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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구개발 목표  내용

본 연구는 IAEA의 결과기반 근법(RBA)을 분석․평가하고, 성과를 기반으로 한 우

리나라와 IAEA간 국제 력체제를 구축하기 한 방안을 제시함.

 2. 연구결과

성과기반의 우리나라와 IAEA간 국제 력체제 구축 방안으로 다음 사항을 제안함. 

첫째, IAEA와 국제 력 기계획을 수립하여야함. IAEA의 모든 사업은 5년 는 

6년 기간의 기계획을 기  자료로 활용하여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성과기반

근방식을 용하기 때문임. 둘째, IAEA와 국제 력 임워크를 작성해야함. 재 

IAEA 기술 력 분야는 우리나라와 IAEA간 CPF를 작성한 바 있고 2006-2010년 

CPF를 수정보완하고 있음. 셋째, IAEA 정책 안 의체를 구성하고 운 해야함.  

IAEA는 원자력 발 , 안 , 안 조치, 원자력 의학, 농학, 식품 등 원자력의 다양한 

분야를 모두 다루고 있는 원자력의 종합  국제기구라 할 수 있기 때문임. 

 3. 기 효과  활용방안

재 성과기반의 우리나라와 IAEA간 원자력 국제 력 체제를 구축하기 한 방안 

마련이 시 함. 따라서 본 연구 결과로 도출된 “성과기반의 우리나라와 IAEA간 국

제 력체제 구축 방안(안)”은 향후 우리나라와 IAEA간 원자력 국제 력 체제를 구

축하기 한 방안 마련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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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 제 목

IAEA와의 력을 통한 ‘성과 주의 국제원자력 력체계’ 수립방안 연구

II. 연구개발의 목   필요성

우리나라는 1957년 IAEA 창설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후 IAEA의 기술지원을 

통해 국내 원자력 기술을 발 시켜왔다. 우리나라의 원자력 기술은 지난 30여

년 동안 속하게 발 하여 세계 6 권 진입을 목 에 두고 있으며, 개도국을 

지원할 수 있는 수 으로 성숙하 다. 이에 따라 IAEA와의 력은 기술수원 

측면을 벗어나 개도국에 한 기술지원 측면으로 새롭게 변화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정부부처를 심으로 효율 인 성과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신뢰성

을 확보하면서도 유용한 평가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는 성과를 기반으로 한 우리나라와 IAEA

간 새로운 국제원자력 력 방향  략을 모색해야 하는 시 에 있다. 

본 연구의 목 은 IAEA의 성과기반 근법을 분석하고 평가함으로써 성과를 

기반으로 한 우리나라와 IAEA간 국제 력체제를 구축하기 한 방안을 제시한

다.

III. 연구개발 내용  범

본 연구는 IAEA의 결과기반접근법(RBA)의 도입 배경 및 현황을 분석하고, 

결과기반접근법 적용에 따른 우리의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우리나라와 IAEA

간  성과를 기반으로 한 국제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로, IAEA와 국제 력 기계획을 수립하여야한다. IAEA의 모든 사업은 

5년 는 6년 기간의 기계획을 기  자료로 활용하여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

로 성과기반 근방식을 용하기 때문이다. 2006년 4월 재 우리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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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2011년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작성하여 최종단계에 이르고 있다. 동 계획

에 IAEA와 우리나라간 국제 력의 일부분이 포함되어있는바 참고할 필요가 있

다. 

둘째로, IAEA와 국제 력 임워크를 작성한다. 재 IAEA 기술 력 분

야는 우리나라와 IAEA간 CPF (Country Programme Framework)를 작성한 바 

있고 2006-2010년 CPF를 수정보완하고 있다. 이와같은 국제 력 임워크를 

안 조치 그리고 안   방호 분야 등 체 IAEA 활동으로 확 하여 작성할 

필요가 있다. 즉, IAEA의 핵심  력분야인 기술 력, 안 조치 그리고 안  

 방호 분야 각각에 하여 우리나라와 IAEA간 (가칭)“국제 력 임워크”

를 작성해야 한다. 이러한 국제 력 임워크에는 각 활동들의 우선순 들을 

포함하여야한다. 

셋째로, IAEA 정책 안 의체를 구성하고 운 해야한다. IAEA는 원자력 발

, 안 , 안 조치, 원자력 의학, 농학, 식품 등 원자력의 다양한 분야를 모두 

다루고 있는 원자력의 종합  국제기구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재 IAEA내 각

종회의 결과  진행사항을 국가차원에서 체계 으로 악하기가 어렵다. 따라

서 련 원자력 기 들간 IAEA 정책 안 의체(가칭)를 구성  운 하여야 

할 것이다. 정책 의체 운 과 함께 련 정보의 공유 시스템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로, IAEA 지 지원단을 운 한다. 2006년 4월 재 IAEA 사무국내 한

인 직원은 국내 원자력기 에서 단기 견된 CFE(Cost Free Expert)를 포함하

여 약 30여명에 이르고 있다. 이들은 IAEA 사무국내 안 조치, 기술 력, 안  

등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IAEA 근무하는 한인직원들은 국제기구 공무원

으로서 립성을 가져야하지만, 이들 직원들을 통한 IAEA 활동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재는 한인직원과 개별  을 통하여 안에 한 해결에 치

하고 있지만, 이를 보다 체계화하고 조직화하기 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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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건의사항

우리나라는 2005년말 재 IAEA 정규 산 분담  비율이 139개 회원국 가

운데 13 에 이르고 있고 30여명의 한국인들이 IAEA 사무국에서 근무하고 있

다. 한 IAEA 국제공동연구(CRP: Coordinated Research Project) 참여 실 도 

7 에 이르고 있으며 국제 기술회의  훈련과정을 국내에 극 유치하고 있

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나라가 IAEA를 통하여 개도국에 기술지원  원자력 

기술의 수출을 할 수 있는 치에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우리나라는 IAEA 

활용을 한 새로운 방향  략을 모색해야한다. 

국내 으로는 기획 산처를 심으로 국가 사업의 성과 리제도  성과주

의 산 제도를 정착하기 한 활동이 진행 이다. 한 과학기술 신본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성과 리에 한 법률”을 통하여 국가연

구개발사업 등에 한 평가를 성과 심으로 체계화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성

과평가의 결과를 연구개발사업에 한 산의 조정  배분등에 반 하도록 하

며, 창출된 연구 성과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리체제를 구축하는 등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  책임성을 향상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내외 상황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IAEA가 시행 인 결과기반

근법(RBA)을 분석하고 그 시사 을 도출함으로써 IAEA와 우리나라간 국제

력 분야에 성과 기반 체제를 도입하기 한 방안을 제시하 다. 

IAEA 사무국은 2001년부터 기구의 사업과 활동이 회원국의 가시  혜택을 

주기 한 구체 인 이행 방안을 입증하기 해 결과기반 근법(Result-based 

Approach)을 도입하 다. IAEA는 결과기반 근법에 근거하여 IAEA의 사업기

획 단계에서 회원국들의 니즈를 충족하고 기구의 잠재  경쟁력을 강화하 다. 

련 정부 부처와 원자력 기 은 이러한 방안을 구체화하기 하여 후속 조

치를 이행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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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I. Project Title

A Study on new approach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with IAEA based 

on Result Based Approach(RBA)

II.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feasible policy directions in order 

to establish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system between Korea and the 

IAEA based on the Result Based Approach.

III. Contents and Scope of the Study

This study analyzed the background and current status of the Result 

Based Approach (RBA) of the IAEA and then suggested feasible policy 

directions in order to establish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system between 

Korea and the IAEA based on the Result Based Approach.

IV. Results and Recommendations

IAEA introduced RBA in 2001 in order to demonstrate clearly how the 

IAEA's programs and activities make a difference and yield tangible benefits 

to Member States of the IAEA. In this RBA, program formulation follows a 

sequence of steps intended to ensure that the program is designed to meet 

the needs of Member States of the IAEA and makes the best use and 

enhancement of the IAEA's potential. 

It is recommended that the relevant government body and organization is 

needed to take action on the recommendations of this study. 



- vi -



- vii -

목    차

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1

제 1  연구개발의 필요성 ··································································1

제 2   연구의 목표  범 ····························································2

제 2 장 국내외 동향 ··········································································3

제 1  국내 결과 리 제도의 동향 ··················································3

제 2  국외 결과 리 제도의 동향 ··················································3

1. 미국의 제도 ·····························································································4

2. 국의 제도 ·····························································································7

3. 호주의 제도 ·····························································································7

4. 일본의 제도 ·····························································································8

제 3 장 연구개발 수행 내용  결과 ············································9

제 1  성과 리의 개념 ····································································9

제 2  IAEA의 결과기반 근법 ······················································10

1. 도입배경 ·································································································10

2. 결과기반 근법의 세부 내용 ·····························································11

3. IAEA 사업체제 ·····················································································15

4. 용 사례 ·······························································································21

제 3  IAEA와 성과기반의 력체제 구축방안 ··························25

1. 시사 ·····································································································25

2. 구축방안 ·································································································26



- viii -

제 4 장 목표 달성도  련 분야에 기여도 ····························29

제 5 장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31

제 6 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 정보 ············33

제 7 장 참고문헌 ··············································································35



- ix -

표 목 차

표 3-1 투입량, 산출물  성과물의 개념과 사례 ································9

표 3-2 수행측정기 의 사례 ···································································10

표 3-3 IAEA 주요사업(MP) ··································································18

그 림 목 차

그림 3-1. IAEA의 성과물 기획 과정 ····················································12

그림 3-2 IAEA 2006-2007년 사업 수립 과정 ······································14

그림 3-3 IAEA 로그램 구조 ·······························································17

그림 3-4 로젝트에 포함된 활동(activity) 사례 ·······························24



- 1 -

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제 1  연구개발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1957년 IAEA의 창설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후 IAEA의 기술지원 

 훈련을 통해 원자력 기술 발 의 기반을 구축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나라의 원자력 기술 수 은 지난 30여년 동안 속하게 발 하여 재 세계 6

권 진입을 목 에 두고 있으며, 개도국에 원자력 기술을 수출할 수 있는 수

으로 성숙하 다. 

재 우리나라와 IAEA간 원자력 기술 력은 IAEA를 통한 일방 인 기술 

수원 단계를 벗어나 개도국에 한 기술지원 측면으로 새롭게 도약하고 있다. 

기술 지원을 성공 으로 추진하기 해서 우리나라는 성과를 기반으로 IAEA와 

새로운 국제원자력 력 방향  략을 모색해야 하는 시 에 이르 다. 

IAEA는 지난 2003년부터 IAEA 사업에 한 결과기반 근법 (RBA: Results 

Based Approach)을 통해 2년 단 로 사업을 운 하고 있다. 결과기반 근법은 

활동의 기획  평가시의 상을 산출물(Output)에서 벗어나서 활동의 목표에 

실질 으로 기여하는 성과물(Outcome)을 심으로 평가하기 해 IAEA는 사

업 계획 제안시에 수행 지표(performance indicator)를 설정하고 사업 종료시에 

이를 평가하는 지침으로 활용하는 방법이다. 재 IAEA는 결과기반 근법에 

따라 주요사업(Major Program), 사업(program), 하부사업(sub-program)  

로젝트(project) 단 로 수행 지표를 설정하여 과제별 로젝트의 목표와 목  

수행 척도로 활용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성과측정 지표 개발을 통한 과학기술 인 라 향

상을 시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과학기술 신으로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고 삶

의 질 향상을 실 하고 과학기술 심사회 구축을 한 성과 지표를 개발하는 

과정에 있다. 따라서 지 까지의 우리나라와 IAEA간 추진해 온 국제 력을 앞

으로는 성과를 기반으로 한 국제 력으로 추진토록 함으로써 국제 력의 성과

를 극 화할 필요가 있다. 



- 2 -

제 2   연구의 목표  범

본 연구의 목표는 IAEA의 결과기반 근법을 분석하고 평가한 후 성과를 기

반으로 한 우리나라와 IAEA간 국제 력체제를 구축하기 한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원자력 로그램의 국제  리더십 확보

를 한 기반을 구축하고 IAEA와 원자력 국제 력 기반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 된다. 한 향후 IAEA 국제 력의 총체  정책 목표  방향 설정에 활

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상된다. 



- 3 -

제 2 장 국내외 동향

제 1  국내 결과 리 제도의 동향

1990년  이후 연구개발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는 1998년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 분석, 평가  사 조정 사업을 이행해왔다. 이를 통

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  추진에 기여해 왔으나, 범부처 차원의 해결방안

을 제시하거나 심층 인 성과평가에 기 한 사업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미

흡하 다는 지 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우리나라는 2003년에 ‘BT분야 국가연구개발’에 한 “심층 평

가”를 처음으로 도입함으로써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심층  결과 평가를 통해 

사업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동시에 산의 효율 의 집행을 도모하기 시작하

다. 한 과학기술 신본부에서 주도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평가법⌝의 성

공여부도 효과 인 결과평가체계의 구축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제 2  국외 결과 리 제도의 동향

세계 으로 1980년  들어 민 화와 규제완화가 시  흐름으로 두되었

다. 미국, 국 등 선진국들은 정부부문이 효율 으로 운 되기 하여 조직을 

재설계하고 조직, 인사 등 각 제도를 개선하기 한 노력을 진행하 다. 이러한 

정부개 의 기본 략은 성과 심의 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정부개 의 성과 심체계에서 산출이나 성과가 불분명하거나 다차원 인 경

우가 많다. 이에 따라서 과거 공공부문에서는 통 으로 투입을 심으로 업

무 통제가 이루어져왔는데 이는 차(process)  규칙(rule)에 치 하는 업무 

형태를 유발하 다. 이러한 업무형태는 임무를 은 비용으로 달성하고자 노력

할 수 있는 여지를 임으로써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해하고 임무의 최종 목

에 한 무 심을 래하여 공공부문의 효과성을 낮추는 결과를 래하

다.1)2)

1) 이계식, 문형표(KDI), "선진국 정부개 의 략과 교훈“,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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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의 제도

가. PPBS

미국은 1967년 정부 산사용의 효과를 높이기 한 시도로써 PPBS(Planning 

Programming Budgeting System)을 도입하 다.3) 당시 존슨 통령은 미 국방

부에 PPBS를 도입함으로써 계획과 사업 그리고 산간의 연계성을 강조하여 

산사용의 목 을 명확화하고자 하 다. PPBS는 장기 인 계획과 목 을 설정

하고, 그 목 을 달성하기 한 체 인 로그램 비용  효익을 분석하고, 

로그램의 산, 장기 측 등을 편성하는 차로 이루어진다. 

나. 목표 리(MBO)

1950년  피터 드러커에 의해서 처음 소개된 MBO(Management by 

Objective)는 목표의 설정과 목표에 의한 평가 등 조직 리를 목표 심으로 

리하는 기법이다. 1970년에 닉슨 통령이 리 산국(OMB : Office of 

Management Budget)에 MBO를 도입하 다. MBO는 달성할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상황을 감독하는 방법으로 목표설정에 한 의사결정에 집 된 노력을 

기울이고, 목표를 어떻게 달성하는 지는 리자에게 임하여, 상 자와 부하가 

합의된 목표달성을 향해 노력하도록 하기 한 것이다. 그러나 각 부처의 목표

가 추상 이어서 계량화하기가 어렵고, 일년이라는 회기동안 달성할 수 없거나 

부처의 통제범 를 넘는 것들이 지 않았다. 그 결과 측정의 기술  특성과 

산과의 불충분한 연계로 인해 1975년부터 단하 다. 

다. ZBB

카터 통령은 1977년 ZBB(Zero Base Budgeting)를 연방정부에 도입하여 

2) 고 선, 윤희숙, 이주호(KDI), “공공부문의 성과 리”, 2004.

3) 이민형(STEPI), “정부연구개발 리제도의 발 과 성과감사제도의 용”, pp2-5, 

2004. 6.



- 5 -

산안 편성과 평가를 개선하고자 하 으나 높은 거래비용, 제도에 한 이해 부

족 등으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 다. ZBB는 모든 산 지출안을 제로 

에서 보는 것이다. 산요구단 는 결정단 라는 로그램 단 로 설정되고, 각 

결정단 별로 목 을 달성하기 한 어 로치 확인, 재의 자 투입수  이하

의 최 수 을 포함하는 체 인 수  제시, 산  업무 정보를 포함하는 

의사결정패키지(decision package)를 작성하고 패키지에 한 우선순  부여 등

을 한다. 이러한 과정은 PPBS와 MBO의 결합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

도 PPBS처럼 측정의 곤란성과 체  수 을 결정하는 부담이 있었고, MBO처

럼 로그램 활동간 상호의존성에서 오는 순 부여의 어려움 문제가 있었다.

라. 정부수행결과법(GPRA)

1993년에 미 의회는 GPRA(Government Performance Results Act)라는 수행

심의 산 리를 한 법을 제정함에 따라 연방정부의 모든 산은 GPRA 

차에 따라 편성되고 평가되고 있다. GPRA는 지 까지 개발된 여러 기법들을 

보완하고 종합한 산 리제도라 할 수 있으며 수행목표의 구체 인 설정과 설

정된 수행목표의 달성여부를 심으로 산 사용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이 제

도의 목 은 정부의 정책이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 목 을 달성하고 있는 지를 

측정해서 효율성, 유효성을 향상시키고, 책무성(accountability) 이행의 개선을 

지향하고 있다. 종래의 투입, 로세스로부터 수행 심으로 행정부와 의회의 

통제를 변화시키고, 산  자원배분과 업 평가를 연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GPRA가 요구하는 기본 인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략  계획을 통해 기 의 체 인 목표를 설정하고 앞으로 5년간 

수행할 활동 내용을 제시한다. 둘째, 연간 수행 계획을 통해 기 의 체 인 

목표를 기 의 리자가 매일 매일 행하는 활동에 연계한다. 셋째, 수행하는 활

동들이 목표와 어떻게 합치되는지, 그 목표를 만족시키는데 얼마나 가까이 갔

는지를 악하는 것이다. 한 분석한 연간 보고서를 매년 의회에 보고한다. 

GPRA가 용되면서 시행상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특히 수행측정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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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등이 장애물로서 나타나고 있다.

마. PART

PART(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는 미국 리 산국(OMB)이 2002년

부터 도입하여 추진하는 수행 평가 로그램이다. 2004년 산편성시 미 연방

산 로그램의 20%에 해당하는 사업을 PART로 평가하 다. PART는 매년 

20%씩 확장되어 2006년까지 모든 연방 산 로그램 평가에 용될 정이다.

PART 로그램은 1993년부터 시행된 GPRA제도를 통해 산출되는 연방정부 

로그램의 수행 정보가 각 연방정부기 의 로그램 리나 산결정  자원

배분에의 활용이 어 수행과 산간 연계강화를 해 제정된 로그램이다. 

즉, 재 GPRA는  정부부처에서 수행되고 있지만 성과지표에 한 정의가 

아직 잘 안되어 있고, 매년 작성되는 성과계획이 산과의 연계가 잘 안되기 

때문에 PART는 수행기반 산(Performance Based Budgeting)을 통해 연방정부 

산 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한 제도이다. 

PART는 평가를 해 연방 정부 사업들을 다음 일곱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① Competitive Grant Programs : 공모에 의한 경쟁방식에 의해 자 이 지

원되는 사업

② Block/Formula Grant Programs : 특정 지방정부나 기 에 일 방식으로 

자 을 지원하는 사업

③ Regulatory Based Programs : 규제를 통해 로그램이나 기 의 목표달

성을 하는 사업

④ Capital Assets and Service Acquisition Programs : 목 달성을 해 자

본재의 획득과 개발, 는 서비스의 구입이 주요 수단이 되는 사업

⑤ Credit Program : 융자, 신용 부등을 통해 지원되는 사업

⑥ Direct Federal Programs : 연방정부 공무원들에 의해 직 서비스가 제공

되는 사업

⑦ Research and Development Programs : 지식의 창출 는 시스템,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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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재료, 기술의 창출을 해 지식을 용하는 사업

이들 일곱 가지 사업들은 다음 네 가지 부문에 한 평가를 받는다. 

첫째, 사업 목   설계(Program purpose and design)에 한 평가(20%), 

둘째, 략 기획(Strategic planning)에 한 평가 (10%), 셋째, 사업 리

(Program Management)에 한 평가 (20%), 넷째, 사업 결과  책무성

(Program results, accountability)에 한 평가 (50%) 등이다. 각 로그램에 

해 이러한 평가부문들은 공통된 질문과 부문별 특성에 다른 추가 인 질문으로 

구성되어 평가되고 있다.

2. 국의 제도

국 재무부는 종합지출계획서(CSR: Comprehensive Spending Review)를 

통하여 향후 4년동안 부처별 산과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CSR과 함께 

발표하는 공공서비스계약(PSA: Public Service Agreement)은 향후 4년동안 부

처별 임무(aim)  략목표(objectives)와 수행목표(performance targets)를 포

함한다. 서비스 달계약(SDA: Service Delivery Agreement)은 PSA에 제시된 수

행목표를 달성하기 한 구체 인 방안을 포함한다. 통상 으로 각 부처의 연

례보고서를 통해 SDA를 발표한다. 

3. 호주의 제도

호주는 1999-2000 회계연도에 “성과물과 산출물체계(Outcomes and Outputs 

Framework)”를 도입하 다. 그 결과 각 부처는 부처별 성과물과 산출물을 결

정한다. 즉, 각 부처가 생산하는 재화와 용역을 나타내는 산출물을 통하여 얻어

진 성과물을 창출하고 이러한 성과물은 각 정책분야에서 추구하거나 기 하는 

향을 말한다. 산출물은 효율성 지표를 설정하고 이는 품질지표, 수량 지표, 

가격 지표로 구분된다. 수행을 나타내는 효과성 지표는 각 산출물이 성과물에 

미치는 향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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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본의 제도

일본은 2001년 1월부터 사업평가제도를 도입하 다. 이는 1998년 6월에 성립

된 앙성청등개 기본법 제4조 6호에서 언 한 “국가  시 에 입각하여, 객

으로 정책 평가를 수행하는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평가의 결과가 정책에 

히 반 되도록 한다”에 의해 이행된다. 일본의 사업평가제도의 핵심은 ‘정

책평가‘로서 이는 “국가의 행정기 이 주체가 되어 정책효과 등을 측정  분

석하고 일정한 척도에 따라 객 인 단을 내림으로써 정책의 기획, 입안  

수행에 도움을 주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정책평가의 목 은 첫

째, 국민에 한 행정의 책무성 제고이다. 둘째, 국민을 주로 한 효율 이고 

질 높은 행정의 실 이다. 셋째, 국민  에 입각한 성과 시 행정으로 환

이다. 정책평가는 사 평가, 간평가  사후평가로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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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결과

제 1  성과 리의 개념

결과 심 리(Results-oriented management)는 투입량(input)과 이에 한 활

동(activity)에 따라서 산출물(output) 산출 심의 사업 리에서 더 나아가 결

과물이 추구한 목표에 실질 으로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평가하는 성과물 

(outcome)을 바탕으로 한 효과(impact) 심의 사업 리를 말한다.4) 

산출물은 투입에 따른 물품  서비스의 생산물을 의미하고, 성과물은 이러

한 산출물이 활용되어 조직이 추구하는 목 을 달성하여 기  효과와 부합하는 

것을 의미하고, 결과물(result)은 산출물과 성과물 모두를 포함한다.5)6) 이들 개

념을 정리하면 표 3-1과 같다. 

내용
사례

구청 국세청

투입량

(inputs)

공공재  

서비스생산 비용
인건비, 물건비 감가상각

산출물

(outputs)

공공재  서비스 

생산물
거리 청소 고객 문의 서비스

결과물

(results)

성과물

(outcomes)

추구하는 

목 ․효과
거리 환경 미화 고객 만족도 향상

표 3-1. 투입량, 산출물  성과물의 개념과 사례

4) IAEA, Introduction to Results Based Management. 2000

5) 이계식, 문형균, “정부 신: 선진국의 략과 교훈”, 한국개발연구원, 1995

6) 이계식 등( 게서)은 미국, 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의 정부개 을 분석한 결과 

호주, 캐나다, 미국의 경우는 결과 에서도 성과 심으로, 국, 뉴질랜드의 경우는 

산출 심으로 정부 부문을 리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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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심 리체제에서 가장 요한 것은 결과물의 성과를 측정하는 수행측

정기 (performance measure)을 설정하는 것이다. 통상 수행기 으로 수량, 정

확도나 시한으로 표시되는 품질, 산출물에 한 평균 생산성으로 표시되는 효

율성(efficiency)  비용 등이 사용된다. 수행측정기 의 사례를 정리하면 표 

2-2와 같다. 

표 3-2. 수행측정기 의 사례

제 2  IAEA의 결과기반 근법

1. 도입배경

IAEA는 1957년 설립 당시부터 1990년  말까지 기구의 사업  산을 기

획함에 있어서 IAEA 사무국 조직별(formal organizational structure) 근방식

을 사용하여 왔다. IAEA 사무국은 조직별 근 방식이 산 지출  결과물 

산출에는 효과 이라고 단되나 결과물이 회원국들에게 얼마나 실질 인 성과

를 유발하고 있는 지를 분석하고 산자원의 효율  이용을 악하는데는 부족

하다고 단하 다.7) 

7) IAEA, "The Agency's New Approach to programme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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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는 사업별 목 과 구체 인 활동을 산출 결과물에 연계하는 사업별 재

원(program budget) 근을 이용하고 있다. 이는 6개 부(Department)별로 주요

사업(Major Program)을 추진하고 6개 부서에 속해있는 각 국(Division)별로 사

업(program)을 나 어 추진하 다. 이러한 사업별 근방식이 IAEA 재원을 산

출물의 에서 분석할 수 있었지만, 세부활동에 의해 얻어지는 기 치, 즉 성

과에 한 분석이 미흡하 다. 그결과 사업의 단순한 결과물보다는 성과물과 

성취도를 시하는 근방안이 필요하 다.  

IAEA 사무국은 2001년부터 기구의 사업과 활동이 회원국의 가시  혜택을 

주기 한 구체 인 이행 방안을 입증하기 해 결과기반 근법(Result-based 

Approach)을 도입하 다.8) 그리고 IAEA 사업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하여, 1

년 단 로 추진되던 산회계 제도를 2002년부터 2002-2003, 2004-2005, 

2006-2007 주기의 2년단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 결과기반 근법의 세부 내용

가. 사업 기획 단계

(1) 회원국의 니즈  우선순  인식

IAEA는 회원국의 니즈  우선순 를 악하기 하여 다음 4가지 활동을 

수행한다. 

첫째로, 변화가 필요한 상황(situation)  해결해야할 문제 (problem)을 설

정한다. 둘째로, 회원국내 수혜집단(beneficiary) 는 목표그룹을 정의한다. 셋

째로, IAEA가 상황  문제 들을 수행해야할 의무사항 범 내에서 IAEA가 

수행하는 활동이 국제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넷째로, IAEA가 상황 

 문제 을 해결하기 해 유일한 조직인가를 분석한다. 

GOV/2000/13, 31 March 2000.

8) IAEA사무국은 UN에서 용하는 권고안에 따라서 RBA의 기본 개념과 정의를 반

하여 활용하고 있음. 련 자료는 다음과 같음.(Joint Inspection Unit, 

Results-based-budgeting: the experience of Unites Nations System 

organizations(JIU/REP/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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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목 (objective)

IAEA는 사업의 목 에 하여 회원국의 니즈를 충족하기 해 수행하는 

IAEA의 활동 결과로써 주어진 기간 종료시 에 어떠한 상황이어야함을 기술한

다. IAEA는 IAEA 사업의 연속 성과 효율을 극 화하기 하여, 6년 단 의 

기 략(medium-term strategy)을 회원국과 의하여 수립한 후, 2년 사업계획

을 추진한다. 즉, 2년주기 사업 추진 방향은 6년 기 략에서 설정한 목 과 

부합되어야한다. 

(3) 성과물(outcome) 정의

IAEA 사무국은 성과물의 정의를 RBA 이행에 있어서 요한 단계로 인식하

고 성과물을 “ 상 2년동안 설정한 목 을 달성하기 한 IAEA의 활동에 의해 

얻어진 효과”로 정의하고 있다. 성과물은 산출물(output)이 회원국에게 얼마나 

효율 으로 활용되어 효용을 얻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이들 과정을 도시화하

면 그림 3-1과 같다.

그림 3-1. IAEA의 성과물 기획 과정

(4) 산출물(output) 명확화

산출물은 회원국내 상그룹(target group)이나 구성원(constituent)에게 달

될 물품 는 서비스를 말한다. 회원국의 니즈에 부합되는 IAEA 산출물을 회



- 13 -

원국에 제공함으로써 기  성과를 명확화하도록 한다. 

(5) 활동(activity) 기술

활동은 투입물을 산출물로 변환하기 한 과정으로 문가 견, 인력 양성, 

문가 회의, CRP (Coordinated Research Project) 등의 업무 수행을 기술한다. 

(6) 투입요소/자원 결정

투입요소는 사무국의 조직, 인   물  재원을 의미하고 재원, 직원, 서비

스, 장비  정보의 형태로 기술한다. 

 

(7) 수행 지표 결정

IAEA 사무국은 성과물의 목표 달성을 평가하기 하여 2년 주기 사업계획시

에 성과도를 측정할 수 있는 수행지표를 사 에 설정한다. 정량  수행지표는 

특정 자료를 회원국들이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를 나타낼 수 있도록 숫자로 

표 하도록 한다. 정성  수행지표는 달성 정도를 정성 으로 기술한다. 를 

들어 기 이나 규정에 한 회원국간 정 이행에 한 수행지표는 정의 이

행이나 달성 정도를 가능하면 정량 으로 기술하도록 한다. 

(8) 우선순  결정

IAEA는 기 략(Medium Term Strategy)에 따라 IAEA 사업의 우선순 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첫째, 헌장상 책임  법  임무(commitment)에 속하는 

것, 둘째, IAEA의 이사회나 자문 원이 권고한 사항, 셋째, 회원국들의 높은 우

선순 로 설정한 활동, 넷째, IAEA가 회원국에 도움이 될것이라고 단하여 추

진하는 활동이다. 

이러한 기 들을 구체 으로 용하기 한 추가 기 은 다음과 같다. 첫째, 

IAEA가 설정한 기 략에서 수립한 목 에 부합할 것, 둘째, IAEA 회원국들

의 심과 유용성에 부합할 것, 셋째, IAEA의 활동이 국제 경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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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ative advantage)에 있음을 보여  것. 넷째, 제공할 수 있는 객  개

연성을 제공할 것, 다섯째, 비용 효과면에서 우 에 있음을 보여 . 

나. 사업 수정  승인 단계

IAEA는 사업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문가의 자문을 받고, 회원국들과 의

를 통해 내용을 수정․보완한다. 2년주기의 IAEA 로그램은 시행하기 2년

부터 작성하기 시작하여 시행 년도에 개최되는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 수행한

다. 그림 3-2는 IAEA 2006-2007년 사업 수립 과정을 나타낸다. 

그림 3-2 IAEA 2006-2007년 사업 수립 과정

IAEA의 2006-2007년 주기의 사업과 산 기획은 해당 주기가 시작하기 2년

인 2004년부터 착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IAEA 사무국은 2004년 5월 IAEA 

사업 산에 한 주요이슈  변경방향에 한 문서를 회원국에게 배부하 다. 

IAEA 사무국은 2006-2007년도 사업의 안을 2004년 11월에 회원국에게 배

포하 다.9) 안에는 주요사업(MP)에서 로젝트에 이르기까지 상세한 로그

램 제안서를 작성한다. 로그램 제안서는 자세한 목 , 산출물, 수행 지표 뿐

만 아니라 추진 필요성, 변화, 추세 등을 기술하고 우선순 를 결정한다.

배포된 안에 한 회원국  실무작업반의 검토는 2005년 5월까지 진행하

다. 동 안은 자세한 재원  산 제안서를 포함한 로그램과 재원 보고

서를 포함한다. 

2005년 5월 이사회 산하 사업 산 원회(PBC: Program and Budget 

9) IAEA, Note by the Secretariat on Adjustment to the Programme and Budget 

Preparation Process, 2004/Note 1, 16 January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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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ittee)에 제출되어 이사국들의 의견을 청취하 다. IAEA 사무국은 PBC에

서 검토된 내용을 수정 반 한 2006년 사업계획서를 6월 이사회에 상정하 다. 

6월이사회의 재논의 후 9월 정기총회는 최종 승인하 다. 승인단계에서 각 부

문별 포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사업(Major Program): 목 과 성과

•사업(Program): 목 , 성과 그리고 수행지표

•하부사업(Subprogram): 목 , 성과, 수행지표, 새로 추가된 내용에 한    

  근거

• 로젝트  지원활동: 활동과 선정을 한 근거에 하여 자세히 

  기술함. 성과, 수행지표, 결과물 등을 포함. 지원활동은 활동에 한 

  자세한 기술과 함께, 성과, 수행지표, 결과물 등

3. IAEA 사업체제

가. IAEA의 기 략

IAEA는 IAEA의 활동에 한 명확한 기반을 확립하기 하여 2006-2011년을 

상 기간으로 6년간 기 략 (Medium Term Strategy)을 설정한 바 있다10). 

IAEA 기 략은 2011년 비 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 다.11) 

•IAEA는 회원국의 니즈에 효과 ㆍ효율 으로 응하고 원자력기술이     

  경쟁력을 지닌 분야에 집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 을 한 원자력의    

  평화  이용을 측, 증진, 진하는데 있어 심 인 역할을 할 것임. 

•IAEA는 원자력  기타 방사성물질의 안   방호과 련 있는 기 ,    

  권고  지침을 마련할 것이고 회원국은 이러한 기 의 채택은 확산될    

  것임. 

•IAEA는 원자력 검증, 안   방호 분야에서 직면한 도 에 히       

  응하는 데 있어 국제 으로 주도  역할을 담당할 것임

10) IAEA, Medium-Term Strategy, GOV/2005/8, 25 Jan. 2005.

11) 한국원자력국제 력재단, IAEA 기 략: 2006-2007, 200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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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는 기술 진보를 충분히 이용하고 개선된 IAEA 안 조치            

  정보시스템을 운 하는 효과 이고 비용면에서 효율 인 검증 시스템을   

  제공할 것임. 

•IAEA의 과학 그리고 기술 문성은 원자력 련 문제 해결  기술       

  이 의 주요 자원으로 인식될 것임.

•IAEA는 원자력의 평화  이용 증진 활동과 핵무기 확산 방지를 한     

  IAEA 검증간의 한 균형을 유지할 것임. 

•IAEA 기술 력사업은 회원국의 니즈와 기술수혜국의 CPF(Country       

  Programme Framework)에 하여 재원을 충분히 그리고 히 투입할   

  것임. 

•IAEA는 UN  다른 국제기구와의 시 지를 높여 업무 효과를 높이는    

  것은 물론 IAEA의 성과 보 을 해 회원국과 효과 으로               

  커뮤니 이션할 것임.

•IAEA의 설립 목 에 부합하는 “One House" 근법을 완 히 실 하고   

  경  행을 지속 으로 개선하려는 문화가 정착될 것임. 

•RBM(Result Based Management)를 완 하고 일 되게 활용함으로써      

  IAEA 사업의 효과 ㆍ효율  기획, 이행  평가를 확보하게 할 것임. 

IAEA는 2011년 비 을 달성하기 하여 3개의 본질 (substantive) 목표 그

룹과 이들 목표들을 효율 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한 2개의 기능

(functional) 목표그룹을 설정하 다. 

•목표 A : 회원국의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에 한 원자력 기술의 기여도   

  강화

•목표 B :원자력 안   방호를 증진하기 한 포 이고 효율 인 국제  

  체제(framework)의 확립

•목표 C : 원자력의 평화  이용에 한 국제사회의 신뢰 확보

•목표 D : IAEA 목표를 달성하기 해 계자와 일반 간 력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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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

•목표 E : IAEA 응성  품질 리 강화

나. 2006-2007 사업

2006-2007년 IAEA 사업의 목표와 주요 활동계획  우선순 는 기 략계

획에 의거하여 수립되었고 IAEA 업무의 근간을 이루는 3가지 축 (three 

pillars), 즉 기술 축 (technology pillar), 안 과 방호 축 (safety and security 

pillar), 검증 축(verification pillar) 등 분야로 크게 별하여 작성하 다. 

(1) IAEA 사업 구조

주요사업(MP), 사업(program), 하부사업(subprogram) 그리고 로젝트

(project)로 구성되고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3-3과 같다.12) 

그림 3-3 IAEA 로그램 구조

일반 으로 로젝트는 시작일과 종료일이 명확한 활동(activity)들로 구성된 

집합체(cluster)를 의미한다. 다만 “ 면안 조치 정체결국에 한 검증활동“ 

이나 “정책결정기구의 회의 계획”과 같은 계속(recurrent) 성격의 과제는 외

로 하고 있다. 

12) 한국원자력연구소, IAEA 2004-2005년 로그램 기획에 한 분석  한․IAEA 

력방향에 한 연구, KAERI/RR-2375/2002, 200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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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사업 구성

2006-2007년에 수행할 IAEA 사업은 다음 표 3-3과 같이 총 7개의 주요사업

으로 구성된다. 

주요사업(MP ) 제목

1 원자력발 , 핵연료 주기  원자력 과학

2 개발  환경보호를 한 원자력 기술

3 원자력 안 과 방호

4 원자력 검증 

5 정보지원 서비스

6 개발을 한 기술 력 리

7 정책  일반 행정

표 3-3 IAEA 주요사업(MP) 

(3) 주요사업(MP) 1 세부내용

MP1은 원자력발 , 핵연료주기  원자력 과학에 한 핵심 과학기술을 회

원국에게 제공하기 한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발도상국에서 필요로 하

는 업무 수행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MP1은 심을 표명하는 회원국의 원자

력발   핵연료주기 로그램의 향상, 신 진, 지속가능한 에 지 개발을 

한 회원국의 능력 배양  원자력 지식 보존 지원으로 이루어진다.13)

(가) 주요 이슈

2006-2007년에 MP1을 통하여 다루어질 주요 이슈는 다음과 같다.

•원자력발 소, 핵연료주기 시설  연구용 원자로의 운 과 련된 모범   

  사례 (good practice) 지원

–이러한 이슈로는 원  수명주기 리, 폐로, 에 지시장 자유화, 지식보 , 원

   노령화, 안 성, 사용후핵연료 리, 방사성폐기물 리 등이 취 하며 연구

13) 한국원자력연구소, 2006-2007년도 IAEA 로그램 기획에 한 분석  한․IAEA 

력방향에 한 연구, KAERI/RR-2471/2003, 200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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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의 경우에는 공동사용  지역 력을 포함한다.

•동력로와 비 력 응용, 핵연료주기 모든 활동  소형로 설계를 한    

  개량  신 기술의 개발 지원

•핵연료주기 체에 걸친 핵확산 항 기술을 강화하며, 증하는 핵확산 

   보안에 한 우려를 완화하기 하여 연구로에서 고농축 우라늄의     

  사용을 억제

•  세계를 상으로 하는 원자력발   핵연료주기에 한 포 인     

  분석모형을 개발하고, 개발된 모형을 회원국과 공유

–분석에는 가하는 에 지 수요, 신과 련된 망, 증하는 핵확산 우려   

   고  처분장에 한 서로 다른 진척상황 등을 검토 분석

•원자력과학  지식의 향상과 이에 심이 있는 회원국을 지원하기 한  

  지식보   지식 리를 한 지침 개발

•지식 보   리를 지원하기 하여, IAEA 내부의 원자력 정보자원의   

  시 지 극 화와 원자력 분야 도서   정보 자원 시스템과의           

  트 십을 창출

•우라늄  기타 원료물질의 수요와 공 을 최신 정보로 갱신

•고연소도 핵연료의 사용에 한 경험을 공유하고 지원하며,               

  사용후핵연료의 노화  거동에 한 이해를 제고하며, 증가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을 해결하기 한 방안과 안에 한 이해를 제고함

•다양한 원자로의 핵연료 설계, 기술  이용과 련된 최고의 사례를      

  공유하여 공통의 이해를 이루도록 하며, 안 성, 효율성  경제성 개선   

  노력을 지원함

•원자력에 한 선택의 문을 열어둘 수 있도록 하며, 지속가능한 개발을    

  한 원자력의 역할을 인식할 수 있도록, 총비용 에서의 비용평가     

  (full-cost assessment)의 요성을 회원국에게 인식시킴

•회원국의 에 지 개발계획  지속가능한 에 지 개발 능력을 제고

• 신 핵연료주기, 라즈마 물리  기타 원자력분야에 응용할 수 있도록  

  정확한 원자  핵자료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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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즈마 모델수립, 입자 불순물과 라즈마의 작용, 라즈마 표면의   

  반응연구 등을 한 핵융합 데이터를 개선하며, 핵융합 연구  ITER     

  지원

•첨단 핵기술 연구를 한 성자빔 응용  쇄 성자원 발생시설,      

  가속기  싱크로트론 발생장치 지원

•효율 인 가속기 사용지원  이온빔 응용의 다양화

•핵 계측장비의 개발  품질 리 제고

(나) 주요 변경방향

2006/2007년 로그램의 주요방향은 2004/2005년 수행 로그램과 비교하여 

근본 인 변화는 없으나, 다음과 같은 부분이 강조되었다.

• 체 핵연료주기에 걸쳐 핵비확산성을 강화하기 한 기술에 노력이      

  집 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원자력발 의 혜택을 리기를 기 하고   

  있는 회원국들에 한 지원이라는 측면과 일 되도록 하 다. 이러한      

  노력은 사무총장이 제기하고 있는 핵연료주기 민감 측면에 한 통제를   

  강화하자는 발상의 후속조치 지원을 포함하게 된다.

•INPRO는 원자력발 의 미래에 한 공통의 비 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회원국과 INPRO 회원국간의 2단계 추진방향을 한 자문회의에서        

  구체화될 방향에 따라, 연구개발 로그램의 동을 통한 신 원자력     

  에 지 계통의 공동 개발을 진하기 한 회원국간의 력 강화에       

  노력을 집 할 것이다.이러한 활동에는 핵비확산에 한 새로운 발상과    

  제안, 공통 안에 한 증 된 심  GIF와의 더 많은 교류를         

  포함하게 될 것이다.

•지식 리 활동은 재 개발 에 있는 방법론이나 지침, 제품  서비스를  

  더 많이 회원국에게 제공하기 한 활동을 강조할 것이다. 아울러 INIS와  

  IAEA 도서 은 더 많은 통합을 보이게 될 것이다.

•기 과학  기술개발을 강화하기 하여 더욱 많은 주의를 기울이게 될  

  것이다. 아울러 첨단 원자력기술개발  발 소 수명 리  해체 기술   

  개발에 주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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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 , 핵연료주기, 능력축   원자력과학을 한 지역내 통합     

  (regional integration)에 심을 집 할 것이다.

•핵연료주기 시설을 포함하여 원자력시설의 설계  리에 있어서        

  기술선도 (technology driven) 방식보다는 더욱 통합 이고 수명주기      

  리에 의한 근법을 강조하게 될 것이다.

•연구로를 포함하여 원자력 시설의 해체에 심을 증 할 것이다. 한     

  해체 작업과 종합 인 미래계획에 착수하기 에 포 인 분석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이러한 활동은 시 지를 극 화하기 한 통합된 근법   

  (one-house approach)을 활용할 것이다.

•핵연료주기, 원료물질 채굴, 자원의 재사용, (핵종변환을 통한) 폐기물     

  발생 감과 련된 개념, 모델  조건 악에 심을 집 할 것이며,    

  이러한 활동은 핵확산  보안에 한 우려를 감안할 것이다. 

•원자력발 과 핵연료주기 서비스, 특히 연구개발 분야를 더욱 개발시키기  

  하여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인 라에 더욱 집 할 것이다.

(다) 주요 특징

MP1에서 가장 큰 변화는 원자력 발  이외 분야 응용을 지원하기 한 하

부사업이 별도로 신설되었다는 이다. 이에 따라 2004-2005 로그램 주기에는 

로젝트 수 으로 수행되던 원자력 해수담수화와 원자력 수소제조 지원 활동

을 통합하여 하부사업 A.5로 확 되었다. 한 소형로 련 안을 취 하는 

로젝트 A.4.04도 별도로 분리되었다. 이에 따라 과거에는 소형로 활동을 포

함한 하부사업 A.3는 INPRO 련 활동만을 다루게 되었다. 

4. 용 사례

가. 개요

이하는 IAEA의 결과기반 근법이 구체 인 사업에 구 되는 과정을 분석하

기 하여 MP1 (원자력발 , 핵연료주기  원자력 과학)을 상으로 용사례

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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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결과기반 근법의 MP1 용 사례

(1) 회원국의 니즈  우선순  인식(Rationale)

IAEA의 기본 의무사항 의 하나는 원자력 과학과 기술의 평화  이용 혜택

을 확 하는 것이다.14) 이에 따라 MP1  사업 A(원자력발 )는 원자력발  

분야 특히, 개도국의 니즈를 충족하기 한 분야에 한 핵심 엔지니어링, 기술 

 리 지원을 제공한다. 우선순  결정은 다음과 같이 수행한다. 

•회원국내 가능한 체기술의 니즈를 평가하고 원자력발  인 라와       

  사업을 개선하기 한 심있는 회원국의 니즈에 응

• 력생산  담수화와 수소생산과 같은 응용을 포함하여 원자력 발      

  분야의 과학기술  안 해결을 지원하고 신을 한 분석가로서 활동

•회원국의 지원을 한 원자력 경험, 지식 그리고 경쟁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고 IAEA의 국제 원자력 분야의 선도기구로서 치를 유지

(2) 사업 목 (objectives)

MP1의 목 은 지속가능한 개발에 한 원자력 과학과 원자력 기여를 지원

하고 강화함이다.15) 

(3) 성과물(outcome) 정의

MP1의 주요 성과물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원자력 시설  사업을 리하고 핵연료주기 안을 해결하고 개량형   

  신 설계  응용의 개발을 증진하기 하여 원자력과학에서 기구의      

  지식자원, 지침서  권고안의 이용을 증

•특히, 개도국의 에 지 시스템 평가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한 국제      

  이행(deliberation)과 분석에서 기구의 지식 자원, 분석 도구, 분석  지원  

  등의 이용을 증

14) IAEA, The Agency's Programme and Budget 2006-2007, GC(49)/2, Sep. 2005. 

15) 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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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과학에서 자원과 시설 이용을 증 하고 회원국 경쟁력과 

국제 력을 증진

• 심있는 회원국을 한 원자력 발  안을 유지함. 

(4) 산출물(output) 명확화

MP1  사업 A (원자력발 ) 분야의 산출물은 다음과 같다.16)

•원  압력용기건 성에 한 master curve approach의 용 지침에 한  

  기술보고서 안

•원  압력용기  원자로 내벽에 한 조사 향  책에 한         

  기술회의(TM)의 자료집 CD-ROM

•원자력발  요원 훈련  자격에 한 기술작업단(TWG: Technical        

  Working Group) 회의 자료집

•원자로의 축합(coupling)과 담수화 체제의 최 화에 한                 

  기술보고서(TECDOC) 안

(5) 활동(activity) 기술

그림 3-4는 MP1  사업 C에 포함되어있는 활동의 사례로 MP1  에 지, 

력  원자력발  경제성 분야 로젝트의 세부 활동을 나타내고 있다.17) 

16) IAEA, Additional information to the 2004-2005 mid-term progress report( 

internal document), 2005.

17) IAEA 사무국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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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로젝트에 포함된 활동(activity) 사례

(6) 투입요소/자원 결정

투입자원은 로젝트의 기술 경제성 측면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투입 비용은 

선정된 이행 수단에 근거하여 결정된다. 투입 재원은 정규 산, 특별기여  등

으로 분류한다. 

(7) 수행 지표(performance indicator) 결정

MP1의 수행 지표는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IAEA의 지식자원, 지침석, 권고안, 분석도구, 분석  지원을 이용하는    

  회원국 수과 계량화가 가능한 분야에서 회원국의 이용도  만족도 달성  

  수

•회원국 는 국제기구와 공동발의(joint initiative), 공동 제품  기타 기술  

  교류의 공헌도 

•국제 포럼에서 원자력발 을 주요 에 지 공 원으로 발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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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우선순  결정

한정된 산을 가지고 IAEA 로그램을 수립하기 해서는 어떠한 활동들

을 우선 으로 포함시킬지 우선순 를 결정하여야 한다. 한정된 IAEA 산에 

비하여 회원국들의 요구사항은 다양하기 때문에 IAEA 로그램 수립에 있어서 

우선순 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결정한다. 

첫째, IAEA 헌장상에 규정된 IAEA의 의무와 법  책임에 합당한 활동인가 

하는 것이다.

둘째, 이사회  총회가 IAEA가 수행하도록 특별 결의안으로 결정한 사항인

가 하는 것이다. 이사회  총회는 매 회의시 논의를 거쳐 결의문을 채택하고 

있다. IAEA 로그램의 상당 부분은 이러한 결의에 근거를 두고 있다. 

셋째, 회원국들이 우선 으로 제기한 사항인가 하는 것이다. 이사회나 총회

에서 결의안으로 채택되지 않은 사항이라 할지라도, 국제회의에서나 서면을 통

하여 회원국들이 요청한 사항인가 하는 것이다. 

넷째, 상설  기타 자문/검토그룹들이 권고한 사항인지 하는 것이다. IAEA

는 여러 개의 사무총장 상설자문그룹(Standing Advisory Groups), 기술작업단

(Working Groups) 등을 운 하고 있다. 

다섯째, 로그램 평가단의 결론  권고사항인가 하는 것이다. IAEA는 각 

분야별로 로그램 평가단을 운 하고 있다. 

제 3   IAEA와 성과기반의 력체제 구축방안

1. 시사

본 연구는 IAEA와 성과기반의 력체제를 구축하기 한 시사  도출을 

하여 IAEA 사업 개발  성과 평가를 담당한 Sheriff 국장과 Kamel 한국 기술

력 담당 을 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하 다. 세미나  질의응답을 통해 도

출한 시사 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결과기반의 시스템은 투입요소-활동에 이르는 사업의 이행을 통하여 

산출물, 성과물 그리고 목표 도달이라는 결과를 도출하는 체계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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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사업의 기획시에는 목표에서 시작하여 투입요소까지 세분화하게되지만 

사업의 이행은 투입요소로부터 시작하여 성과물에서 수행도를 측정하게 된다. 

셋째, 종합 인 사업 주기는 기획, 이행  성과 평가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본 연구는 IAEA RBA를 분석하고 IAEA 사무국 직원들과 의를 통하

여 도출한 우리나라에 시사 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 기획시 6년간 기 계획을 근간으로 작성된다는 이다. 이는 매 

2년마다 작성되는 단기 사업들의 목표와 지표들을 일 성있게 유지하기 하여 

필요한 사항이다. 

둘째, 사업내 우선순 를 결정하여야한다. IAEA는 헌장상 의무, 의사결정기

구의 결정 등의 우선순 별로 사업들을 조정한다. 

셋째, 구체 인 분야내 니즈의 악이다. IAEA는 회원국들과 다양한 경로를 

통한 의사소통으로 회원국 니즈를 구체화하고 있다. 

2. 구축방안

IAEA의 성과기반 근은 단일 조직내의 주요 사업들을 상으로 용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IAEA간 국제 력에 성과기반 근방식을 용하기 하여 

다음과 같은 구축 방안을 제안한다. 

가. IAEA와 국제 력 기계획을 수립

우리나라와 IAEA간 국제 력에 한 기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을 제안한다. 

즉, IAEA의 모든 사업은 6년 기간의 기계획을 기  자료로 활용하여 수립하

고 이를 기반으로 성과기반 근방식을 용하기 때문이다. 

2006년 4월 재 우리나라는 2007-2011년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작성하여 최

종단계에 이르고 있다. 동 계획에 IAEA와 우리나라간 국제 력의 일부분이 포

함되어있는바 참고할 필요가 있다. 

나. IAEA와 국제 력 임워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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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기술 력 분야는 우리나라와 IAEA간 CPF(Country Programme 

Framework)를 작성한 바 있고 2006-2010년 CPF를 수정보완하고 있다. 이와같

은 국제 력 임워크를 안 조치 그리고 안   방호 분야로 확 하여 작

성할 필요가 있다고 단된다. 즉, IAEA의 핵심  력분야인 기술 력, 안

조치 그리고 안   방호 분야 각각에 하여 우리나라와 IAEA간 (가칭)“국

제 력 임워크”를 작성해야 한다. 동 임워크에는 각 활동들의 우선순

들을 기술하여야할 것이다. 

다. IAEA 정책 안 의체의 구성  운

IAEA는 원자력 발 , 안 , 안 조치, 원자력 의학, 농학, 식품 등 원자력의 

다양한 분야를 모두 다루고 있는 원자력의 종합  국제기구라 할 수 있다. 따

라서 재 IAEA내 각종회의 결과  진행사항을 국가차원에서 체계 으로 분

석하여 종합 인 데이터베이스화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효과 으로 수행하기 

해서 련 기 들간 IAEA 정책 안 의체를 구성  운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정책 의체 운 과 함께 련 정보의 공유 시스템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라. IAEA 지 지원단을 운

2006년 4월 재 IAEA 사무국내 한인직원은 국내 원자력기 에서 단기 

견된 CFE(Cost Free Expert)를 포함하여 약 30여명에 이르고 있다. 이들은 

IAEA 사무국내 안 조치, 기술 력, 안  등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기본

으로 한인직원들은 국제기구 직원으로서 립성을 가져야하지만 이들 직원들

을 통한 IAEA 활동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재는 한인직원과 개별  

을 통하여 안에 한 해결에 치 하고 있지만, 이를 보다 체계화하고 조직화

하기 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단된다. 



- 28 -



- 29 -

제 4 장 목표 달성도  련 분야에 기여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부목표를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하 다.

IAEA의 성과기반 근법의 도입 배경  황 분석하고, 성과기반 근법 

용에 따른 우리의 시사 을 도출함으로써 IAEA의 성과기반 근법을 분석하고 

평가함으로써 연구목표를 달성하 다. 

우리나라와 IAEA간 성과기반의 국제 력체제를 구축하기 한 방안 제시함

으로써 연구목표를 달성하 다. 

에서 기술한 것과 같이 세부 연구목표들을 성공 으로 달성함으로써 우리

나라 원자력 로그램의 국제  리더십 확보를 한 기반을 구축하고, IAEA와 

원자력 국제 력 기반 강화에 기여한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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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우리나라는 2005년말 재 IAEA 정규 산 분담  비율이 139개 회원국 가

운데 13 에 이르고 있고 30여명의 한국인들이 IAEA 사무국에서 근무하고 있

다. 한 IAEA 국제공동연구(CRP: Coordinated Research Project) 참여 실 도 

7 에 이르고 있으며 국제 기술회의  훈련과정을 국내에 극 유치하고 있

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나라가 IAEA를 통하여 개도국에 기술지원  원자력 

기술의 수출을 할 수 있는 치에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우리나라는 IAEA 

활용을 한 새로운 방향  략을 모색해야한다. 

국내 으로는 기획 산처를 심으로 국가 사업의 성과 리제도  성과주

의 산 제도를 정착하기 한 활동이 진행 이다. 한 과학기술 신본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성과 리에 한 법률”을 통하여 국가연

구개발사업 등에 한 평가를 성과 심으로 체계화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성

과평가의 결과를 연구개발사업에 한 산의 조정  배분등에 반 하도록 하

며, 창출된 연구 성과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리체제를 구축하는 등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  책임성을 향상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내외 상황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IAEA가 시행 인 결과기반

근법(RBA)을 분석하고 그 시사 을 도출함으로써 IAEA와 우리나라간 국제

력 분야에 성과 기반 체제를 도입하기 한 방안을 제시하 다. 련 정부 부

처와 원자력 기 은 이러한 방안을 구체화하기 하여 후속 조치를 이행해야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IAEA 국제 력의 총체  정책 목표와 방향 설정

에 활용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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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 정보

본 과제는 국제원자력기구 사무국이 결과기반 근법(RBA)를 용하기 한 

련 문서와 이행에 련한 문서들을 획득하 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Andrzej T. Abraszewski, Fatih Bouayad-Agha, John D. Fox,         

  Wolfgang Mϋnch, "Results-Based Budgeting: The experience of    

  United Nations System Organizations", JIU/REP/99/3, 1999. (부  

  록 1)

■IAEA Sheriff (Director, Office of Programme Development and      

  Performance Assessment), IAEA experience in Results Based     

  Management, March 2006. (별도 자료)

■Guidelines on the use of Programme Output Reporting           

  module(POR) & Outcome Achievement Assessment           

  Module(OAA)(IAEA-MTPG, 2005) (별도 자료)

■Main features for the 2006-2007 programme and budget preparation  

  process (별도 자료)

■Detailed guidelines for preparation of the programme and budget   

  2006-2007 (별도 자료)

■Status of activity implementation and output delivery for           

  SubProgramme 1.A.1(2005-11-25) (별도 자료)

■Additional information to the 2004-2005 Mid-Term Progress         

  Report(Scope Programme 1.A) (별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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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와 원자력 기 은 이러한 방안을 구체화하기 하여 후속 조치를 이행해

야할 것이다. 

주제명 키워드 (10단어 이내) 국제원자력기구, 원자력 력, 원자력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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