 공여국의 소요판단요소와 수
원국의 소요판단요소를 동시에 고려하여야 하고, 소요판단과정에서 누락되는 소요판단요소
가 없어야 한다.

․

구체적으로 보면 소요판단요소에는 질 양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질적인 요소는 왜, 누
가, 어디서, 무엇을 등이지만, 어떻게는 양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소요판단은

․

질적인 요소와 양적인 요소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질 양적 요소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왜’에 대한 사항은 철학적 질문에 답을 해야 할 사항이다. 그러나 ‘어떻게’
에서 ‘얼마나 많이’라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사람은 몇 명을 투입하고 물적 자원은 몇 톤
(ton), 몇 킬로그램(kg)을 투입할 것인지와 같은 구체적인 수량을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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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은 질적 요소를 의미하므로 인적 자원이 필요한 경우 어떤 사람(who)을 투입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인구통계학적 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상기 요소를 고려한 사항을 문장으로
만든다면 “어떤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어떤 자질, 역량, 능력을 갖춘 사람 몇 명이 필요하
다.”이다. 소요판단요소 중 육하원칙은 Why(목적), Who(누가) 및 How many(몇 명)이다.
상기 내용을 반영하여 봉사 활동 조직에 맞춘 요소로 5W1H-MIDEVOT-TLO를 제시한
다. 5W1H-MIDEVOT-TLO는 소요기반 성과측정 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육하원칙과 의사
결정요소를 고려하여 작성된 표를 소요판단매트릭스로 지칭한다. 그러나 6개의 육하원칙과
6개의 의사결정요소(MIDEVOT-TLO)를 이용하면(6×6) 36칸이 되므로 36매트릭스라고
지칭하고 <표 1>로 제시한다.

2) 소요판단기술서
(1) 개요
36매트릭스는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합리적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더 강화하기 위해
합리적 기준을 합법적 기준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강화를 위한 도구가 소요판단기술서
(Requirement Statement, RS)이다. 소요판단기술서는 작성자가 명시되고, 최고의사결정

<표 1> 36매트릭스
정성적 / 정량적 요인
MIDEVOT
지역, 기후
임무
수원국
봉사단원
-TLO
(Territory,
(Mission) (Demander) (Volunteer)
5W1H
weather)

정성적
분석

지원해야
정치 경제
인적소요판단
하는 이유
문화, 관습

왜

조직 사명 등

누가

임무적합자

언제

인원선발 수용가능시기
선발 시기
파견시기 등 착수시기 등

누가 지원

적합자
선발 기준

어디서

수행지역

수행지역

파견지역

무엇을

장비, 물자

지원사항

업무수행내용

어떻게

달성방법

경험여부
신체능력
연중, 월중
기온, 바람

시간
(Time)

지역주민
(Local-civil)

목표달성
여부확인

갈등예방
갈등해소

확인, 검토
대표자, 단원
회의 시간
계절, 월
요일 등

갈등
전, 중 후

수행지여 및
착수시기
인근지역

수원국,
공여국 등

예방책

인도시기
장비, 물자 등
정비시기

수(Quantity)
바람의 세기
교육방법 등
거리 등 협상, 담판 등
질(Quality)
강수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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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포함한 회의체를 통해 결정된다. 결정된 소요판단기술서는 특정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최고의 계획문서이자 프로젝트 진행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 되는 문서가 되므로 제시된
내용에서 벗어나는 의사결정은 안된다. 소요판단기술서는 프로젝트를 주관하는 공여국의 내
부만이 가질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수원국과 공동으로 작성할 수 있다. 공동으로 작성
된 문서는 법적 효력을 가지고, 변경이 필요한 중대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만 합의 하에 변경
할 수 있다.

(2) 작성원칙 및 방법
소요판단기술서를 누구나 쉽게 수정한다면 원칙이 흔들린다. 원칙이 흔들린다는 것은 조
직의 방향 즉, 프로젝트가 방향성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또한, 현실을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
하여 작성된 문서가 충실하게 미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수정
의 제한성이 있어야 한다. 단, 프로젝트의 수정이 불가피한 중대한 사태, 즉 천재지변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수정이 필요하다. 이때는 새로운 소요판단요소로부터 만들어 놓고
소요판단기술서를 작성해야 하므로 사실상 새로운 프로젝트가 된다. 이런 사항 외에는 수정
하는 것을 삼가해야 한다.
소요판단기술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방법론이 포함되어야 한다.
작성방법은 범위형, 오차형, ∼이상 ∼이하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범위형은 프로젝트
를 완성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중에서 낙관시간과 비관시간을 적용하여 최상의 상태와 최악
의 상태를 기록하는 것이다. 둘째, 오차형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원부자재의 품질
검사를 위해 사용하는 개념으로 허용오차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의 구체적인 표현은 (±)이
다. 셋째, 기술형은 숫자로 표시하거나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예를 들면,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사람을 기술할 때 사람을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끝으로, 기타 사항은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자연환경, 즉 기후, 지형
및 토질과 같은 사항이다. 상기 사항을 <표 2>로 요약할 수 있다.

3) 36매트릭스 적용시 한계점
모든 평가의 척도는 계획을 수립할 때 설정하였던 기준으로 환류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소요판단을 위한 36매트릭스를 이용하여 요소를 개발하는 것은 성과를 측정하는데 주요한

․

과정이 된다. 36매트릭스의 장 단점을 언급하기 이전에 36매트릭스를 사용하기 위한 가상

․

의 사례를 제시하고, 사례를 바탕으로 전제사항을 제시한 후에 장 단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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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소요판단기술서 작성(예)
질적 요인

양적 요인

소요판단요소

소요판단기술서

소요판단요소

소요판단기술서

왜(이유)

철학적 질문, 당위성

어떻게(방법)

질적/양적, 장기/단기

무엇
(물적 대상)

장비, 물자, 사람

얼마나 많이(수, 양)

사람, 장비, 물자
문제 인식을 위한
연구 방법론 적용

누가
(인적 대상)

인적구성요소

질적양적 평가요인
- 경험, 수요인원 등

언제
(시기)

계절, 시간, 우기, 건기

얼마나 넓게, 좁게
강우량, 강설량,
∼부터 ∼까지

어디서
(장소)

지역, 지방, 도시

얼마나 길게, 짧게
인구수, 넓이,

연구방법론 적용 분석
(과학적 도구)

(1) 가상사례
① 한글날 협력활동
가상의 사례를 통해 36매트릭스를 알아보자. 사례는 KOICA 단원에게 주어진 활동 중의
하나로 협력활동이다. 10월 9일 한글날을 맞이하여 봉사하고 있는 기관에서 협력활동을 하
고자 한다. 협력활동의 목적은 “잠재하고 있는 한글 수요를 발굴하고, 한글의 우수성을 확산
하는데 있다.” 단원은 목적 달성을 위한 준비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다. 다양한 요소 중에서
“누가(who)”에 대한 사항을 고려한 36매트릭스를 작성하여 필요한 준비 물품중 “안내장” 소
요를 판단하고자 한다. 여기서 안내장은 실제 안내장을 의미하는 것 이상의 안내장이므로
안내장을 하나의 시스템을 구입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안내장에 대한 소요판단의 예시
목표는 안내장의 수량, 작성 문구 및 인쇄 장소 등을 36매트릭스에 제시하는 데 있다. 36매
트릭스는 <그림 2>와 같다.
협력활동 종료 후 평가에 대한 분석은 요소에 따라, 척도에 따라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다.
척도는 명목, 서열, 등간 및 비율 분석이다. 따라서 단순하게 목적 달성 여부에 대한 공여국
의 효과성을 분석하는데 그치지 않고 효율성, 경제성, 타당성 등의 분석이 가능하며, 분석을
바탕으로 협력활동의 대안을 찾는 것 또한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Mapping 논리모형과 유
사한 형태를 띠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Mapping 논리모형은 프로젝
트 절차에 systemetic 접근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이해 비해 소요판단기술서로 표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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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한글날 협력활동 - 안내장 36매트릭스(누가) “예”
판단
요소

누가

소요기술내용

참석 인원

∙참가자
- 총장님
- KOICA 사무소장
- 학생, 관련 교수
- 학교 관계자
(학부장, 행정직원)
- 지역주민
- 한국교민
- 장애인

∙목표인원파악
∙학교총장님참석
(이동계획, 사진사
일일시간계획 반영,
촬영기사,
수행원, 좌석배치,
영접계획, 영접자
선정 등)
∙학생수 파악
- 학교관계자
참석인원파악

필요물자

필요량

∙한글날 홍보
초청장 준비
∙안내장 발송
(연락처 파악)
∙준비물
양국 국기,
애국가,
탁자, 의자,
방석, 휘장,
마이크, 컴퓨터
물(차), 단상,
환영사 등

물품 준비 담당자

∙초청장: 20장
∙학교: 코워커
∙안내장: 500장
- 비서실,
∙양국국기: 2장
선호하는 차,
∙양국국가: 2곡
학교휘장,
∙유리덮개가 있는
시간계획 환영사
탁자: 3개
- 학교관계자
∙등밪이 의자: 12개
국기, 국가, 방송실,
∙방석: 12개
마이크, 컴퓨터,
∙찻잔: 12개
단상, 찻잔, 탁자,
∙물: 600병
의자, 방석
∙차(Tea): 커피, 녹차 ∙KOICA: 단원
∙마이크: 4개
- 물품준비: 인쇄사
∙컴퓨터: 2대
초청장, 환영사
(예비: 노트북 1대)
* 안내장
∙환영사: 3분 내외
안내장
고려사항
누가

임무

인쇄
물을
통한
한국어
잠재
수요
개발에
기여
토록
작성

→ 봉사단원

∙초청장 담당
인력의 특성
-행사경험
유무
- 나이
- 과거경력
- 통계적
능력
- 회계능력
* 안내장
담당자 선정

→

수원국

∙국가의 특성
- 위도, 경도
- 지형 등
∙일반적 특성
- 대학교 여학생
- 성격
- 한류가수에
대한 선호도
- 한국 음식 선호도
- 색상의 선호도
- 한복 선호 여부
- 참여자가 좋아하는
글씨체
- 잘 사용하는 문구
* 인쇄내용결정
(특성반영)
∙예상참여인원
* 인쇄부수 결정

→ 기 후(지역)

∙행사당일
날씨 확인
- 평년기온
- 비올 확률
→ 기상청 확인
∙지역의 특성
- 생산물
- 산업분포
- 소득분포
- 인구분포
- 기관분포
- 주소득원 등
- 생산 능력,
- 생산시설 등
* “종이 질” 판단

→

시 간

∙인쇄소 탐색: 4주 전
→ 탐색요소(지역주민 확인)
∙초청장
- 행정소요시간, 생산소요시간
납품가능확인
∙인쇄물 사용 가용시간
- 집중사용시간: 2시간
- 일반적 사용시간
→ 행사 진행 시간 동안
∙인쇄요청시간: 비간시간판단
- 판단방법: Gantt Chart,
PERT/CPM
- 판단요소
→ 인쇄의뢰일, 인쇄완료일
- 대금 지불일 인쇄배송일
∙학과장 회의시(3주 전 회의시)
- 한글날 참석 요청 건의
→ 사전인원파악(학과장 의뢰)
* 인쇄 부수 결정 및
계약시점확인

→

∙상거래 관행 탐색
- 계약관행
- 대금지불조건
- 납기준수 여부
∙인쇄업체
사전조사
- 평판
- 인쇄업체 수
- 인쇄업체별
납품능력 평가
* 인쇄업체선정

PERT, program evaluation and review technique; CPM, critical path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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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RBPM 모델은 육하원칙과 의사결정요소를 기반으로 하였다. 육하원칙과 의사결정요소를 위
해 다양한 의사결정방법론을 적용할 수 있다. 예에서 보듯이 개인별, 업무별 책임소재가 분
명하다. 최고의사결정자는 개인별 업무에 대한 통제가 용이하다. 또한, 여기에 업무별 사업추
진 일정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시간차감법(time phase)을 사용하는 자재소요계획법(Material
Requirement Planing, MRP), 시간을 계획하는 사업관리기법(Program Evaluation
Review Technique, PERT)과 일정을 조율하는 간트차트(Gantt chart)를 적용하여 추진할
업무의 성격에 따라 시간, 인원 및 비용을 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2) 전제 사항
한글날 행사에 대한 협력활동을 예로 들었다. 36매트릭스를 적용하는 사용자는 해당 분
야에 대한 풍부한 경륜의 소유자이어야 한다. 여기서 경륜은 지식과 경험을 포함하고 있
다. 경험은 미시와 거시를 포함하고, 단순한 경험이 아니라 지식 역시 경험의 한 요소로
포함된다. 소요는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것이므로 과거의 수요를 포함한 경험적 사항이

․

필요하다. 둘째, 지식 중에서 질 양적 분석을 바탕으로 하는 통계적 방법론을 포함한 해
당 분야의 다양한 방법론을 적용할 능력이 있는 인적구성원이 필요하다. 셋째, 소요판단
을 할 때 개인보다는 전문적 지식을 갖춘 집단 즉 팀으로 구성하여 소요를 판단하는 것이
요구된다.

․

(3) 장 단점
① 장점
36매트릭스의 장점은 먼저 36매트릭스를 작성할 때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 가능하
다. 여기서 다양한 요소는 질적, 양적 요소뿐만 아니라 작성자의 경험과 지식을 모두 포함되어
있다. 둘째, 환류가 가능하다. 계획수립요소는 수정 없이 성과측정요소로 활용활 수 있다. 따라
서 계획수립요소를 체크리스트로 활용하여 사후검정이 용이하다. 셋째, 3R(right) 실현가능하
다. 인적 요소와 물적 요소를 구분하여 작성함으로써 적소(right place), 적량(right quantity)
및 적시(right time)에 인원과 물자를 배치와 지원이 가능하다. 넷째, 도식화가 가능하다.
소요판단요소에 대해 도식화할 수 있어 주요 요인에 대한 관리시점과 내용을 점검할 수 있
다. 다섯째, 고려요소는 사전에 판단이 가능하다. 소요판단요소를 고려할 때 장애 요인과
성공요인을 사전에 판단할 수 있으므로 장애 요인에 대한 후보 계획을 수립하는데 용이하

․

다. 끝으로 전 후 검증능력이 있다. 먼저 사전검증능력이다. 만약 한글날 협력활동이 거시
적 관점에서 주요한 사업으로 판단된다면 소요판단기술서를 검증할 수 있는 검증팀을 구성
하여 사업진행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해당 전문가의 조언과 검증을 할 수 있다. 다른

국제개발협력│107

하나는 사후검증능력이다. 소요판단기술서의 내용을 체크리스트로 이용하여 회계적 검증능

․

력과 4가지 척도를 바탕으로 통계적 방법을 적용하여 질 양적 평가가 가능하다.
② 단점
36매트릭스의 단점은 첫째, 유연성의 저하에 따른 시간 및 비용 발생이다. 일단 작성된
소요판단기술서는 상황변경에 대처하는 유연성의 저하로 후보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후보계
획까지를 고려하여야 하므로 소요판단기술서 작성에 따른 시간, 비용 및 인원이 많이 요구될
수 있다. 둘째,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배치하는 것은 많은 노력이 투입될 수 있다. 셋째,
소요판단요소를 설정하기 위한 경륜을 지닌 적정한 인원을 탐색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Ⅳ. 소요기반성과측정모델(Requirement-Based Performance Measurement Model)
결과기반관리(result-based management)는 수명주기접근방법(life-cycle approach)
을 사용한다(United Nations Development Group, 2011). 소요기반성과측정에서도 관
리과정론을 바탕으로 수명주기접근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왜냐하면 소요판단 후에 이루어진
의사결정은 소요판단기술서에 따라 집행 통제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다. 또한, 소요기반성
과측정은 계획을 수립할 때 정량 및 정성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소요판단기술서를 작성한다.
작성된 소요판단기술서는 프로젝트를 집행하는데 이용하고, 상황과 불일치되는 경우에는 관
리자 재량으로 대처한다. 프로젝트 완료에 따른 성과측정은 36매트리스를 이용하여 준수 및
미준수, 연장 및 단축, 달성 및 미달성과 같은 명사로 답한다.
성과측정모델에서는 양국의 의사결정자가 36매트릭스와 소요판단기술서를 바탕으로 계획
을 수립한다. 이후 수립된 계획에 따라 단원이 집행하고 집행된 결과는 소요판단기술서에
성취 및 미성취, 달성 및 미달성 등으로 기술하며, 유연성, 효과성 및 능률성을 평가한다. 유
연성은 변경한 상황의 건수 및 금액을 바탕으로 산출한다. 효과성은 외부의 이해관계자에게
제시할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자료로 달성 여부 및 중요도에 따른 가중평가를 할 수 있다.
능률성은 조직 내부의 업무 흐름의 낭비정도 및 중복성을 평가한다. 이를 통해 특정 부서에
서의 업무 흐름이 얼마나 신속했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 위의 사항을 <그림 3>과 같이 도식
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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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소요기반성과측정모델
협정(양해, 합의) 등

공 여 국

방법론 → 36 매트릭스
경 륜 →

소요판단
기술서

계획

의
사
결
정
자

실행

수 원 국

의
사
결
정
자

평가

↑

측정

환류

36 매트릭스 ← 방법론
소요판단
기술서

← 경 륜

↑
환류

→ 유연성, 효과성, 능률성, 경제성 등 ←

Ⅴ. 결론
본 연구에서 소요기반성과측정모델에 대해 과정론적 관점에서 4가지 사항을 제시하였다.
첫째, 소요의 정의와 종차적 관점에서 소요의 범위이다. 소요는 필요성을 인식하며, 필요성
의 하위개념에는 희망, 고려사항, 격차 및 문제 등이 있다. 필요성을 분석하여 공여국은 수원
국의 소요에 따라 인적, 물적 자원을 적시, 적량, 적소에 제공함으로 수요국 중심의 봉사 활동
을 펼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둘째, 소요의 범위를 바탕으로 육하원칙과 소요판단요소를
적용하여 36매트릭스를 만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 소요판단요소는 육하원칙과 의사결정요소
(MIDEVOT-TLO)이다. 육하원칙은 왜(why), 언제(when), 누가(who), 무엇을(what), 어디
서(where) 및 어떻게(how)이고, 의사결정요소는 임무(MIssion), 수요자(DEmend), 봉사자
(VOlunteer), 지역(Territory), 시간(Time) 및 주민(LOcal cvilian)이다. 셋째, 작성된 36
매트릭스를 바탕으로 소요판단기술서를 작성하고, 소요판단기술서는 필요에 따라 소요의 타
당성을 검증하는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넷째, 프로젝트 관리자는 소요판단기술서를 바탕
으로 작성된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평가요소로 활용할 수 있다. 이로써 계획요소와 평가요
소가 일치하는 평가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평가는 일관성, 유연성 등의 판단뿐

․

만 아니라 통계적, 회계적 분석, 질 양적, 끝으로 미시적, 거시적 관점에서 프로젝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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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연구에 필요한 제언은 두 가지 사항이다. 하나는 현장에서 지속
적으로 소요판단요소를 적용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봉사자의 협력활동에 대한 소요판단
요소를 제시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장기프로젝트 즉 현장사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소요판
단요소의 활용성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하나는 관리자의 입장과 상황이 모두 상이
하므로 모든 프로젝트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화된 요소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소요판단요
소를 의사결정자의 상황에 맞게 취사선택할 수 있는 경륜이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현실에
맞는 요소를 선정하고 적용한 결과를 분석하여 일반화된 소요판단요소를 도출하도록 최고의
사결정자의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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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Factors Development of Requirement-Based
Performance Measurement Elements for Volunteer Insti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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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cision-makers of all organizations establish, implement, and evaluate a
plan. Evaluation is the process of measuring errors that occur during the
execution of a plan. It requires a plan to reflect on and confirm the
achievement of targets. It is a management process that recognizes and
prescribes a solution to a problem. This paper presents a set of criteria for
plan-based evaluations. Since a plan should establish the basis of an evaluation, the criteria for the plan or the evaluation should be consistent.
Plans are established in categories of cost, time, and personnel. Planning
requires determining needs requirements. In this case study, the relevant
requirements are 5W1H and MIDEVOT-TLO. The chief executive officer shall
make decisions based on the 5W1H and MIDEVOT-TLO criteria by
considering the needs, desires, hopes, gaps, and complaints of donor and
recipient countries in advance. These requirements can be considered
through a 36 matrix. This paper presents a method of preparing a requirement statement that utilizes this 36 matrix. The requirement statement is a
planning document prepared by project.

Key words: Requirement, 36Matrix, Requirement Statement, Requirement-Based
Performanace Measu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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