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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투표제적 민주주의(plebiscitarian democracy)

는 대표나 통치자 선출만 있고 ‘그 대표나 통치자가 자

신을 선출한 시민 유권자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정치체제’… 

책임이란 ‘시민의 선호에 통치자가 지속적으로 반응하

는 것이자 통치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지도록 

시민들에 의해 강제되는 것’…”  

 

(최장집, 경향신문 2015.11.28) 

 IN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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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finance) 

거버넌스 
(governance) 

성과 
(performance) 

사명 
(mission) 

 무엇에 대한 책무성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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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책무성을 실천하는가 

책무성 메커니즘 

(도구 혹은 과정) 
누구에 대한 책무성인가? 무엇에 대한 책무성인가? 

←상향적: 후원기관, 감독기관에 대해                                                 재무, 성과 

            (도구)                                                   하향적→: 서비스대상자, 회원에 대해                         (어떤 내용을 보고하느냐에 따라) 

←상향적: 후원기관에 대해                                                                                 성과 

            (도구)                                         하향적→: 후원기관이 NPO에 대해                                    (단기적 산출에서 장기적 영향력,  

                                                                                           NPO가 지역사회에 대해                                         임팩트에 대한 강조로 이동) 

하향적→: NPO로부터 지원대상자/지역사회에 대해                성과, 거버넌스 

          (과정)                                                                후원기관로부터 NPO에 대해                                        (참여의 목적에 따라… 

                                                                                          내부적으로 NPO 자신에게                                            실행에 대한 투입 -- 성과,  
                                                                                         의제에 대한 영향– 거버넌스) 

 NPO 자신에게                                                                              재무, 거버넌스 

     (도구 & 과정)                                                                                                                                         (정해진 표준 혹은 규칙이 강조하는 것에 따라) 

NPO 자신에게                                                                                    성과,사명 

          (과정)                                                              이해관계자들에게 상·하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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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의 분류 및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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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흐름에 따른 책무성과 이해관계자 



재단 효과성 모델 



출처: Listening to Grantees-What Nonprofits Value in their Foundation Funders, 
The Center For Effective Philanthropy, (2004) 

‘하향적’ 성과평가 메커니즘 사례 



(

 

‘하향적’ 성과평가 메커니즘 사례 



‘하향적’ 성과평가 메커니즘 사례 



‘하향적’ 성과평가 메커니즘 사례 



출처: Working with Grantees. The Center for Effective Philanthropy (2010)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증진 ‘예측’을 위한 주요 요소 

 (지원대상기관에 대한 이해) 

 (지원결정 과정의 투명성/공개) 

 (해당 분야,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 

 (관계 설정의 선제성과 접촉의 적절한 빈도) 

‘하향적’ 성과평가 메커니즘 사례 



예: The David and Lucile Packard Foundation, 
Social Venture Partners 

기부의 효과성과 재단∙비영리조직 역량강화 

예: GEO-Grantmakers for Effective 

Organizations, CEP-Center for Effective 

Philanthr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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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출처: Opening UP, Grantcraft 2014 



“재단은 비용을 상회하는 

한다.  

재단을 폐지하거나 조세정책 등을 

통해 적극 권장하지 않는다면 

것이다.” 

“공익을 위해 개인적인 재산을 배분하는 

방법으로서 은 

다.  

부가 가치를 생산한다기 보다는 이는 

오히려 이다. 

정부는 재단 신설을 장려하는 정책을 

펴지 말아야 하며 기존의 재단을 

폐지해야 한다.” 

 

(upside-down effect 
e.g. 부유층 공제혜택 330억불/총390억불) 

(e.g. 1/3  종교기관, 
??  병원&대학 

1/2이하 혹은 1/3이하  소외빈곤층) 

(출처: A.Anheier, R.Reich, 2012; NCRP 2013) 

재단의 또 다른 책무성? 

출처: Indiana University’s Center for Philanthropy,  

“Patterns of Household Charitable Giing by Income Group, 2005,”  

R.Reich, 2012에서 재인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