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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IAEA 국제원자력대학(INU) 설립 타당성 연구 

Ⅱ. 연구개발의 배경 및 필요성 

  세계 기후 협약, 청정 에너지 개발 등 다시 부흥기를 맞이할 것으로 기

대되는 원자력 에너지 이용은 자격을 갖춘 인적자원의 보유와 다음 세대

로의 지식보존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러나 IAEA 회원국들은, 선진국의 원

자력 산업 침체가 주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문인력의 정년퇴직 증

가와 젊은 과학자의 원자력계 종사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현상에 대

해 많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미 미국, 독일, 일본 등의 원자력 선진

국에서는 대학생들의 원자력 전공기피로 인하여 학과 명칭을 변경하거나 

원자력 교육프로그램을 축소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우수한 젊은 세대가 대학에서의 원자력 전공을 기피하는 현상

이 점점 증가되고 있어 선진국과 같은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범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에 대한 해결 방안의 하나

로 1999년부터 IAEA 총회 과학포럼 등 국제회의에서 여러 차례 IAEA가 중

심이 되는 국제원자력대학 설립 필요성을 국제사회에 제안하 다. IAEA는 

국제사회의 원자력 인력양성과 교육훈련에 대한 회원국들의 우려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자 2002-2003 IAEA 원자력 지식보존 프로그램의 하

위 과제로 ‘International School of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국제원자력대학) 설립 타당성 연구’를 정규사업으로 채택하 다. 

  전통 대학과 차별성을 가지는 ‘국제원자력대학’은 젊은 세대들에게 원

자력 과학기술 고등교육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회원국들간의 공동협력으

로 운 되는 새로운 개념이 되어야 한다. 또한 원자력 과학 기술의 지속

적인 발전을 촉진하는 새로운 메커니즘 국제원자력대학의 필요성 당위성

이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여러 차례 국제회의에서 INU 필요성을 제

안한 국가로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국제교육훈련 네트워크 구축 등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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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개념을 도입한 국제원자력대학 설립 타당성 연구에 대해 IAEA를 지

원하고자 동 과제를 추진하게 되었다.

Ⅲ. 연구 목적

  본 과제는 IAEA가 추진하는 국제원자력대학 설립 타당성 연구를 지원하

기 위해 수행하는 것으로, 국제원자력대학 설립 필요성에 대한 논리를 개

발하고, 국제적인 환경 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개념의 국제원자력대학 설

립 방안을 IAEA에 제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IAEA 사업 수행에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국측 안을 제출하는 것이다. 즉 IAEA가 

국제원자력대학 설립 타당성 연구를 구체적으로 추진할 때, 우리나라가 

제시한 안이 기본 자료로 활용되어 아시아권 내에서 회원국을 위한 지역 

국제원자력대학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Ⅳ.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범세계적 교육훈련 네트워크 구축 등 새로운 

개념으로 제안되는 ‘IAEA 국제원자력대학 설립 타당성 연구 과제’의 연구

내용과 연구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IAEA의 국제원자력대학 설립 필요성과 타당성에 관한 논리개발

을 위해 국내외 국제대학에 관한 자료를 조사 분석하 다. 그리고 국제원

자력대학과 일반 대학과의 차별성과 IAEA의 역할을 연구하 다. 

   둘째, 국제적인 환경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개념의 INU 설립 방안 제시

로서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국제적인 교육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방안

과 국제원자력대학이 필요로 하는 커리큘럼의 Outline 및 운 체계를 연

구하 다. 

   셋째, IAEA 사업 수행에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국측 제안서 제출과 향후 대응 방안 연구를 하 다. 

Ⅴ. 연구개발 결과

  본 연구의 결과물로 IAEA가 국제원자력대학 설립 타당성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측 제안서 (Korea Proposal)을 생산하여 IAEA에 제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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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제안서는 INU 개념, INU 목적, 목적달성 추진 원칙, INU 교육프

로그램과 운  방안, INU 설립 타당성 연구를 위한 과제 활용과 IAEA의 

역할, INU 운  및 협력 체계 등 INU 설립 타당성 연구의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내용으로 한다. 제출된 IAEA의 국제원자력대학 설립 타당성 연구 

제안서를 IAEA회원국들과 공감대를 형성하여 IAEA가 원활히 추진할 수 있

도록 IAEA SAGNE 회의, 지식관리 회의와 FNCA 등 원자력 국제회의에서 다

섯 차례 발표하 다.

  또한 한국원자력연구소의 IAEA INIS Mirror Site 유치 계획, RCA 지역 

사무국 유치, 국제원자력교육훈련센터(INTEC) 개관, 학연협동교육의 일환

으로 추진되고 있는 원자력 지식 관문국 사업 추진, 원자력 기술과 새로

이 부각되는 NT, BT, IT, ET 등과 연계한 다학제적 첨단 원자력 커리큘럼 

(안) 등과 더불어 정부, 학계, 산업계 협력으로 향후 추진할 IAEA의 INU 

설립 타당성 연구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 다.  

Ⅵ.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동 과제 결과의 활용 계획은 다음과 같다.

  첫째, INU 개념에서 제안한 ‘회원국 교육훈련 네트워크 구축’, ‘원자력 

고등 교육을 위한 커리큘럼 개선사업 촉진’ 부분이 IAEA가  원자력 지식

보존사업의 일환으로 우선 추진해야 할 항목으로 선정되었다. 그리고 이

는 2002년 9월 IAEA 총회 과학포럼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임으로 우리의 

안을 IAEA에서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둘째, IAEA 원자력 지식관리회의에서 논의된 여러 가지 안건들 중 특히 

유럽원자력대학 네트워크 구축사업과 INU 연계 등 INU 개념과 관련되어 

제안된 안은 하나의 종합된 안으로 설정하여 IAEA가 계속 회원국들과 협

의 그 실현 방안을 강구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INU 개념과 설립 방안의 부산물로 생산된 원자력 기술과 NT, BT 

등과 융합된 커리큘럼을 향후 IAEA 원자력지식관리 관련 회의에 우리 측 

안으로 활용하고, 국내 원자력 학연협동 교육훈련 강화의 방안으로 활용

한다.

   넷째, 일본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FNCA 원자력 인적자원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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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D) 분과에서 회원국들간에 공동사업으로 추진하는 AINST 설립 타당성 

연구에 INU 개념을 적용하여 인도네시아 및 일본 등과 협력한 AINST의 타

당성 연구가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섯째, 한국원자력연구소 INTEC의 국제 장기 교육프로그램 운 계획

과 RCA 지역사무국이 계획하고 있는 회원국 석사후 연수과정 제공, 그리

고 KAIST와 연계한 석․박사 교육과정 제공 등을 INU 개념과 연계하여 우

리나라 원자력 교육기관이 아시아 지역의 지역 INU 역할을 수행할 수 있

는 기반으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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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Project Title

  Feasibility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the IAEA International 

Nuclear University 

Ⅱ. Background

  The growing need for nuclear energy expected in the coming future 

requires relevant human resources and knowledge. However, a number 

of Member States have expressed their concern about the aging of the 

human workforce in the nuclear field and sharp decline in the number 

of new entrants to training and education in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As one viable option to solve these problems, the 

Republic of Korea has suggested the necessity of an international 

nuclear school, so called the International Nuclear University, to 

the Agency and the International Nuclear Society.   

  The IAEA is planning to facilitate education and training in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for Member States through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on preservation of knowledge in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in the 2002-2003 program. The project 

will produce a feasibility study for the Agency sponsored 

international school in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including 

the development of guidance and curricula for important disciplines 

in the field. The international nuclear school will be expected to 

be a new mechanism not only in providing knowledge of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for the young generation but also in 

collaborating Member States effort on nuclear education and 

training. Graduates from the school will be the worldwide nuclear 

human resources that will promote sustainable development of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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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 concepts such as organization of a worldwide network us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mong training and 

education centers will be highly useful in aiding the young 

generation to extend their global career opportunities.  

Ⅲ.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project is to support 2002-2003 the IAEA 

project D.4.02, facilitating education, training and research in 

nuclear science and related fields, especially for a feasibility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the Agency sponsored International 

Nuclear University. The main objectives of this project are to 

develop new concepts which are necessary for the INU, to make Korean 

proposal for a feasibility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the Agency 

sponsored International Nuclear University, and to provide its 

proposal to the Agency and have a close cooperation with Agency for 

Korean leading role of the project implementation.

Ⅳ. Scope and Contents

  The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are as follows;

  Firstly, the new concepts which are necessary for the Agency, such 

as justification of the INU for the Member States, differential 

characteristics of the International Nuclear University with 

traditional universities, will be developed.

  Secondly, the Korean proposal such as the organization of a 

worldwide network us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mong Nember States' research institutes and training/education 

centers, curriculum outline and operation system of the INU will be 

produced.

  Lastly, the produced Korean proposal from the project will be 

submitted to the Agency, and will be promoted to have fur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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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peration with the Agency for the implementation of its 

feasibility study.

Ⅴ. Results

  Through this project, the Korean proposal for a feasibility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the Agency sponsored International Nuclear 

University, which contains the new concepts and its objectives, 

principles to achieve the objectives, its curriculum outline and 

operation system, suggested project activities, was produced and 

submitted to the Agency.

  The Korean proposal were presented several times at the IAEA 

meetings and other international meetings related nuclear human 

resources development for understanding the necessity of a 

feasibility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the Agency sponsored 

International Nuclear University with Member States. 

  For further cooperation of the IAEA INU project implementation 

with the Agency, hosting IAEA INIS mirror site, establishment of the  

RCA region office, establishment of the INTEC at the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and advanced curriculum of nuclear 

technology linked with NT, BT, ET, IT were made progress as a part 

of conceptualizing of the IAEA project.

      

Ⅵ. Proposal for Applications

  The results gained from this project will be utilized for the 

future project as follows;

  Firstly, promoting network of institutions for nuclear education 

and training in Member States, facilitating development of curricula 

for internationally accepted higher university degree on nuclear 

technology which had been proposed  Korean Proposal as a part of the 

INU concepts were ranked in the six top priority activities a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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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 Meeting on Managing Nuclear Knowledge. Korean proposal will be 

utilized continuously for the above mentioned projects.

  Secondly, the proposal of two initiatives, the EC European Nuclear 

Engineering Network and the proposed INU from Korea could be 

combined as an integrated project. The Agency will  consider whether 

the proposal is visible.

  Thirdly, the developed advanced curricula linked with NT, BT, ET, 

IT will be utilized not only for the education of young generations 

as a part of cooperation with universities at the KAERI but also for 

the further cooperation with the Agency in terms of nuclear 

knowledge management.

  Fourthly, the Korean proposal will be utilized in updating concept 

of the establishment of the Asia Institute of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which was proposed at the 2001 FNCA Workshop on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n the nuclear field by Indonesia as one of 

cooperative project among the FNCA member countries.

Lastly, the Korean proposal will be utilized not only for the 

development of long-term training programs of the INTEC of KAERI but 

also for providing the RCA member countries with post-master 

education programs and master/Ph.D. courses in Korea from the RCA 

region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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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개발의 배경 및 필요성

  현재 원자력발전소는 전 세계적으로 433기가 가동 중이며, 10년 이내에 

원자력발전소 교체, 전력수요증가 및 UN 기후협약 이유 등에 기인하여 세

계적으로 원자력 에너지 수요는 다시 증가하고 원자력 시장은 활성화 될 

가능성이 크므로 원자력발전계획은 다시 활력을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

다. 그러나 최근 미국, 서독 등 선진국들의 원자력발전산업의 침체는 젊

은 과학기술인력의 원자력계 신규 종사자가 급격하게 감소되고 있는 추세

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마땅한 대응책이 없는 상태에서의 기존 원자력 

전문인력의 노령화는 원자력 지식보존과 인력계승에 많은 우려로 나타나

고 있다. 따라서 원자력에 관한 여러 국제회의에서 이와 같은 현상에 대

한 올바른 이해와 함께 문제점에 대한 대응 방안을 국제적인 협력 속에서 

강구되어야 한다는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다[1].

  우리나라에서도 우수한 젊은 세대가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원자력관련 

전공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기존 원자력 전문인력의 노령화로 

인하여 원자력 R&D 부분을 담당할 전문인력의 경우 10여 년 후에는 상당

한 인력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 2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2002-2006)의 원자력 인력양성 및 확보 부분에서 원자력 관련 학과 우수

학생 확보 및 인력양성 전략, 원자력 산업체의 우수 인력확보 및 유지 전

략, 원자력 인력의 국제경쟁력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정부 차원에서 이를 

지원하고 있다[2]. 

  기술적인 측면에서 볼 때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기술의 연속성

과 유지보존은 지식과 전문가들에 의존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한 국

가만의 문제해결보다는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그러므로 현재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연구개발과 교육훈련에 중심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IAEA가  회원국의 연구소, 산업체, 대학 및 훈련센터간의 세계적인 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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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를 구성하여 젊은 원자력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가칭 ‘국제원자력대학

(International Nuclear University, INU)’ 설립이 필요하다.

  경제·산업적 측면에서 볼 때, 433기의 원자력발전소가 전 세계 전력생

산의 17.5%를 담당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현재 20기의 원자력발전소가 

전체 발전량의 43%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부정적인 정치적, 사회적, 

환경적 그리고 국민의 이해 등의 향으로 젊은 세대들의 원자력분야에 

대한 관심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특히 IMF 등 경제적 구조조정으로 인하

여 원자력 전문인력의 노령화가 앞당겨져 핵심전문인력의 수급이 우려되

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 국가 경제활동의 핵심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원자

력 에너지 이용의 지속적인 발전에 차질을 줄 소지가 있다. 이러한 문제

를 해소하기 위하여 IAEA가 중심이 되어 회원국간의 원자력 지식보존과 

인력계승을 위한 젊은 우수 과학자들의 원자력계 유치와 양성을 위해 국

제적인 공동노력, 원자력의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도록 대비하기 위해서

도 INU 설립에 관한 타당성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단계에 이르 다.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도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교육훈련의 페러다임

이 획기적으로 변하고 있다. 이제 사이버 교육훈련 부분이 전통 교육훈련

의 주된 보조수단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므로 언어와 문화를 극복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인터넷을 활용한 사이버연수 또는 인터넷 학습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이 한층 용이하고 또한 바

람직한 방편일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도 젊은 원자력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술교류 및 인력교류를 위한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한 

데 IAEA의 국제원자력대학이 회원국간의 원자력 교육훈련 네트워크 형성

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제 2 절 연구개발 목표 및 범위 

  원자력 이용에 따라 축적된 지식은 다음 세대에서도 효과적으로 활용되

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현상에서 나타나는 젊은 우수 과학기술자의 원

자력계 종사기피, 기존 전문인력의 노령화로 인한 정년퇴직 증가에 대해 

우리나라는 IAEA 과학포럼과 총회 및 국제회의에서 국제원자력대학의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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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 필요성을 여러 차례 다음과 같이 제안하여 범세계적인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 다.

      ◦ 1999년 9월 제43차 IAEA총회에서 한국원자력연구소 소장(장인

   순 박사)의 INU 설립 필요성 제안

      ◦ 2000년 4월 International Youth Nuclear Congress (IYNC)에

         한국원자력학회 회장(강창순 교수)의 INU설립 필요성과 설립원  

칙 그리고 업무범위에 대한 제안

      ◦ 2000년 9월 제44차 IAEA총회 기조연설에서 당시 과학기술부장  

 관이 INU 설립 필요성을 정부차원에서 제안

  이상과 같이 제안한 INU 설립의 필요성이 IAEA를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

으로 대두될 것을 대비하여 한국원자력연구소(원자력 연수원을 중심으로)

에서는 국제대학에 관한 일반적인 기초자료(International Space 

University, UN University, Asia Institute of Technology 등)를 수집하

다.

  IAEA가 INU 설립 타당성 연구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자료

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 동 과제의 연구 목적과 범위는 아래와 같다.

   첫째, IAEA의 국제원자력대학 설립 필요성과 타당성에 관한 논리개

발로서 국내외 국제대학에 관한 자료 조사분석, 국제원자력대

학 설립 필요성과 타당성 논리개발, 그리고 국제원자력대학과 

일반 대학과의 차별성과 IAEA의 역할 연구.

   둘째, 국제적인 환경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개념의 INU 설립 방안 제시

         로서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국제적인 교육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방안과 국제원자력대학이 필요로 하는 커리큘럼의 Outline

과 운 체계 연구.

   셋째, IAEA 사업 수행에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국측 제안서 제출과 향후 대응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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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개발의 추진체계 및 추진방법

 

  본 연구과제를 추진함에 있어 먼저 IAEA의 과제 추진현황에 대한 이해

와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적인 사항이었다. IAEA측과 과제 수행에 대

해 IAEA 사업 추진 실무자가 에너지부의 Program Officer인 Mr. Yanko 

Yanev임을 확인하 으며 동인이 본 과제의 IAEA측 Counterpart로 구체적

인 과제 추진을 협의하 다. IAEA는 2001-2002년도 Project로 선정은 되

어 있으나 과제 추진 활동이 작성되지 않은 상태 으며 IAEA는 IAEA INU 

설립 타당성 연구에 대한 한국의 의견제시와 더불어 한국측 제안서 송부

를 요청하 다.

  이에 따라 동 과제 수행을 위한 IAEA와의 협력과 과제 추진전략을 그림

1과 같이 설정하 다. 

  

과제 추진 방법에 있어서는 먼저 국내외 국제대학에 관한 정보 및 자료수

집 및 분석 작업을 수행하 다. 또한 생산된 자료 검토와 의견 수렴을 위

해 국내 대학, 산업체 등 관련기관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자문

위원회를 운 하 다. 또한 3차에 걸쳐 생산된 자료와 IAEA와의 협의된 

그림 1. 과제수행을 위한 IAEA 협력 및 과제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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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과 향후 추진계획을 위해 3차에 걸쳐 정부와 과제 진도보고회를 개최

하 다. 과제 추진 방법 및 진행 과정에 대한 내용을 그림 2와 같이 설정

하 다.

그림 2. 과제 추진 방법 및 진행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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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 원자력교육 현황과 IAEA의 

국제원자력대학 타당성 연구 추진현황

제 1 절 국내 대학 원자력공학과 교육현황 

1. 국내 원자력 인력현황

  국내 원자력 교육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서 교육 수요와 직접적인 연관

성을 갖는 원자력 인력현황을 먼저 조사하 다.[3] 

1970년대와 1980년대를 지나면서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이나 운  등 산업

분야 뿐만 아니라 원자력 연구개발 분야에서도 과학기술자의 일자리가 창출

되고 지속적으로 발전을 거듭함에 따라, 높은 호응과 인기도를 유지하면서 

우수한 인력들이 대거 원자력 분야에 진출하 으며, 그동안 원자력 분야의 

발전에 크게 공헌하 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장 부지선정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미래의 비전에 대한 매력이 줄어들었으

며, 그 파급효과로서 국내 대학의 원자력관련학과 뿐만 아니라 산업계나 연

구기관 등에서 젊은 인재들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과학기술부의 의뢰를 받아 한국원자력산업회의에서 작성한 “원자력산업실

태조사” 최종보고서[4]에 따르면 1993년부터 2000년까지의 우리나라의 원

자력관련 종사자 수의 추이는 표 1과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7

년부터 2000년까지 4년째 매년 원자력관련 종사자 수의 합계가 전년도 보

다 감소하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1996년에서 2000년까지 원자력관련 

종사자 수는 약 16.6%의 감소를 보인다. 감소추이의 원인은 1997년 말부

터 시작된 IMF 외환 위기 이후 계속되는 구조조정의 여파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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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우리나라 원자력관련 종사자 수의 연도별 추이       (단위: 명)

연도 연구/기술직 사무직 기능직 합계

1993 9,652 1,243 7,910 18,805

1995 14,925 2,252 6,264 23,441

1996 15,401 2,265 7,074 24,740

1997 15,724 2,024 5,258 23,006

1998 14,794 1,872 4,552 21,218

1999 14,672 2,328 3,698 20,698

2000 15,209 2,306 3,131 20,646

  한편 첨단기술의 핵심이 되고 있는 방사선기술(RT: Radiation 

Technology)은 의료분야뿐만 아니라 농업, 공업, 환경 등 이용분야가 다

양하며 매년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 이용기관 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

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 이용기관 수의 연도별 

추이는 그림 3에 나타내었다[5]. 원자력관련 종사자 수가 IMF 외환위기에 

큰 향을 받은 것과 대조적으로 RT분야의 이용기관 수는 1992년 804개에

서 2002년 1840개로 최근 10년 동안 56%의 급격한 증가를 보이며 지속적

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 연도별 국내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 이용기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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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 이용기관수가 증가함에 따라 방사선작업

종사자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 으며, 2000년도의 기관별 방사선작업종

사자 수는 약 25,000여명으로 각 기관별 분포는 표 2와 같다.

표 2. 각 기관별 방사선작업종사자 수 (2000년도)

기관별 의료기관
교육 및 

연구기관
공공기관

산업체 및 

기타
합계

종사자 수(명) 2,277 5,078 9,659 8,425 25,439

2. 국내 대학 원자력관련 학과 교육현황 

  국내 대학의 원자력관련 학과들의 교육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원자력

관련 학과들의 학부 졸업생 수와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입학생 수를 조

사․분석하 다. 그리고 각 학교별 학부 및 대학원과정의 교과과정을 조

사․ 분석하 다. 

가. 학생 수 현황

  본 연구에서는 국내 대학에서 원자력관련 학과가 있는 경희대, 서울대, 

조선대, 제주대, 한양대, 한국과학기술원 등 6개 대학에 대하여 1995년부터 

2002년까지 학부, 석사 및 박사 과정 학생 수의 연도별 추이를 조사하여 표 

3-5 및 그림 4-6 에 나타내었으며 학부과정 학생 수는 졸업생 수를 기준으로 

하 다.

  표 3 및 그림 4에서 국내 대학 원자력관련 학과 학부 졸업생 수의 전체 

합계를 연도 별로 살펴보면 1997년부터 매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1996

년 213명에서 2001년 179명으로 5년 동안 16%의 감소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추이는 원자력 종사자 수의 연도별 추이와 비슷하며, 현재 원자력 산업체의 

인력 수급 현황을 그대로 반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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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 국내 대학 원자력공학과 학부 졸업생 수의 연도별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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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대학 원자력관련 학과의 석사 인원 수는 석사과정 입학생 수를 기준

으로 하여 조사하 다. 표 4 및 그림 5에서 석사과정 학생 수의 전체 합계를 

연도 별로 살펴보면 1999년부터 매년 감소하는 경향이며 1998년 91명에서 

2002년 56명으로 4년 동안 약 39%의 감소를 보이고 있다. 학부과정 학생 수

의 감소비율 16%보다 2배 이상의 큰 폭으로 감소됨을 알 수 있다.   

표 3. 국내 대학 원자력공학과 학부 졸업생 수의 연도별 추이

연도 경희대 서울대 조선대 제주대 한양대 KAIST 합계

1995 39 25 48 27 45 5 189

1996 58 29 40 34 44 8 213

1997 44 33 35 33 43 13 201

1998 46 39 38 34 38 9 204

1999 49 37 43 28 35 7 199

2000 43 33 36 32 37 7 188

2001 45 22 37 27 43 5 179

2002 41 24 42 32 38 2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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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국내 대학 원자력공학과 석사 인원 수의 연도별 추이

연도 경희대 서울대 조선대 제주대 한양대 KAIST 합계

1995 17 26 4 2 3 13 65

1996 24 27 4 0 10 19 84

1997 18 32 3 2 14 19 88

1998 22 33 4 2 12 18 91

1999 9 33 2 4 8 16 72

2000 10 33 4 5 14 13 79

2001 7 33 2 4 12 10 68

2002 4 33 3 2 6 8 56

    그림 5. 국내 대학 원자력공학과 석사 인원 수의 연도별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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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대학 원자력관련 학과의 박사 인원 수는 박사과정 입학생 수를 기준

으로 하여 조사하 다. 박사과정의 경우 조선대는 2000년도에 신설되었으며 

제주대는 1999년에 개설되었다. 표 5 및 그림 6 에서 박사과정 학생 수의 전

체 합계를 연도 별로 살펴보면 1997년 41명에서 2000년 29명으로 감소되었다

가 다시 2001년과 2002년에는 약간의 증가를 보이지만 1997년의 인원 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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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국내 대학 원자력공학과 박사 인원 수의 연도별 추이

연도 경희대 서울대 조선대 제주대 한양대 KAIST 합계

1995 0 12 0 17 29

1996 2 13 1 21 37

1997 3 14 5 19 41

1998 3 14 1 16 34

1999 2 14 4 14 34

2000 2 14 1 1 1 10 29

2001 3 14 0 1 5 12 35

2002 0 18 1 1 3 13 36

   

    

   

그림 6. 국내 대학 원자력공학과 박사 인원 수의 연도별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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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과 같이 국내 대학 원자력관련 학과의 학생 수의 연도별 추이를 살

펴보았을 때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대학 내 원자력분

야에 대한 선호도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대학의 학

제 개편으로 학생들의 선택권이 확대되면서 원자력공학 전공 선택자가 급감

하고 원자력관련 전공(기계공학, 재료공학, 전기공학 등)의 인기도 열세인 

상태이고 지난 몇 년간 졸업생의 취업률이 저조하 으며 일본의 핵임계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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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국내 방사선 사고로 부정적 이미지가 확산된 향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우수 인력의 원자력 관련 전공 지원을 증대시킬 획기적인 방안이 수립‧추진

되지 않는다면 중 장기적으로 필요한 원자력 핵심 기술인력 공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대학의 장기적인 인력양성 역할을 

분명히 하고 세계화 되는 원자력 기술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할 우수한 국

내인력을 육성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나. 교육과정 현황

  국내 6개 대학 원자력 관련 학과들의 전반적인 교과과정 현황과 연구활

동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1)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국내대학에서는 유일한 교육용 임계 원자로 AGN-201과 이의 실험을 위

한 각종 기기를 갖추고 있다. 그리고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운전, 관리, 

안전성 평가 등에 필요한 고급 인력양성 등을 위해 다양한 교과과정은 물

론 방사성 동위원소의 공업, 농업, 의학적 이용 등에 관련된 분야의 교육

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주요 교과과목으로는 핵공학 개론, 원자로 재료, 안전공학, 원자로 이

론, 방사선 공학, 플랜트공학이 전공필수이다. 그리고 핵공학개론, 원자 

및 핵물리, 응용수학, 원자로동력학, 수치해석, 원자로 전산해석, 열역

학, 유체역학, 열전달, 계통공학, 보건물리, 방사선계측이론, 방사화학, 

원자로화학, 방사성폐기물관리, 에너지경제, 재료과학, 핵연료공학, 고체 

및 파괴역학, 노심설계-핵공학기초실험, 원자로관리 및 실험, 원자력종합

실험 등은 전공선택이다. 구체적인 교과목은 부록 1에 두었다. 

  과내 원자로설계실험실 등 6개의 실험실에서 활발한 연구활동을 수행하

고 있다. 원자로설계실(황원국 교수)에서는 지속적으로 원자로 핵설계를 

위한 핵자료 수집 및 평가 핵자료집을 처리, 다군정수 라이브러리를 생산

하고 있다. 원자로실 및 보건물리 연구실(이원근 교수)에서는 원자로 

AGN-201을 가동, 핵물리실험, 방사선 검출기 개발연구, 방사선 장애 방어 

및 환경오염에 관한 연구 분석 등 다양한 실험과 연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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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유체 실험실(김상녕 교수)은 원자로심에서 야기되는 제반 열유체 문

제 및 안전성 분석은 물론 일반산업의 응용문제를 실험 및 모델링, 전산 

모사 등을 통해 연구하고 있다. 원자로해석실험실(박광헌 교수)은 원자력 

발전소의 구조재, 특히 원자로 내에서의 핵연료나 핵연료 피복재의 원자

로 운전 상태에서의 변화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는 실험실이다. 방사

성폐기물 실험실(황주호 교수)은 원자력 이용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부산

물인 방사성폐기물관리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2)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학부과정의 강의는 초창기에 국내 원자력 기술기반 구축을 위하여 원자

로물리와 핵물리 등 기초 및 기반분야가 주를 이루었으나, 원자력산업의 

발전에 따라 현재는 원자력산업과 접한 연관을 갖는 강의들이 주를 이

루고 있다. 현재 중점적으로 연구되는 분야는 경수로 기술의 고도화, 신

형 원자로 개발, 원자로 안전성 개선, 환경 향 문제 및 폐기물 처리, 

에너지 효율 향상을 비롯하여 플라즈마 공학, 핵융합로 설계 등으로 다양

한 분야에 걸쳐 원자력 분야 연구가 진행중이다. 구체적인 교과목은 부록 

1에 두었다. 

  과내 11개 연구실에서 다양한 원자력 분야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

다. 확률론적 안전성 분석 분야, 중대사고, 소멸처리 분야(정창헌 교수)

는 확률론적 안전성 분석을 기반으로 한 원전 점검주기와 허용정지기간 

평가 방법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핵융합 분야(정기형 교수)에

서는 G-7 과제중 초전도 전자석 토카막 사업에 참여하여 초전도 전자석을 

제작하고 있으며, 차세대 반도체 제조용 대면적 플라즈마 source를 개발

하는 등의 연구가 활발하다.

  노심핵설계 분야(김창효 교수)에서는 최적화 이론을 이용한 노심내 핵

연료 장전모형의 최적화 등과 원자로의 노심을 해석할 수 있는 전산코드

를 개발하는 등의 연구사 수행된다. 방사선 공학분야(강창순 교수)에서는 

보건물리 분야, 방사성폐기물 분야, 중대사고 분야, 그리고 원자력 정책 

및 안전규제 분야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원자력 안전공학 분야

(이은철 교수)에서는 원자력발전소의 운전 및 보수, 유지시 발생하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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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의 제반 문제점을 해석하고 이의 개선방안을 연구한다.

핵융합 이론 및 플라즈마 응용분야(홍상희 교수)에서는 핵융합로 내의 플

라즈마 거동을 규명하기 위한 이론 연구, 플라즈마의 산업적 응용에 관한 

실험과 수치해석 연구, 자기유체역학(MHD)을 기초로 한 응용연구를 한다.  

열수력분야(박군철 교수)에서는 이상유동 현상 연구, 열전달 계수 측정, 

원자력발전소의 중대사고와 관련된 수소혼합, 그리고 신형원자로의 개념 

연구 및 실증실험,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한 실

험 시설들을 운 하고 있다.

  핵재료 공학 분야(황일순 교수)에서는 원자력 발전, 핵융합 개발 및 핵

폐기물 처리 기술개발 등 원자핵 공학 전반에 걸친 주요 과제에서 재료 

물성의 한계를 연구하고 다각적인 해결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핵계측 분

야(최희동 교수)에서는 SNU 1.5-MV 직렬형 반데그라프 가속기의 운  및 

응용 연구와 핵계측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원자로계통 공학설계 분야(서균렬 교수)에서는 위해도 및 신뢰도 관련 

안전요소 기술의 개발, 연구전문분야의 학문적 기술적 우수성 추구, 2000

연대에 수요가 예상되는 연구 소재의 개발 및 선도, 효율적 연구 경  기

법을 도입한 연구팀 운 , 안전 관리 및 원전설비 개선에 직결되는 연구 

과제 수행을 기본 목표로 활발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핵융

합 및 플라즈마 실험 분야(황용석 교수)에서는 KATAR 토카막 플라즈마 제

어 연구를 비롯한 핵융합 플라즈마 관련 실험 연구와 산업적 응용이 활발

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플라즈마원의 개발 및 그 특성 연구를 수행한다.

  (3) 제주대학교 에너지공학과

  학과목은 크게 원자력 및 기타 에너지 공학에 필요한 기초공학분야, 핵

공학분야, 그리고 청정 에너지 분야의 3개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핵공학

분야의 경우, 원자력 발전뿐만 아니라 교내 방사능이용연구소 및 의과대

학과의 연계하에 동위원소이용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이 결과 

지역산업 발전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지역적 필요성에 의

하여 대체에너지 분야도 함께 강의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학과목 구성은 

원자력 및 대체에너지와 같은 청정에너지의 이용, 그리고 관련기술의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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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적 이용에 초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인 교과목은 부록 1에 두었다. 

  연구실험실은 모두 6개로서 방사성동위원소 실험실(박재우 교수), 플라

즈마 실험실(이헌주 교수), 계측제어 실험실(이윤준 교수), 열수력학 실

험실(김신 교수), CAD 실험실(조경호 교수), 그리고 대체에너지 실험실

(천원기 교수) 등을 갖추어 관련 전공교수가 운 하고 있다.

  (4) 조선대학교 원자력공학과

  원자력발전 및 방사선 이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필요한 전문지

식을 습득, 활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학과의 목표로 한

다. 구체적인 교과목은 부록 1에 두었다. 

  현재 1개 연구센터와 4개 연구실에서 원자력공학 전반에 걸친 활발한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원자력연구센터(김숭평 교수)는 에너지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는 종합연구센터이다. 원자로화학 실험실(김숭

평 교수)은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 등에 관한 연구를, 동위원소실험실(정

운관 교수)은 방사성동위원소의 상업적 이용 등에 관한 연구, 열수력 실

험실(이경진 교수)는 원자로 안전과 중대사고 등에 관한 연구, 원자로이

론 실험실(양원석 교수)은 핵연료의 안전성 및 설계기술 개발 연구를 수

행하고 있다. 그리고 원자로수치해석연구실(송종순 교수)이 새로 만들어

질 예정이다. 본과에서는 특히 광 원자력 발전소와의 긴 한 협력으로 

지역관련 연구에 관여하고 있으며, 환경방사선 분석과 방사성 폐기물 처

분장의 부지 확보 방안 연구, 원자력과 지역 사회에 관한 활동 등에 주력

하고 있다.

  (5) 한양대학교 원자력공학과

  원자력에 대한 이론학습과 실습을 통해 지식을 넓히고 선진 기술을 익

히며 건전한 가치관을 키워 차세대 핵심 에너지 역군을 양성하는 것을 기

본 목표로 하고 있다. 전공 교과목으로는 핵물리, 방사화학, 열역학, 열

전달, 전자기학, 재료과학등 폭넓은 기초응용과학에서부터 원자로이론, 

원자로설계, 원자로열수력학, 원자로계통, 원자로재료, 방사선계측, 방사

선방호, 방사선차폐, 플라즈마응용, 핵융합공학, 신뢰도공학, 인간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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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측제어공학, 폐기물관리, 방사선 및 동위원소이용, 원자력정책등 전문

분야까지 매우 다양한 교과과정이 운 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교과목은 부

록 1에 두었다. 

  본 과에는 6개의 연구실과 2개의 부설 연구소 및 1개의 과기부 지정 측

정소가 있다. 부설연구소인 방사선종합연구소는 방사선방어연구부, 방사

선해석연구부, 보건환경방사선연구부 및 응용방사선연구부 등의 4개 연구

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내에서 방사선 분야 연구와 교육을 선도하여 온 

원자력공학과 교수진이 담당하되 원활한 학,연,산 협력체제를 도모하기 

위해 본 교를 포함한 대학, 국공립 연구기관 및 관련 산업계의 방사선 이

용 및 방호분야 전문인력을 연구위원으로 폭넓게 위촉하고 있다. 그리고 

원전기기기술연구소는 원전기술의 국산화와 고도화라는 국가적 요구에 부

응하여, 기초 기반기술이 취약한 우리의 원전기기 검증 및 개발 연구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며 관련 연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학부, 학과간 공동

연구 및 산학협동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산학 협동 연구센타로서 운 되

고 있다. 

  그리고 과학기술부가 지정한 서울지방방사능측정소는 국내외 원자력 발

전소 및 핵무기로부터의 방사선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정부의 환경방

사선 감시망의 한 곳으로 방사선종합연구소내에 설치되어 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측정소는 환경방사선 준위를 감시하고 서울-경기 지방의 방

사선 환경을 조사․분석한다.

  원자로열수력학 연구실(전규동 교수)은 원자로 내부 열전달 및 압력거

동 해석, 원자로 중대 사고시 노내 열적 거동 해석 등에 관한 연구를 수

행하고 있다. 보건물리연구실(이재기 교수)은 방사선 안전 평가, 방호 정

책 및 방사선 이용 및 계측 기술에 과한 연구를, 원자로해석 연구실(김종

경 교수)은 중성자 수송 해석 코드의 응용 및 개선, 무붕산 원자로심 설

계 및 노심 핵특성 해석 및 원자로 수명 연장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응용플라즈마 연구실(정규선 교수)은 핵융합 및 플라즈마 

처리의 진단 및 이론 개발과 플라즈마와 재료의 반응 연구 등에 관한 연

구를 수행하며, 원자로재료 연구실(김용수 교수)은 원자로재료 특성 연

구, 질코늄 피복관 수소화 연구와 고연소도 핵연료 성능 연구 및 플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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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응용 재료, 화학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신뢰도분석 연

구실(김인석 교수)에서는 신뢰도분석, 확율론적 안전성 분석 응용 및 위

험도관리, 사고관리 및 안전공학, 경보처리 및 진단기술 연구과 인간-기

계 연계시스템(MMIS)에 과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6) 한국과학기술원 원자력공학과

  학부과정에서는 이공계의 기초과목과 원자력공학 특유의 전공과목으로 

에너지, 환경, 방사선 의공학분야의 기초적인 과목들을 주로 배우며, 대

학원 과정에서는 각 분야별로 좀더 심도 있는 내용들을 배우며 각 개인의 

연구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논문연구를 중점적으로 한다. 주요 연구방향은 

에너지, 환경, 방사선의공학분야로서 국제적으로 선도하는 연구활동을 하

기 위해서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과학재단 우수연구센터

로 지정되어 있는 신형원자로 연구센터(CARR)에서 한국과학기술원 원자력

공학과 교수를 주축으로 국내 대학의 관련 연구 인력들이 한국형 신형원

자로에 관련된 기초연구와 설계요소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구체적인 교과

목은 부록 1에 두었다.  

  과 내에는 1개의 연구센터와 8개의 연구실이 있다. 연구센터는 한국과

학재단이 우수 공학연구센터로 지정한 신형로연구센터로서 안전도와 경제

성을 혁신적으로 개선할 신형원자로의 개발을 위한 연구가 활발하다. 그

리고 8개 연구실로는 노심핵설계와 원자로동특성을 연구하는 원자로해석 

및 입자수송 연구실(조남진 교수)과 원자력발전소 계통, 안전 및 열유체

에 관련된 연구를 하는 원자로 시스템 설계 및 해석 실험실(노희천 교

수), 원자로 안전 및 전산 실험실(장순흥 교수), 원자력열유체 실험실(전

문헌 교수)이 있다. 그리고 발전소의 건전성과 구조재료를 연구하는 원자

로 재료 실험실(김인섭 교수), 방사성 폐기물의 처리 및 처분을 연구하는 

핵화학 및 환경공학 실험실(이건재 교수), 원전시스템의 계측 및 제어에 

관한 연구를 하는 원전계측제어 실험실(성풍현 교수), 방사선측정과 방사

선을 이용한 의료 상장치를 연구하는 방사선 계측 및 보건물리 실험실

(조규성 교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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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IAEA 지식보존과 국제원자력대학 사업 추진현황

  IAEA가 2001-2002사업으로 추진하는 국제원자력대학 설립 타당성연구사

업은 IAEA D.4. 원자력과학기술 지식보존사업 (Preservation of Knowledg

e in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정규사업)의 하부 Project인 D.4.2 

원자력과학기술 교육훈련 연구 촉진(Facilitating Education, Training a

nd Research in Nuclear Science and Related Fields)에 포함된 3개 항목 

중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다. D.4.Program의 구성은 아래 표 6과 같다.

표 6 . 2001-2002 IAEA 원자력과학기술 지식보존사업 프로그램 구성내용

Program 명 하위 Project 명

 D.4. Preservation of   

Knowledge in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D.4.1. Assessing Policy and Requirements for

       Nuclear Science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Education 
D.4.2. Facilitating Education, Training and 

       Research in Nuclear Science and 

       Related Fields

       - ICTP 와의 원자력교육훈련 협력, 특정

         분야 지시보존, 워크숍 개최

       - International School for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설립 타당서

         연구(INU관련)

       - IYNC 촉진 및 젊은 과학기술자 훈련

사

         업 지원 
D.4.3. Preservation of Knowledge in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상기 사업을 IAEA Nuclear Energy Department 소관의 Mr. Yanko Yanev

가 프로그램 Officer를 담당하고 있다. 2001-2002 IAEA D.4.원자력과학기

술 지식보존 프로그램의 필요성 및 하위 Project가 기술하고 있는 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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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AEA의 국제원자력대학 사업 추진현황 

가. IAEA기 제기한 문제점과 현황

  근래 IAEA회원국들은 기존 원자력전문인력의 노령화와 젊은 과학기술인

력의 원 자력계로의 신규 종사가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는 사실을 우려하

고 있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기술의 연속성과 기술기준의 유지

보존은 지식과 전문가들 그리고 전문지식의 질에 의존되는 것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이 수행되어야 한다.

      ◦ 원자력 Know-How를 보존하기 위한 지식관리프로그램에 관한 연  

          구 착수

      ◦ 젊은 세대에 초점을 두고 연구기반과 산업을 위한 대학과 연구  

         소의 R&D 프로그램의 효율성 제고

      ◦ R&D 프로젝트, 전문가 훈련 및 교환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전력

         회사, 연구소, 대학간의 긴 한 협력체제 구축

      ◦ 각종 교육훈련활동의 지원과 정보통신기술의 활용.

나. 예상되는 연구결과

  회원국의 원자력 기술지식을 보존하고 및 원자력분야에 훈련받으려는 

젊은 과학기술자의 수요를 증가 시킬 것이다. 

다. 향후변화

  수행되는 다음 하위 Project는 IAEA 활동을 통합하고 협력 조정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동 과제를 통하여 원자력 과학기술 연구에 분석적 요소를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원자력과학기술의 연구와 교육훈련에 관한 보다 

포괄적인 프로그램이 이태리 Trieste에 있는 Abdus Salam International 

Center of Theoretical Physics (ICTP)에서 수행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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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AEA 원자력과학기술 지식보존 프로그램 현황

가. D.4.1. 원자력과학기술 및 교육에 대한 정책과 요구사항의 평가

(Assessing policy and requirements for nuclear science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education)

      ◦ Main outputs (연구결과) : 

        - 회원국들에게 원자력과학기술개발 그리고 혁신적인 연구개개발  

          에 대한 현황과 추세에 관한 보고서 제공.

        - 보고서는 IAEA 이사회나 총회에서 논의되는 정규 원자력기술 

          검토자료의 Input 자료로 활용.

        - 원자력연구센터 회의 와 원자력산업토론회에 보고서 발표

        - 분석적 기법을 보고서에 도입하고 원자력과학기술분야의 통합  

          연구활동에 대한 보고서 준비 

      ◦ Duration(연구기간) : 2002-2003

      ◦ Ranking(우선순위) : 2순위

나. D.4.2 원자력과학기술 교육훈련 촉진 

(Facilitating education and training in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 Main outputs(연구결과) :

        - 원자력과학기술 교육훈련에 있어 IAEA와 ICTP간에 보다 효과적  

          이고 협력적인 관계 유지

        - 원자력 데이터, 노물리 계산, NPP Simulation에 관한 워크샵   

          수행

        - ICTP 과학자들이 지속적인 원자력에너지의 개발, 동위원소 수  

          문학에 관 한 모델, 방사성 핵종 환경 분산 등 IAEA프로그램과  

          관련된 연구 및 기술보고서 발간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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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ternational School for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설  

          립 및 동 School의 교육훈련 커리큘럼과 지침이 포함된 설립방  

          안 타당성 연구수행

        - 차기 한국에서 개최되는 Young Generation Forum 회의 촉진 및  

           젊은 과학자 훈련사업 촉진

      ◦ Duration(연구기간) : 2001-2002

      ◦ Ranking(우선순위) : 1 순위                   

 

다. D.4.3. 원자력과학기술 특정분야 지식보존

 (Preserving knowledge in specific areas of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 Main Output (연구결과) :

        - FBR(노물리, 핵연료 및 핵연료 피복재료, 운전 및 해체경험)의  

          지식정보 보존에 중점  

        - 동 지식보존 검토보고서 생산 및 예상되는 향후 원자로 기술의  

          임계분야 확인

        - Irradiated nuclear graphite 특성, 경수로 및 중수로에 사용  

          되는 재료의 열역학적 특성에 관한 검토보고서와 DB

        - INIS DB 및 기타 DB분석 특히 운전 및 해체 경험에 관한 지식  

          보존에 관한 보고서 생산

      ◦ Duration(연구기간) : 2002-2005

      ◦ Ranking(우선순위) : 3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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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 절 국내외 국제대학 관련 자료조사 및 분석

1. 국내 국제대학 관련 자료조사 및 분석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중심으로)

가. 설립배경

  KDI 국제정책대학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인 『세계화추진위원회』와 『교

육개혁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교육개혁 추진과제인 세계화․정보화 전문

요원 양성을 위해 97년 12월 교육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 다. KDI는 급

속히 세계화되어 가는 국제시장경제 속에서 경쟁력 있는 국제경제정책을 

수립하고 국가발전을 주도할 고급 국제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한국

개발연구원법에 근거하여 KDI의 부설기관으로 국제정책대학원을 설립하

다. 정부의 경제정책수립에 기여해 온 공무원 및 기업인들을 국제경쟁력 

있는 미래의 일꾼으로 재훈련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국제정책대

학원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21세기 정부 및 기업부문의 세계화를 선도할 차세대 지도자 양성

      - 국제관계 전문지식과 대응능력을 갖춘 고급 국제전문인력 양성

      - 한국의 경제발전경험을 국제적으로 공유하고 세계경제발전에 기

여할 개발경제 전문가 양성

 

나. 설립추진 경과

  KDI 국제정책대학원은 1995년 5월 제1차 교육개혁 추진과제로 세계화․

정보화 전문요원 양성을 위한 단설대학원 설립을 “교육개혁위원회” 및  

“세계화추진위원회”에서 제안하여 정부 부처간 협의를 거쳐 한국개발연구

원에서 국제대학원설립을 추진키로 하 다. 그리고 당해연도 12월에 대학

원대학 설립근거를 위한 교육법 개정[韓國開發硏究院法 개정(법률제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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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대학원 설립근거 마련)]하여 1997년 12월에 교육부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하 다.

다. 운  및 현황

  (1) 학생 선발 기준

  학생 선발에 있어서 학생의 우수성․잠재성뿐만 아니라, 이미 외국 유

슈의 대학에서는 오래 전부터 채택하고 있는 학생충원 최적배분제도를 도

입하여 대학원의 교육목표에 합당한 학생구성이 되도록 하 다. 특히 중

견간부 국제전문교육에 있어서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공무원, 기업간부, 

NGO, 언론인들이 한 강의실에서 토의와 학습을 통하여 학생상호간에 매우 

많은 것을 학습할 수 있도록 선발하고 있다. 해외학생의 비중은 35%이상

으로 국내 어느 대학보다도 월등히 높으며 미국․일본의 유명 대학 수준

에 이르고 있다.

  (2) 재학생 구성 내용

  2001년 현재 석사학위과정에 내국인 103명, 외국인 59명 등 총 162명이 

재학중이며, 내국인 분포 유형별로는 공무원 38명, NGO 12명, 기업체 32

명, 일반경력자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국인은 90%이상이 개발도상

국 공무원이다. 전공분야별로는 경제정책 56명, 국제경  53명, 국제정치

경제 31명, 개발경제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학원 Diploma 과정으

로는 16명이 재학중이다. 입학유형별 학생구성은 표 7 및 전공별 학생구

성은 표 8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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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 입학유형별 학생구성

입학

유형
인원 비율 소 속

공무원  38명 24%

-산자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노동부, 

국회사무처 등 중앙공무원

-부산시청, 경기도청, 전북도청 등 

지방공무원

NGO  12명  7%
-경실연, 참여연대, YMCA, 

녹색소비자연대 등

기업체  32명 20%

-한국은행, 담배인삼공사, 한국통신, 

한국전력 등 공기업

-포항제철, 삼성생명,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민간기업
일반

경력자
 21명 13%

-서울대강사, 고려대연구원, 기업이사 

등 일반 경력자

외국인  59명 36%

-미국, 캐나다, 중국, 방 라데시, 

이디오피아, 로마니아, 터키, 베트남, 

러시아, 인도네시아, 인도, 필리핀, 

에쿠아도르, 그루지아, 미얀마, 

리투아니아, 캄보디아 등 22개국

합 계 162명

표 8. 전공별 학생구성

       국 적

  전 공
내국인 외국인 합계

경 제  정 책 38 18 56

국 제  경 42 11 53

국제정치경제 18 13 31

개 발  경 제  5 17 22

합  계 103 59 162

   

       

  (3) 교수 현황

  국제정책대학원은 국제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원으로서 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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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 대학원과 경쟁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존대학의 

전문대학원과 달리 18명의 전임교원을 확보하여 높은 교수 충원율을 유지

하고 있다. 또한 이론강의 중심의 교육이 아닌 현실과제 중심의 교육과정

을 운 하는 전문대학원으로서 교육과정의 효과적 운 을 위해서 정책연

구를 분담하고 있다. 관련 연구기관의 풍부한 연구축적을 공유하기 위하

여 정책수립과정에 깊이 참여해온 KDI, KIEP, KIET 등 타 정책연구기관의 

연구진 및 WTO 등 국제기구, Law Firm, 컨설팅회사 등의 실무전문가와 고

위관료를 교수요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현재 전임교원 10명, 초빙교원 8

명 등 18명의 교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중 외국인 교원비율은 30% 이상

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교수 학생 비율은 1 : 8로서 세계 유수대학원

의 수준에 이르고 있다.  

  (4) 교과과정

    (가) 석사학위과정

  전공분야로는 경제정책전공, 국제경 전공, 국제정치경제전공, 개발경

제전공 등 4개 전 분야를 전공분야간 상호학습이 가능한 제도를 바탕으로 

운 하고 있다. 입학 전 예비교육 및 1년 3 학기제를 운 하고 2년차에는 

논문작성과 함께 현직근무 또는 해외연수를 병행할 수 있는 2년 석사학위

과정을 운 하고 있다.

    ◦ 경제정책전공(Economics and Public Policy): 경제환경의 변화와 

정책개혁의 현안에 대하여 경제이론에 바탕을 둔 분석능력과 정책

개발능력을 함양함으로써 경제정책 및 사회제도의 선진화를 이끌

어갈 전문가를 양성

    ◦ 국제경 전공(Strategy and Global Management): 기업경 환경의 

변화를 분석하고 국제적 기업경 전략, 세계 초일류기업의 경

혁신사례 및 국제경 의 주요 분야들을 중점 연구함으로써 기업

의 조직과 활동 전반에 걸쳐 국제화를 선도할 핵심인재를 양성

    ◦ 국제정치경제전공(International Relations and Poli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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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y): 국제정치‧외교‧문화‧역사 등에 관한 폭넓은 이해를 바

탕으로 국제관계 주요 현안들을 집중 분석함으로써 국가간 및 지

역간에 나타나는 복합적인 문제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 배양

    ◦ 개발경제전공(Growth and Development Studies): 경제·사회발전과

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의 개발전략과 발전모델을 

연구하고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관련 제반 문제를 심층 분석함으

로써 개발도상국 발전전략 수립과 집행에 기여할 전문가 양성

    (나) 박사학위과정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비정부기구의 중견간부를 주요대상으로 공공

정책학 박사학위과정을 운 하고 있으며, 공공정책학의 세부 전공분야는 

경제학전공, 경 학전공, 정치학전공 등 3개 전공분야 이다. 1년 3학기제

로 2년 수업기간 및 1년 논문작성 총 3년 과정의 박사학위과정을 운 하

고 있다.

    (다) 비학위과정운

  학위과정과 병행하여 주문형 교육과정이 가능한 Diploma과정, 국내외 

주요 현안과제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단기 전문가과정, 국제적 위

상제고 및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 등을 운 하고 있다.

      ① Diploma과정

  개설분야로는 경제정책분야, 국제경 분야, 국제정치경제분야, 개발경

제분야, 국제부동산 금융분야 등을 운 하고 있으며, 관련분야 실무종사

자를 대상으로 6개월에서 1년 동안 소정의 교과목 이수를 통하여 대학원 

Diploma를 수여한다.

      ② 단기 전문가과정

  국제환경 변화에 따라 수시로 대두되는 주요 현안과제에 대하여 정확한 

이해와 대응능력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단기 전문가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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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운 하고 있다.

      ③ 국제협력 프로그램

  개도국 및 제3세계 국가와의 국제교류협력 프로그램운 을 통하여 국제

적 위상제고 및 국제협력 강화에 기여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KOICA위

탁과정 등 3개 과정을 운 하고 있다. 

  (5) 교육환경

  국내의 정부 혹은 민간부문이 중견간부를 해외유학 파견하는 것보다 더 

높은 국제교육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로벌 교육환경을 갖추고, 완전한 

어강의는 물론 학생들이 교내에서는 반드시 어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

다. WITT(Wednesday International Tea Time), 각종 세미나, 초청강연 등

을 통하여 학생들이 국제적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도서관, 

전산실, 기숙사, 학생연구실 등 시설 측면에서도 국내외 최고수준을 유지

하고 있다.

 

  (6) 직원 및 시설현황

  대학원 직원은 현재 정규직 13명, 임시직 11명, 문 Editor 1명 등 총 25명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의 대부분이 외국인과의 의사소통이 자유롭다. 대학원 

전용시설로 교육연구동 2동, 기숙사 1동, 사택 2동이 있으며 학생복지관, 테니스

장을 비롯한 운동시설을 KAIST와 공동 이용하고 있다.

   

2. 국외 국제대학 관련 자료조사 및 분석

가. International Space University(ISU, www.isunet.edu)

  (1) 설립목적

  급변하는 세계에서 평화적 목적을 위해 우주 관련 교육과 우주개발에 

공헌하기 위한 국제적인 고등교육 수행 및 전문연구개발기관이다. 좁은 

공동체에서 독자 수행해서는 지속수행이 불가능함으로, 혁신적이고 독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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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므로써 우주개발에 종사하는 과학자가 미래의 

우주 활동에서 가능한 한 최대의 편익을 얻을 수 있도록 전문고등교육을 

실시한다.

  (2) 운 내용 및 현황

    (가) Master of Space Studies(MSS) 프로그램

  우주분야의 현재와 미래요구에 대응 할 수 있도록 연구하는 전문 석사

과정으로 개인연구 및 팀 프로젝트 과정을 이수 하므로써 문제해결 능력 

함양과 프로젝트관리 및 리더쉽 개발 등 다방면에서 조화능력을 강화시킨

다. 또한 학술적으로 첨단 전문분야의 연구 기관이나 교육기관에서 이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전문 석사학위 취득 후 박사학위 프로

그램으로 연결이 가능하다.

      ① 학생 선발

  석사 전 과정의 수업을 어로 진행함에 따라 비 어권 학생의 경우 

TOEFL점수는 580이상을 취득해야 하며, 기존 대학의 학사 학위이상 취득 

표 9. 석사학위 취득 현황  

년도
졸업자

수

출신

국가수
팀 프로젝트 비고

1996 30 14
Space Assisted Network against 

Desertification 

1997 32 22
Multimission Innovative Space System 

for an Information Optimized Network 

1998 31 18
Third Eye: An Aircraft Collision 

Prevention Tele-Service

1999 39 25

Open for Business: A New Approach to 

Commercialization of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2000 36 19 Autonomous Lunar Transport Vehicle 

2001 40 16
Proposal for International Spacecraft 

Cooperation for Education and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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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중에서 위원회가 입학여부를 결정한다. 특히 석사학위 이상 기 취득한 

학생, 항공우주 산업체 직원, 관련 부처 공무원 및 관련 연구기관 종사자

에게는 입학의 특전을 부여하고 있다.

      ② 학생 구성 내용

  석사학위 취득 학생 수는 1996년부터 현재까지 약 200여명에 이르며, 

매년 각국의 참여국 수는 20여개 국가에 이르고 있다. 

                   

      ③ 교수 현황

  ISU의 교수는 세계 각 국의 연구기관, 대학, 정부기관에서 종사하는 전

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항공 우주 분야의 과학기술, 법률, 비즈니스, 

인권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 중에 있다. 이들 중 일부는 

ISU의 전임교수로 재직 중에 있으며,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3주 이상 강의

를 지원하는 시간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④ MSS 프로그램 운

  ◦ 모든 수업은 어로 실시하며, 학생 개개인에 대해 Academic 

Advisor지정

  ◦ 11개월에 3학기를 운 하며, 학기 수업이 연속적으로 참여치 못하는 

학생을 3년 이내에 이수 할 수 있도록 연장가능

  ◦ 모든 학생은 1차 학기의 2주 코스를 이수해야 하며, 이 과정은 MSS 

프로그램의 모든 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 함

  ◦ 1학기 과정으로는 컴퓨터 기술, 어, 프랑스어 및 Crosscultural   

communication, team working, problem solving, decision making,  

research 능력 개발

  ◦ 2학기는 전문과목 수업 및 지도교수로부터 개인 프로젝트 부여 받아 

수행

    * 개인 프로젝트의 경우 선정된 연구테마는 독립적으로 수행하므로  

         써 아이디어 작성, 연구관리를 포함하여 기술 디자인, 소프트웨  

         어 개발등 능력을 향상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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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학기는 지정된 서브젝트 집중연구 및 팀프로젝트 업무 수행

      * 팀 프로젝트의 경우 다양한 문화 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교류 시

킴므로써 동일한 프로젝트를 함께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음.

  주요 분야 이수과정은 다음과 같다.

  ◦ 경 과 사회과학 분야

    - Space Programs Management

    - Space Activities Law/Policy

  ◦ Engineering, Systems and Technologies 분야

    - 임무분석 및 조직구성

    - 발사로켓과 운송시스템

    - 우주선 디자인

    - 괘도역학

    - 지휘, 통제, 통신시스템

  ◦ Science and Application 분야

    - 우주물리학, 천문학, 혹성 및 태양, 지구물리학

    - 우주생물학

    - 우주자원

    - 지구관측, 원격감지 및 GIS

    - 우주응용학, 원격통신, GPS, 지구항해 및 항공시스템        

      ⑤ 학위 취득 방식

  1년에 3학기를 운 하며, 현장실습(2개월)을 포함하여 6과목 이수 후 

학위취득 (프랑스 교육부 인증)      

    (나) Summer Session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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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U Summer Session은 매년 6월부터 약 2개월 동안 각 국의 항공우주 

분야의 지도자들을 초청하여 학생과 교수들의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기 위

해 다양한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1988년부터 

개최되었으며, 약 1500여명이 참가하 다.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MSS과

정 학생에게는 해당과목을 이수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나. UN University (UNU)

  (1) 설립목적

  UNU는 UN 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달성하기 위하여 1973년 설립되었다. 

대학과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학자들의 국제공동체로서 UN 회원국들의 제

반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역량을 증진시키고 연구하므로써 국제평화, 인

간의 생존문제 등 지구 당면 문제 해결을 통하여 UN 및 UN 회원국에 공헌

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UNU 의 주요 역할로는,

  첫째, 학자들의 국제공동체 형성

  둘째, UN과 국제학술 공동체간의 교량 역할

  셋째, UN기구의 Think-tank 역할

  넷째, 개발도상국의 능력 함양

등을 들을 수 있다.

  (2). 운 내용 및 현황

    (가) 조직 구성

      ◦ 운 위원회 : 24개국의 국제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학의 

주요 활동과 운 에 관한 정책결정 및 자문을 수행하며 임기는 

6년 임.              

      ◦ 총장 : UNU을 대표하여 UNU의 운 을 책임지며, UNU의 각종 프

로그램, 협동연구와 관련되는 모든 업무를 관장

      ◦ 사무국 : UNU의 기획, 행정 및 재정 등 행정업무를 수행

      ◦ The research and training cenrtres and programmes : 현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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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중인 연구 및 훈련 프로그램의 점검, 평가 및 자문등의 업무

를 수행하며, 새로운 연구 및 훈련 프로그램 개발

    (나) The research and training cenrtres and programmes

  정해진 연구 및 훈련프로그램은 필요에 따라 다양한 국가에 개설할 수

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의 개설은 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각각의 연구 

및 훈련프로그램은 총장이 임명한 “Director"의 책임하에 수행한다. 연구 

및 훈련프로그램을 책임진 “Director"는 정기적으로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총장으로부터 검토와 평가를 받아서 현재 운용중인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차기에 수행할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계획을 수립 해야 한다.

  현재 UN University에서 수행중인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 Peace and Governance Programme

    ◦ Environ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Programme

    ◦ UNU World Institute for Development Economics Research

    ◦ UNU Institute for New Technologies 

    ◦ UNU Institute for Natural Resources in Africa

    ◦ UNU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oftware Technology

    ◦ UNU Institute of Advanced Studies

    ◦ UNU Programme for Biotechnologies in Latin America and Car  

ibbean

    ◦ UNU Leadership Academy

    ◦ UNU International Network on Water, Environment and  Health

    ◦ UNU Programme for Comparative Regional Integration Studies

    ◦ UNU Food and Nutrition Programme  for Human and Social 

Development

    ◦ UNU Geothermal Training Programme

    ◦ UNU Fisheries Training Programme

    ◦ The Initiative on Conflict Resolution and Ethn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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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프로그램들은 필요에 따라 Ph.D Internship 프로그램과 Ph.D 

Study 프로그램을 관련 대학과 공동으로 프로그램 종료시 까지 운 한다. 

Ph.D Internship 프로그램은 일반대학의 Ph.D 논문 과정에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프로그램과 관련 있는 연구테마를 선정하여 해당 프로그램

의 전임교수의 지도하에 논문을 발표하여 소속대학으로부터 학위수여를 

취득 할 수 있는 과정이다. Ph.D Study 프로그램은 관련 연구분야와 동일

한 일반대학의 PhD 과정에 있는 전공학생을 선발하여 해당 프로그램의 전

임교수로부터 필요 학점 이수 후 논문을 제출하여 통과시 소속 대학으로

부터 학위를 취득 할 수 있다. 

다. 아시아 공과대학(Asian Institute of Technology; AIT) 

  AIT는 1959년 아세안국가들의 제창으로 아시아인들의 과학기술(공학)분

야 교육을 제공하기 설립되었다. 1967년 AIT 명칭으로 개편되었으며 이공

학 분야 국제적인 석박사 대학원교육프로그램과 단기 Diploma 교육을 아

세안 국가 교육생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보강되었다. AIT는 태국 방콕 북

쪽 교외에 위치하며 교육 기능에 있어서는 한국의 KAIST와 유사하다. 최

근에 과학기술분야의 다학제적 교육프로그램 제공, Miero-electronics 분

야 석사과정, 환경관리, 토목 분야 그리고 메콩강 지역 국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AIT의 설립 목적과 임무, 조직 및 학부

구성, 전공 교육프로그램, 학생 및 교수요원 등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

다.

  (1) 설립 목적과 임무

  AIT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의 과학기술증진을 위한 고등 이공학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AIT의 주요 임무는 아래와 같

다.

      ◦ 이공학분야 석박사 교육프로그램에 의한 학위수여, 단기 

Diploma 교육과정 제공 

      ◦ 학생과 교수 그리고 전문가에 의한 연구개발 과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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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 및 사설 연구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Outreach 활동 수행

      ◦ 특수 교육프로그램, 국제회의, 세미나, 단기 교육과정 운

  (2) 조직과 이사회

  AIT는 조직은 이사회 산하에 대학 행정본부, 4개 대학원과정 학부, 그

리고 8개 Academic Center로 구성되어 있다. 이사회는 아세안 국가 태국

주재 대사, 선진국 재정지원 공공 단체와 다국적 기업 등 재정기관들의 

대표 등 4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사회 이사장은 태국왕실 소속 고위직

이 맡고 있으며, 부이사장은 일본 UN대학의 총장이 당연직으로 맡고 있

다. 재정적으로 미국, EU국가의 공공기관과 대학들이 지원하고 있으나, 

일본 정부 및 기업의 재정기여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우리나라 정부도 

AIT 이사회 회원이며 일정부분 재정 지원을 하고 있으나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낮은 형편이다.

  (3) 학부와 교육프로그램

  4개 대학원과정 학부 (School)의 전공분야 교육프로그램 내용은 아래와 

같다.

      ◦ School of Advanced Technologies(5월 학기 입학)

        - Computer Science and Information Management

        - Industrial System Engineering

        - Mechatronic․Micro-electronics

        - Space Technology Appilcations and Research

        - Telecommunications

      ◦ School of Civil Engineering (9월 학기 입학)

        - Geotechnical Engineering

        - Structural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 Transportation and Infrastructure Engineering

        - Water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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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chool of Environment, Resources & Development(1월 학기 입학)

        - Agricultural and Aquatics Systems and Engineering

        - Energy

        - Processing Technology

        - Rural Development, Gender and Resources

        - Urban Environmental Engineering and Management

        - Inter-Disciplinary Programs

         ․ Cleaner Production

         ․ Integrated Tropical Costal Zone Management

         ․ Integrated Watershed Development and Management

         ․ Modelling Tools for Environment and Resources Management

         ․ Water Supply, Drainage and Sewerage Engineering

      ◦ School of Management (9월 학기 입학)

        - International Business

        - Management of Technology

        - EMBA Program (20-Month Executive MBA Program)

   

  (4) 교육프로그램 운 체제

  AIT는 1년에 3학기 교육운 체제를 가지고 있으며, 1학기는 4개월로 구

성되어 있다. 학부 특성(위의 3항 참조)에 따라 1월 학기 입학, 5월 학기 

입학, 9월 학기 입학으로 구분하여 아세안 국가와 기타 지역 국가로부터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다.  전체 강의는 어로 진행된다. 학위 교육기간

은 아래와 같다.

      ◦ Diploma 과정 : 3학기

      ◦ 석사과정 : 5학기

      ◦ 박사학위 : 9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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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학생 및 입학 자격기준

  1999년 기준으로 볼 때, 년 간 약 3,500명이 AIT에 입학 지원하며 약 

1,500명(석사과정에 1,100여명, 박사과정에 250여명)이 등록한다. 이중 

여성의 비율은 약 20%이다. 또한 그중 약 1/3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한 학기 학비는 기숙사비, 식대, 책값 등을 포함 US$ 약 5,000 수준이다. 

학생 구성으로 볼 때, 태국인 이 약 500명, 베트남인이 160여명, 네팔인

이 약 80명, 라오스인과 미얀마인이 각각 약 60명, 방 라데시인과와 인

도인이 각각 50명 순으로, 약 세계 전역의 50개 국가에서 학생들이 입학

한다. 

  입학 자격기준은 일반대학과 같이 학부과정 졸업, 교수 추천, 전공 필

기시험과 인터뷰로 이루어져 있다. 학부별 자격기준이 일부는 구분되어 

있으나. 전체 내용 면에서는 거의 동일하다. 

  (6) 교수 구성과 현황

  교수는 전임 교수, 조교수, 등록교수, 방문교수, 겸임교수로 구성되어 

있다. 145여명이 전임교수, 50여명이 조교수이며, 등록교수와 방문교수 

그리고 겸임교수는 각각 20여명 내외이다. 국가별로 일본, 프랑스, 핀란

드 순으로 교수요원을 지원 받고 있다. 한국도 교환교수 또는 방문교수로 

참여하고 있다.   

제 2 절 국제원자력대학 설립 필요성에 관한 논리 개발

  원자력 기술의 활용은 방대하게 축적된 지식의 활용에 의존하는 것이

다. 이러한 지식의 크기는 과학적 연구, 공학적 분석, 설계문서, 운전기

록, 정비기록, 규제검토 자료 등 셀 수 없는 정도의 정보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정보는 방대하게 연결되어 있고 결국 과학자, 엔지니어, 기

능인들로 분류되는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원자력 지식의 효과적

인 보존과 계승은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핵심 역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

식을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이다. 원자력 지식

은 보건, 음식, 농업, 수자원, 전력공급, 그리고 새로이 부각되는 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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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NT), 생명과학(BT), 정보통신기술(IT), 환경공학(ET), 우주과학 

(ST) 등의 분야로 연계되어 혁신을 촉진하거나 안전성과 안전보장에 절대

적으로 향을 주는 것으로 이러한 이익은 다음세대에서도 활용할 수 있

도록 전달되어야 한다.

  근래에 원자력 지식은 잘 관리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우

려를 나타내고 있다. 원자력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나이를 먹어가고 

있고, 이들이 젊은 인력으로 충원된다는 대응이 없이 점점 퇴직연한에 가

까이 다가서고 있다. 적은 수의 젊은 사람들이 대학에서 원자력에 관한 

과학이나 공학을 전공하고 있어 원자력 교육프로그램을 포기하는 대학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IAEA가 추진할 수 있는 INU 설립 타당성에 대한 논리

개발을 다음과 같이 세(3) 가지 부분에 중점을 두었다.

  첫째, IAEA 회원국들과 국제 원자력 사회가 우려하고 있는 원자력 지식

보존과 인력계승의 관점.

  둘째, 젊은 우수 인력의 원자력 유치 노력과 국제 공동 대응 방안 수립

의 관점.

  셋째, 전통대학과의 차별성과 국제원자력대학 역할의 관점.

  이상 세 가지 관점에서 국제원자력대학 설립 타당성에 대한 논리 개발

을 바탕으로 국제원자력대학 설립 목적을 기술하 다. 

1. 범세계적 원자력 지식보존과 인력계승

  핵심적인 주요 문제점은 원자력 종사자의 ‘계승 계획수립’의 하나이다.  

계승 계획수립은 원자력 과학자, 엔지니어 기능인들이 정년퇴직을 하 을 

때, 학력과 적절한 경력을 갖춘 젊은 세대가 자연스럽게 그들을 계승하는 

것이다. 현재 상태에서만 보면 향후 기존 원자력 시설의 안전운 과 규

제, 그리고 핵물질 보장조치, 연구개발, 폐기물 관리와 수송, 시설 해체 

등에 관한 기술적 역량은 원자력에너지의 활용이 향후 확대되거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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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되지 않는 것과 관계없이 본질적으로 감소될 것이라는 우려이다. 

  또 다른 우려는 원자력 종사자의 퇴직으로 ‘제도적인 기억’의 잠재적인 

손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들의 작업 경험을 기초로 볼 때, 이들 

종사자는 핵심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록될 수 없고 단지 기억만 

되는 사실들과 통찰력들이 손실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식보존은 특히 시

설 내구연한이나 만약 오너가 시설의 연속적인 공학적 개선을 수행한다면 

안전성과 안전보장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비록 ‘지식보존’이 

시설 운전자관리 문제만으로 보여진다면 이것은 운전자가 퇴직하면 추가 

운전자가 필요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정보를 기록하

고 관리하는 경우로만 될 수도 있다.

  세계 기후협약, 미국 새로운 에너지 정책, 아시아지역 국가들의 신규 원자

력 발전사업 도입 추진계획 등 향후 예상되는 원자력 중흥기를 대비하여야한

다. 따라서 국제원자력대학의 설립 목적을 다음과 같이 범세계적으로 원자력

기술의 평화적 이용과 회원국들의 원자력전문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을 

촉진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으며 그 목적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 다.

      ◦ 원자력 기술의 평화적 이용 증진을 위한 회원국간의 원자력 

전문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

      ◦ 원자력 기술 개발의 연속성 유지 그리고 원자력 지식의 유지보존과  

          원활한 인력계승을 통한 지속적인 발전 촉진

      ◦ 첨단 기술과 원자력 기술의 접목으로 젊은 세대들에게 국제적인    

          기술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원자력계로의 신규 종사 창출.

  그러므로 IAEA 회원국들의 보유하고 있는 원자력 전문인력, 교육훈련자료, 

기술협력과제, Business Collaboration System 등의 인프라를 범세계적인 원

자력 과학 기술 지식 유지보존 및 기술증진과 회원국들의 원자력기술의 평화

적 이용 증진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IAEA의 국제원자력대학이 설

립되어야 할 것이다.

  IAEA의 원자력 지식보존과 인력계승의 관점에서 국제원자력대학 설립의 논

리를 아래와 같이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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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젊은 우수 인력의 원자력분야 유치 노력과 국제 공동대응

  원자력 지식보존과 인력계승에 대한 문제점등이 위 1항에서와 같이 그 

현황과 속성이 이해되었다고 가정하면, 원자력 사회의 노력이 어디에 초

점을 맞추어야 할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 정부, 산업체 등 원

자력사회에서의 주역들이 해야하는 역할과 책임과 관련하여 젊은 우수 인

력의 원자력분야 유치 노력과 국제 공동 대응방안을 토의하여야 한다. 이

들 그룹이 목표달성을 위해 함께 일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

하며 그 역할이 IAEA가 해야될 임무일 것이다.

  우수 젊은 인력의 원자력분야 유치에 대한 하나의 구체적인 전략은 광

고나, 직업기회 그리고 산학협력과 같은 메카니즘을 통하여 원자력분야에

서 일하는 경력기회가 많다는 것에 대해 학생들의 인식을 넓히는 것이다. 

두 번째 전략은 원자력관련 교육에 보다 많은 정부 투자를 얻기 위하여 

정부 정책 결정자의 이목을 끌 수 있는 교육훈련에 대해 새로운 메카니즘

을 설정하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은 우수 젊은 학생들을 원자력분야로 유치하는 구

체적인 행동이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자격을 갖춘 학생들이 원자력과학기

술분야에서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특색 있고 다양한 교

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원자력산업이 활성화되고 R&D 

   

   IAEA의 INU는 교육훈련 촉진에 범세계적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Mechanism이 될 수 있다.

   - INU를 통하여 IAEA와 회원국의 연구소, 교육훈련기관들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원자력 지식보존과 인력계승에 근간이 되는 

전문기술인력 활용의 극대화 및 인력양성 상호지원체계를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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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이 확대되어 원자력 전공자들이 졸업 후 취업 보장이 보다 용이

해져야 한다. 자격을 갖춘 학생들에게 Internship 제공도 필요하고, 젊은 

원자력 전공자와 대학 졸업자들에게 직업소개를 지원하기 위한 네트워크 

개발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이들에게 국제적인 경력기회를 보다 쉽게 획

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국제적인 공동 

협력으로 논의할 수 있는 구심점이 필요하다. 국제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2000년부터 젊은 원자력 과학기술자를 중심으로 International Young 

Nuclear Congress(IYNC)가 결성되었다. IAEA를 비롯한 국제원자력 관련기

구와 회원국들이 IYNC를 지원하고 있다. 제2차 IYNC는 IAEA의 지원 하에 

2002년 4월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개최되어 새로이 부각되는 원자력 기술

에 대한 논문발표와 더불어 젊은 우수 인력을 원자력분야로 유치하는 노

력에 대한 정책적인 토론의 장을 마련하 다[6].

  결론적으로 IAEA가 중심이 되어 회원국 정부, 산업체, 연구기관 모두가 

공동 협력하여 원자력 지식보존과 인력계승을 대응하는 방안으로 국제원

자력대학이 하나의 구심점이 될 수 있다. 또한 국제원자력대학은 젊은 우

수 인력을 원자력 분야로 유치하고 교육훈련 기회를 확대하는 데 실제적

이고 구체적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할 것이다. 동 분야에 대한 논리를 아래

와 같이 정리하 다.

   원자력과 첨단과학기술의 접목으로 젊은 과학기술자들에게 

국제적으로  R&D능력함양을 위한 교육훈련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구심적 확보

     - IAEA 기술협력 프로그램과 연계한 국제적인 공동 R&D 연구촉진과 

        교육훈련 기회 제공 

3. 전통대학과의 차별성과 INU의 역할

  2000년 OECD/NEA는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각 국의 원자력 교육훈련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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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 다[7]. 

표 10. OECD/NEA 원자력 전공 졸업생 수 현황 설문조사 결과  

원자력 전공 졸업자 수  조사대상 국가 명

 - 크게 감소하고 있는 국가  미국

 - 감소하고 있는 국가  캐나다, 벨기에, 스페인, 독일, 터어키 등

 - 현상 유지하는 국가
 핀란드, 헝가리, 이태리, 네델란드, 

 스위스 등 

 - 약간 증가하고 있는 국가  프랑스, 일본, 한국, 멕시코, 스웨덴 등

 

‘Nuclear Education and Training: Cause for Concern?'으로 발간된 설문

조사 결과 양적인 측면 즉 졸업생수, 교수진의 연령분포, 교육기관 수 등

은 회원국별로 현상유지 또는 감소로 나타났다. OECD/NEA 원자력전공 졸

업생 수 현황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는 표 10과 같다[8].

  또한 1990년부터 1998년까지 학부생과 석사 및 박사 졸업생을 비교해 

본 결과 큰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어 향후의 학생 수 감소와 함께 결국에

는 원자력 고등 교육의 위기가 초래할 것으로 예측하 다. 예비 대학 입

학생들 또한 원자력 전공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갖고 있거나 원자력에 대

한 흥미가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의 대부분의 연구 시설이 

교체계획 없이 노후화 되어 가고 있다고 조사되었다. 그 예로 1990년도 

교육기관 내에 설치된 연구용 원자로가 46기에서 1998년에는 39기로 감소

하 다. 원자력 전공자의 상당수가 원자력 분야로 취업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NEA 전문가 그룹은 이상과 같은 조사결과에 대해 권고 안으로 산

학연간의 ‘교육네트워크’구축, 원자력 산업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지속, 

신진 인력에 대한 학문적 열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연구개발 등을  제

시하 다.

  이와 같이 대내외적 환경으로 대학의 원자력 교육이 침체되고 있는 범 

세계적인 현상에서 IAEA가 설립 타당성을 연구하고자 하는 국제원자력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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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은 일반 전통 대학과는 교과내용, 교과운  등에서 분명히 차별성이 있

어야 한다. 국제원자력대학의 차별성을 다음 표 11에 나타내었다.

표 11. 일반 대학과 국제원자력대학과의 차별성

구 분 일반 대학 IAEA 국제원자력대학

1.학위과정
 - 학사과정

 - 석․박사과정 

 - 전문석사과정

 - 석사과정

2.교과내용
 - 일반 대학 원자력공

   학과 커리큘럼 참조

 - IAEA 직무와 TC사업과제로 정리

   된 현장기술 중심의 커리큘럼

 - 원자력기술과 NT,BT,ET,IT,ST

   등 새로이 부각되는 첨단기술과

   융합된 다학제적 커리큘럼

3.교육기간  
 - 석사과정: 2년

 - 박사과정: 3년

 - 전문석사과정: 1년

 - 석사과정: 2년

4.교과운

 - 강의

 - 실험실습

 - 세미나 및 논문지도

 - 인터넷 사이버 교육 도입(기초분

   야, 일정기간)

 - 단기간의 강의

 - 현장 실험실습

 - 논문작성 연구과제 참여

   (IAEA 과제 등과 연계)

5.학생지도  - 지도교수제도
 - 복수지도교수 제도

 - IAEA, 자국 등 다국적 학생 지도

6.교 수  - 일반 대학 참조
 - 정년퇴직 국제 전문가 활용

 - 국제기구, 대학 초청교수 활용

7.실험실습  - 일반 대학 참조
 - 회원국 연구기관 연구시설 및 장

   비 활용

8.졸업생

  진로 
 - 일반 대학 참조

 - 우수 졸업자 국제기구 취업 알선

 -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전문인력

    Pool로 활용

9.기타    

 - IAEA 회원국 지역고려 4-5개 

   국제원자력대학 설립 및 교

   육훈련 네트워크 구축

  원자력과학 기술에 관한 지식보존과 교육훈련은 IAEA의 새로운 활동분

야가 아니다. 많은 IAEA의 정규 예산과 협력프로그램들이 회원국의 원자

력 시설을 운 하고 기술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역량을 개발하고 

지속성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 교육훈련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 44 -

  IAEA는 원자력분야 협력과 정보교환을 위해서 국제 중심으로 공헌하는 

위치에 있다. IAEA는 적절한 자원의 범위 내에서 주요 프로그램으로 원자

력 작업종사자의 교육훈련과 자격에 관해 중점을 두고 회원국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므로 회원국들간의 원자력 전문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원자력 

이용개발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개념의 교육훈련 형태로서 국

제원자력대학 설립 타당성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제원자력대학의 실체에 대해 IAEA의 역할을 그림 7 

과 같이 표현하 다.

그림 7. IAEA의 국제원자력대학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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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국제원자력대학의 일반 대학과의 차별성

그리고 IAEA의 역할부분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 다.

    교육훈련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인터넷과 위성을 활용한 다양한 

원자력 과학기술의 교육훈련 기회 제공 및 국제적인 

정보교류 촉진을 위한 가상공간 제공

   -  원자력 과학기술의 학습능력 함양과 다양한 정보 및 교육훈련 

       기회공유에 인터넷을 활용 IAEA 기술협력 추진
 

제 3 절 환경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개념의 INU 설립방안

   

  제 2절에서 IAEA의 INU 설립 타당성 연구 목적을 정의하기 위해 그 논

리를 세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고찰하 다. 즉 세계적으로 이슈화되고 있

는 다음 세대를 위한 원자력 지식보존과 인력계승에 대한 부분, 젊은 우

수 인력의 원자력 유치노력과 이에 대한 국제적인 공동 대응에 관한 부

분, 그리고 INU가 가지는 일반대학과의 차별성과 INU에 대한 IAEA의 역할

에 대한 부분을 본 연구에서 언급하 다.

  새로운 개념의 INU 설립 방안을 개발함에 있어 먼저 IAEA의 INU 설립 

목적에 대해 목적달성을 위한 원칙을 IAEA의 환경을 고려하여 정리하

으며 그림 8에 나타내었다.

   원칙1. IAEA 협력 하에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 관심 있는 회원국들의 

기존 교육훈련 및 연구기관과 IAEA와 국가들간에 네트워크 구

축

   원칙2. IAEA와 협력 또는 관심 있는 국가들간의 콘소시움을 구성, 기

존 교육훈련시설과 장비, 교수요원을 최대한 활용

  원칙3. 국제원자력대학 운 을 위한 ‘세계원자력교육훈련협의회’ 구성

   원칙4. 젊은 원자력 세대를 위한 교육훈련을 위한 회원국간의 전문성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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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IAEA 국제원자력대학 인프라구조

  

  이상과 같은 IAEA의 국제원자력대학 설립 방안수립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국제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체계부분, INU가 필요로 하는 커리큘럼 

Outline과 운 체계부분, 그리고 다학제적 관점에서 원자력 기술과 NT, 

BT, ET, IT, ST와 융합된 커리큘럼 부분을 중요 구성요소로 설정하 다.

1.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국제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체계

  

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국제 네트워크 구축

  (1) 국제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목표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이 우리 사

회의 다변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이중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산업사회에

서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는 지식기반 사회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 또한 

세계는 하나의 생활권으로 문화를 형성하면서 선진국에서는 지식정보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해나가고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 기술을 이용하

여 발전하는 원자력 기술을 유지 보존하며, 시공간을 초월한 원자력 기술

인력의 재 교육 기회를 확대 할 수 있으며, 원자력 기술 프로그램을 공유

하는 대학, 학회, 연구소 및 전문 훈련기관의 연계를 통한 독립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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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ty Space 확보에 목표를 두고 있다.

  (2) 시스템 구축범위 및 구성방안

  단계별 구축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사업분석 단계

      - INU 설립요건 분석

      - Cyber University 설립에 관한 환경 인프라 분석

      - 운 시스템 통합분석 및 네트워크 인프라 디자인

      - 하드웨어 구성 디자인 및 컨텐츠 개발방안 분석

      - Cyber University 운 인력 구성방안 및 서비스 실시방안 분석

    ◦ INU 설립단계

      - 학사관리 및 원격교육운 시스템 개발분석 및 통합데이터베이스

데이터 모델링

      - 개설과정에 대한 컨텐츠 개발

    ◦ 목표시스템 개발

      - INU 운 에 필요한 컴퓨터 네트워크, 서버 시스템 및 기타 컨텐

츠 제작 도입

      - 학사관리 및 원격교육운 시스템 개발 및 사용자 교육

    ◦ 시스템 운  및 서비스 실시

      - 시험 서비스 실시(3개월)

      - 서비스 운  

  INU의 전체적인 통합 학사관리(학생이력 관리, 성적관리, 수료관리 및 

교수자 관리등)는 IAEA 본부의 서버 데이터베이스에서 통합 운 한다. 각

국 또는 지정된 국가의 교육 기관에서는 해당 지역 학사관리 및 원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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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을 별도 운 하고,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작을 위한 멀티미디어실, 

매체제작실 및 스튜디오를 설치하여 운 해야한다. 또한 지정된 국가의 

교육기관에서는 자체 제작한 컨텐츠를 타 교육기관과의 교환을 위하여 전

송이 용이하도록 표준화 된 모델로 제작하여야 하며, 국제 네트워크 시스

템 구성방안은 그림 9와 같다. 한편 지정된 국가의 설치 해야 할 예상 시

스템 구성도는 그림 10과 같으며, 컨텐츠 개발도구에 대한 시스템 구성도

는 그림 11과 같다.

그림 9. 국제 네트워크 시스템 구성방안

<Server System 구성 방안>

각 대륙별 대표 교육기관 선정

각 대륙별 독립적 서버시스템 및 멀티미디어실, 매체제작실, 

스튜디오 설치

각 대륙별 학사관리 및 원격교육운영시스템 별도 운영

전체적인 통합 학사관리 (수강생이력관리, 수료관리, 학점관리)

는 IAEA 본부에 서버를 설치하여 DataBase를 관리한다.

대륙별로 운영된 강의 Contents는 대륙간의 교환 및 전송이 용이하

도록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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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대륙별 예상 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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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도입 예상 Contents 개발도구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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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 학사관리 시스템은 IAEA 본부에 설치하여 각 대륙에서 실시하는 

원자력 관련 교육에 관련되어 발생하는 자료를 온라인으로 자동 수집되어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저장 운 되어, 이를 필요로 하는 관련 원자력 전문

가에게 웹기반 형태로 제공 해 주어야 한다. 또한 이 시스템은 각 대륙에

서 수시로 발생하는 자료의 입력, 삭제 및 변경 정보를 동시에 백업작업

을 수행해야 하며 각 대륙에서 데이터베이스 사고시 해당 대륙의 데이터

베이스 자료를 제공해 주는 시스템이다.  

  대륙별 대표 교육기관에서는 대륙별 교육기관 시스템 구성하여 원격강

의운  서버와 학사행정 서버, 전자칠판 및 강사용 카메라가 설치된 강의

진행 스튜디오, 강의내용을 제작 전송해주는 매체제작실을 설치하여 운

해야 한다. 원격강의운  서버와 학사행정 서버는 웹기반으로 설치하여 

강의진행 스튜디오에서 제작하는 원자력 관련 멀티미디어 강의를 실시간

으로 제공 할 수 있다. 또한 실시간으로 제공된 강의내용을 VOD 컨텐츠로 

제작하여 원격강의운  서버에 탑재하여 수강자에게 시공간을 초월하여 

학습내용을 제공해야 한다. 한편 컴퓨터 네트워크 시설이 미약한 국가나 

지역의 사용자를 위하여 제작된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CD 형태로 제작하여 

원격지사용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그림 11에서의 컨텐츠 개발도구는 전자칠판에 비쳐진 강의안이 강사용 

PC를 통해 VOD서버에 자동 저장되며, 강사의 모습은 카메라를 통해서, 강

사의 음성은 마이크를 통해 동 상 capture machine으로 자동 저장된다.

자동 저장된 강의안과 동 상을 통합하여 윈도우즈 WMP 파일을 만들어 

VOD 서버에 저장한다.  

  (3) INU 종합정보시스템

  INU 종합정보시스템은 학사관리, 행정관리 및 연구관리 시스템으로 데

이터베이스 형태로 구성되어야 하며, 이 시스템은 각 대륙의 대표 교육기

관의 데이터베이스와 연동 운 되어야 한다. 그리고 INU 종합정보시스템

의 체계는 그림 12와 같다. 학사관리 시스템 명세표와 행정관리 시스템 

명세표는 그림 13 및 그림 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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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INU 종합정보시스템

학 사 관 리 행 정 관 리 연 구 관 리

인 사 관 리

급 여 관 리

연 구 실 적 관 리

연 구 비 관 리

입 시 관 리

학 적 관 리

졸 업 관 리

교 육 과 정
관 리

수 강 신 청
관 리

수 업 관 리

성 적 관 리

등 록 관 리

장 학 관 리

학 생 관 리

대 학 원 학 사

I N U  종 합 정 보 시 스 템I N U  종 합 정 보 시 스 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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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학사관리 시스템 명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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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행정관리 시스템 명세도

  (4) 시스템 사용 환경 분석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예상되는 연도별 사용자의 추이와 네트워크 

사이징의 추이를 분석하여 표 12와 표 13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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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2. 연도별 사용자 예상 증가 추이  

20.280GB10.140GB4.056GB2.028GB소요 Disk 용량(150Kbps)

40.500GB20.250GB8.100GB4.050GB소요 Disk 용량(300Kbps)

60030012060총 Contents수

23.86GB11.93GB4.372GB2.042GB평균 소요 Disk 용량

10.800GB5.400GB0.960GB0.048GB소요 Disk 용량(80Kbps)

2005년2004년2003년2002년

20.280GB10.140GB4.056GB2.028GB소요 Disk 용량(150Kbps)

40.500GB20.250GB8.100GB4.050GB소요 Disk 용량(300Kbps)

60030012060총 Contents수

23.86GB11.93GB4.372GB2.042GB평균 소요 Disk 용량

10.800GB5.400GB0.960GB0.048GB소요 Disk 용량(80Kbps)

2005년2004년2003년2002년

(단위 : 개수)

▶ 예상 Contents 개수 추산 근거

① 초기 Contents 개발 3개과정 Contnents 개수 = 60개 (각 20차수)

= 3개과정 X 총 수업주차(20차수) 

② 매년 두배씩 증가예상

③ 300Kbps VOD Contents

30분 분량의 1 Contents의 용량 = 300Kbps X 30(min) X 60(sec) / 8bit = 67500Kbyte

= 67.5Mbyte

150Kbps VOD Contents

30분 분량의 1 Contents의 용량 = 150Kbps X 30(min) X 60(sec) / 8bit = 33750Kbyte

= 33.8Mbyte

80Kbps VOD Contents

30분 분량의 1 Contents의 용량 = 80Kbps X 30(min) X 60(sec) / 8bit = 18000Kbyte

= 18Mbyte

④ 소요 총 Disk 용량(300Kbps) = 총 Contents 수 X 1 Contents의 용량(67.5Mbyte)

소요 총 Disk 용량(150Kbps) = 총 Contents 수 X 1 Contents의 용량(33.8Mbyte)

소요 총 Disk 용량(80Kbps)   = 총 Contents 수 X 1 Contents의 용량(18Mbyte)

⑤ 평균 Disk 소요량

= (소요 총 Disk 용량(300Kbps) + 소요 총 Disk 용량(150Kbps) + 소요 총 Disk 용량(80Kbps)) / 3

  

 VOD 서버 메모리 사이징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근 거 : 기 본 6 4M B  +  (동 시 s tre am 수 *  1 2 K B  *  T a rg e t B a n d w id th ) ,  1 5 f ra m e  기 준

▶ 3 0 0 K b p s  V O D  C o n te n ts

기 본 (6 4 M B )  +  (3 0 0 U s e r  X  1 2 K B  X  3 0 0 K b p s )  =  1 0 8 0 0 6 4 K b y te  =  1 .0 8 G b y te

▶ 1 5 0 K b p s  V O D  C o n te n ts

기 본 (6 4 M B )  +  (3 0 0 U s e r  X  1 2 K B  X  1 5 0 K b p s )  =  5 4 0 0 6 4 K b y te  =  5 4 0 M b y te

▶ 8 0 K b p s  V O D  C o n te n ts

기 본 (6 4 M B )  +  (3 0 0 U s e r  X  1 2 K B  X  8 0 K b p s )  =  2 8 8 0 0 0 K b y te  =  2 8 8 M b y 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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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향후 네트워크 사이징

1 5 5 M b p s  전 용 선T 3  ( 4 5 M b p s )  전 용 선비 고

2 1 2 M b p s1 0 6 M b p s5 3 M b p s3 1 .8 M b p s
평 균 소 요 N e tw o r k  

V o lu m e  S iz in g

9 6 M b p s4 8 M b p s2 4 M b p s1 4 .4 M b p s
소 요 N e tw o r k  

V o lu m e  S iz in g  ( 8 0 K b p s )

1 8 0 M b p s9 0 M b p s4 5 M b p s2 7 .0 M b p s
소 요 N e tw o r k  

V o lu m e  S iz in g  ( 1 5 0 K b p s )

3 6 0 M b p s1 8 0 M b p s9 0 M b p s5 4 .0 M b p s
소 요 N e tw o r k  

V o lu m e  S iz in g  ( 3 0 0 K b p s )

1 2 0 06 0 03 0 01 8 0
예 상 동 시 접 속 자 수

(총 사 용 자 의 3 0 % )

4 0 0 02 0 0 01 0 0 06 0 0총 사 용 자 수

2 0 0 5 년2 0 0 4 년2 0 0 3 년2 0 0 2 년

1 5 5 M b p s  전 용 선T 3  ( 4 5 M b p s )  전 용 선비 고

2 1 2 M b p s1 0 6 M b p s5 3 M b p s3 1 .8 M b p s
평 균 소 요 N e tw o r k  

V o lu m e  S iz in g

9 6 M b p s4 8 M b p s2 4 M b p s1 4 .4 M b p s
소 요 N e tw o r k  

V o lu m e  S iz in g  ( 8 0 K b p s )

1 8 0 M b p s9 0 M b p s4 5 M b p s2 7 .0 M b p s
소 요 N e tw o r k  

V o lu m e  S iz in g  ( 1 5 0 K b p s )

3 6 0 M b p s1 8 0 M b p s9 0 M b p s5 4 .0 M b p s
소 요 N e tw o r k  

V o lu m e  S iz in g  ( 3 0 0 K b p s )

1 2 0 06 0 03 0 01 8 0
예 상 동 시 접 속 자 수

(총 사 용 자 의 3 0 % )

4 0 0 02 0 0 01 0 0 06 0 0총 사 용 자 수

2 0 0 5 년2 0 0 4 년2 0 0 3 년2 0 0 2 년

나. 협력체계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산업사회에서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는 지식기

반 사회로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세계는 하나의 생활권으로 문화를 형성

하면서 선진국에서는 지식정보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해나가고 있

다. 이에 각국은 경쟁력 우위를 확보를 위하여 지식정보 산업에 주력을 

하고 있으며, 이는 교육과 연구를 통해서 실현시키고 있다. 정보화 사회

는 사회 각 분야에서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교육분야에서 요

구되는 변화로는 교육의 내용, 교육방법, 교육대상 및 전달 방법 등에 대

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국제원자력기구는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개념의 INU를 

설립하여 선진 각 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원자력 전문교육을 보급해야한

다.

  (1) INU 운 협의회 구성

  국제원자력기구는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개념의 INU를 설립하

여 운 하고자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운 협의회를 구성해야한다.

      

      ◦ INU 설립요건 분석

      ◦ 국제원자력기구 및 회원국의 네트워크 인프라 분석

      ◦ 각 회원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원자력교육 운 실태 분석

      ◦ 각 회원국의 원자력산업 운 내역 및 공급수요 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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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 회원국에서 개설 가능한 교육과목 협의

  

  (2) 컨텐츠 표준화 작업  

  각 대륙 대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원자력 관련 교과목을 인

터넷을 통하여 교류코자 할 경우 컨텐츠 제작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므

로써 수강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으며, 멀티미디어 컨텐츠 관리의 효율

성 향상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각 대륙에서 제작된 모든 멀티미디어 컨

텐츠는 INU 본부에서 통합관리 되어야 하며, 제작된 컨텐츠는 표준코드 

로 관리되므로써 각 회원국 수강자는 저비용으로 이용 가능하다.

  (3) 운용 서버 및 제작도구 표준화

  INU 본부를 포함한 각 대륙 대표기관에서는 웹기반의 학사관리, 행정관

리 및 연구관리 시스템을 운 코자 할 때, 동일한 기종의 하드웨어와 저

작도구를 사용하므로써 종합정보 시스템을 원활히 운  할 수 있다. 또한 

동일한 형태의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작을 위하여 표준화된 저작 하드웨어

와 소프트웨어의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운 위원회에서는 INU 본부 및 

각 대륙 대표기관의 관련 종사자 교육이 선행되어야 하며, 표준화 운  

및 제작 지침을 정하여 배포해야한다.

2. INU 운 체계와 커리큘럼 개요

  국제원자력대학의 운 체계를 전공학부 구성원칙과 아래 그림 15와 같

이 운 체계 및 조직구성(안)을 정리하 다.

    

가. 전공학부 구성원칙

      ◦ 교수직 구성은 IAEA 등 국제기구와 회원국의 현직 또는 퇴직 전문  

가 활용

      ◦ IAEA 기술협력사업과 Education Faculty간의 접한 관계

      ◦ INU 본부에 사무국을 두며 Education Faculty의 전반적인 운 권   

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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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국 연구소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전문인력보유 유무와 교육 및  

          과제수행 능력을 감안하여 전공분야별 Education Faculty 지부 다  

          수 설치 INU본부와 교육훈련 및 과제 등 공동수행

나. INU 운 체계 및 조직구성

그림 15. 국제원자력대학 운 체계와 조직 구성(안)

  

     

     ① A World Council of Nuclear Education(Board of Governers) : IAEA

가 중심이 되고 회원국들과 특별 기여금을 제공한 단체로 구성된 대

학의 주요활동을 결정하는 이사회

     ② IAEA 사무총장 : IAEA 기술협력사업과 INU교육의 접한 관계유지

     ③ INU 총장 : 이사회에서 선임된 INU 운 ․관리 책임자

     ④ INU 운 위원회 : INU 총장의 대학운 ․재정․교무․학사관리 등의  

        의사결정 협의체 및 자문기구

     ⑤ INU 사무국 : 대학 일반 행정, 교무, 학사, 재정 등의 행정 및 운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총장보좌기구

     ⑥ 교수부 (Faculty) : 총장과 대학운 위원회에서 결정한 전공분야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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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학부 또는 학과 교수부 (전임교수요원과 방문교수 요원으로 구  

        성)

     ⑦ 회원국 Faculty 지부 : 전 세계적으로 회원국의 우수 연구소 및 훈련  

        기관을 Faculty 지부로 지정하여 INU Faculty와 대학 교육프로그램   

        공동운

     ⑧ 국제교류협력국 : 회원국간의 원자력기술의 정보공유, 기술교류, 인  

        력교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학생, faculty, 교수요원들이 수행하는  

        과제관리, 특별 국제회의, 세미나 등 기술․인력 교류 촉진 업무 수  

        행(IAEA 과제 및 IYNC 활동 연계사업 포함)

     ⑨ Distance Learning Center (원격사이버교육센터) : 교수부에서 운   

하는 교육프로그램과 특별교육프로그램을 원격사이버교육과정으로 인  

터넷 또는 위성방송 교육을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로 구축 운 하는 

사이버교육센터

  이상과 같은 학부구성 원칙과 체계 및 조직을 바탕으로 국제원자력대학이 

운 해야 할 교육프로그램과 커리큘럼의 개요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 다.

 

  (1) 국제원자력대학의 학위/교육․훈련 프로그램

  ◦ 학위과정(Master Degree)

    - 석사학위과정(2년)

    - 전문석사학위과정

      ․ Graduate Diploma 과정(1년)

      ․ 산업체 Diploma 과정(6개월∼1년)

  ◦ 특별 단기 교육․훈련프로그램

    - 단기 Certificate 수여(IAEA 단기 교육과정과 연계)

    - 특별단기기술교육과정

    - 과제 수행과 연계한 단기교육

    - 단기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

    - 전문가들을 위한 특별 단기 워크숍,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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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하계 학생 단기 교육과정 등

  ◦ 연구과제 프로그램

    - 학생, Faculty, 교수요원들이 수행하는 연구과제

  (2) 국제원자력대학의 학생 분류

  ◦ IAEA, 회원국, 특별기여 단체의 장학금 수혜자(전체의 3/5)

  ◦ 산업체 연계 장학금 수혜자(전체의 1/5)

  ◦ 일반 학생(전체의 1/5)

다. 국제원자력대학의 학부 및 커리큘럼 개요

  국제원자력대학 산하의 6개 학부와 1개 사이버교육센터에서 운 할 커리큘

럼의 개요를 표 14와 같이 제안하 다. 커리큘럼은 IAEA 산하의 대학임을 고

려 회원국들의 지속적인 원자력 연구개발을 위해 IAEA가 지원하는 협력항목과 

IAEA의 직무를 참조하여 구성(안)을 제시하 다.  

  특히 5번째 학부인 첨단 원자력과학기술 학부 즉 School of Advanced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부분은 원자력 기술과 새로이 부각되는 

신기술과의 융합된 커리큘럼을 의미한다. 새로이 부각되는 신기술은 이미 

언급한 나노기술, 생명과학, 정보통신기술, 환경기술 등으로 다음 장에서 

다학제적 관점에서 자세한 교과목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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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국제원자력대학 커리큘럼 개요(안)

학 부 명 전공 교과목 비 고

1.School of Nuclear 

  Policy and Energy 

  planning

 - National Development and Energy 

   Policy

 - Energy Planning

 - Economics of Nuclear Power

 - Nuclear International Policy and 

   Safeguards

 - Planning and Implementation of 

   Nuclear Power Project

2.School of Nuclear 

  Power Engineering

 - Nuclear Power Technology

 - Nuclear Power Engineering 

 - Reactor Design

 - Nuclear Fuel Cycle and Design

3.School of Nuclear 

  Safety

 - Nuclear Engineering Safety

 - Nuclear Operational Safety

 - Nuclear Safety Assessment

 - 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and 

   Risk Management 

 - Nuclear Regulation and Codes and 

   Standards

4. School of 

   Radiation 

   Protection and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 Radiation Protection

 - Utilization of Radioisotope

 -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 Decontamination and Decommissioning 

   of Nuclear Facilities

 - Transport Safety

 - Source Safety and Security

 - Emergency Preparedness and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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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국제원자력대학 커리큘럼 개요(안) (계속)

학 부 명 전공 교과목 비 고

 5. School of 

    A d v a n c e d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 Advanced Nuclear Physical and

   Chemical Science

 - Radiological Biology and Advanced 

   Biology Technology

 - Nuclear Medicine and Human Health

 - Nuclear Data and Advanced 

Information   - Nuclear Techniques in 

Food & 

   Agriculture

 - Utilization of Research Reactor for 

   the Advanced Technology

 - Advanced Environment Technology

 6.School of Nuclear 

   Safeguards

 - Nuclear Non-Proliferation

 - Nuclear Material Control

 - Inspection of Nuclear Material

 - Analyze of Nuclear Material

 - Nuclear Safeguards

 -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Facilities

 7.Center for Cyber 

   Educ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y

 - Distance Learning Programs

 - Web (인터넷) Based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 Satellite Education Programs

시스템 운

 및 교

육자료 

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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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첨단 기술과 원자력기술의 융합된 다학제적 커리큘럼(안)

  일본과 프랑스를 제외한 미국, 독일 등의 선진국에서는 원자력 산업이 침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선진국 원자력 산업의 침체는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 환

경고려를 차제하고라도 기술적인 환경으로 젊은 과학자의 원자력계 종사자 감

소에 직접적으로 향을 주는 요인이다. 또한 세계적으로 새로이 부각되는 기

술 즉 나노기술(Nano Technology, NT), 생명과학 (Bio-technology, BT), 정보

통신기술(Information Technology, IT), 환경공학 (Environment Technology, 

ET), 우주항공기술 (Space Technology, ST)분야에 젊은 우수 과학자가 모이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다[9]. 그러므로 젊은 과학자의 원자력분야 종사와 대학

에서의 원자력 전공자 수를 증가시키는 방안은 원자력분야 교육커리큘럼을 새

로운 기술과 연계하여 이들이 원자력분야에 흥미를 끌 수 있도록 하여야 한

다. 이미 유럽 공동체에서는 벨기에 등이 주축이 되어 회원국간에 European 

Network of Nuclear Engineering 구축하여 원자력 대학교육훈련에 대해 커리

큘럼을 공유하고 개선하는 데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다[10]. 

  우리나라에서도 NT, BT, IT, ET, ST 분야에 21세기 프론티어 사업단을 구성

하여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미래 유망 신기술분야 전

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국가적인 차원의 효율적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원

자력 분야에서도 양성자 가속기사업, 일체형 원자로개발사업에 정부 주도의 

사업단을 구성 장기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특히 새로이 생성되는 기술군들의 

교육훈련에는 다학제적 융합기술을 특징을 보여 주고 있다[11]. 전통적인 학

과위주의 교육은 신생 복합기술의 변화력에 적응력이 미흡한 것으로 언급되고 

있다. 그러므로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잇는 연구 노하우, 연구장비와 시설 그

리고 전문인력들이 관련 대학들과 연계하여 신기술 학제 융합분야의 현장 중

심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원자력 기술은 종합과학기술이며 이미 역사적으로 새로운 연구분야와 그리

고 타 기술과 접목되어 발전하여 왔다. 또한 젊은 우수 과학자들을 유치할 수 

있고 신입 원자력 전공자들에게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보다 향상된 커리큘럼 

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표 15와 같이 새로운 기술과 원자력 기술

이 융합된 커리큘럼 (안)을 그 예로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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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원자력 기술과 NT, BT 등 융합기술 커리큘럼(안)

전공 분야 전공 세부내용(학과목) 소요

학점

석사

과정

박사

과정

특기

사항

1.양성자

공학

(Proton 

 Engin.)

가속기 물리학
(Accelerator Physics) 3 O O NT+R

T
가속장치 공학 I, II
(Accelerator Engineering) 6 O O "

빔 제어 및 계측 
(Beam Control & Detection) 3 O O "

빔과 물질과의 상호작용
(Beam Matter Interaction 
Theory) 

3 O O "

빔 나노기술 
(Beam Nanotechnology) 3 X O NT

빔 생명과학
(Beam Applications for 
Biotechnology)

3 X O NT+B
T

빔의 정보통신 응용
(Beam Applications for 
Information Technology)

3 X O  NT+IT

원자력의 빔 응용
(Beam Applications for Emerging 
Nuclear Technology)

6 O O NT+R
T

2.방사선

 환경공학

 환경방사선 평가 6 O O ET+RT
 방사선 생태학 6 O O ET+RT
 환경방사능 계측 6 O O ET+RT
  방사선 생물학 6 O O ET+BT
 방사화학분석 6 O O ET+RT
 핵연료주기화학 6 O O "
 냉각재 방사화학 6 O O "

 

3.양자공학

 레이저분광학 6 O O NT+RT
 레이저 가공학 6 O O "
 레이저 계측학 6 O O "
 핵융합공학 6 O O "
 플라즈마 응용학 6 O O "

4.첨단

  방사선

  공학

 방사선식품생명공학 6 O O

BT+R

T+ET

 방사선농업생명공학 6 O O
 방사선 및 방사화학 6 O O
 방사선 환경공학 6 O O
 방사선 공중보건학 6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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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원자력 기술과 NT, BT 등 융합기술 커리큘럼(안) (계속)

전공 분야 전공 세부내용(학과목)
소요

학점

석사

과정

박사

과정

특기

사항

5.방사성  

  의약학

방사성제약학 9 X O

BT+R

T

방사성약화학 9 O O

방사성약리독성학 9 X O

방사성의약품분석학 9 O O

방사성의약품대사학 9 O O

 6.나노급 

  트리튬 

  활용공학

 나노급 트리튬 반 구 전원공학 3 X O
NT+R

T

 극미량 트리튬 생체 추적물 화학 3 X O "

 트리튬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학 3 X O "

 방사선 활성 고도 화학변환기술 2 O X "

 극미분체 수송 저장 공학 2 O X "

 원자력 미립자 폐기물 제거 2 O X "

 원자력 미세 수질관리공학 2 O X "

 동위원소 분리 분자공학 2 O X "

 첨단 트리튬 발광 기술 2 O X "

 7.원자력 

  디지털 

 정보통신

방사선계측공학 6 O O IT+RT

원자력 제어공학 6 O O IT+RT

원격제어 로봇공학 6 O O IT+RT

안전소프트웨어공학 6 O O IT

원자력인간공학 6 O O IT

 8.중성자

  물리학

중성자와 응집물리 입문 3 O O RT

중성자 산란이론 I, II 6 O O "

중성자 회절과 구조해석 I, II 6 O O
 

RT+N
T

고분자의 X선과 중성자 산란 I, 

II
6 O O

RT+N
T+ 
BT

중성자 구조생물학 3 X O
RT+B

T

중성자 투과 비파괴 검사 3 O O RT

중성자 분광장치와 분광 기술 I, 

II
6 X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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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원자력 기술과 NT, BT 등 융합기술 커리큘럼(안) (계속)

전공분야 전공 세부내용(학과목)
소요

학점

석사

과정

박사

과정

특기

사항

 9 .핵자료  

   응용학

 핵구조론      3 X O

 방사선 계측 3 O X ET

 중성자 공명론 3 X O

 핵반응론 3 X O

 핵분열론 3 X O

 Monte Carlo 시뮬레이션론 3 O O

 핵반응 계측 9 O O

 격자세포 노물리 3 O O

 차폐 및 재료손상 3 O O

 우주방사선 핵자료 응용 3 O O ST

 의료방사선 핵자료 응용 3 O O BT

 산업방사선 핵자료 응용 3 O O

 환경방사선 핵자료 응용 3 O O ET

 데이터베이스 기초 3 O O IT

 Web 프로그램밍 3 O O IT

10.다목적  

   신형

   원자로

   기술

 일체형 원자로 계통설계공학 RT

 일체형 원자로 유체공학 "

 일체형 원자로 기계구조 

 설계공학
"

 일체형 구조건전성 평가공학 "

 일체형 원자로 기기설계공학 "

 고신뢰도 원자로MMIS공학 "

 일체형 원자로 안전평가공학
ET+R

T

 원자력 담수연계기술 공학 "

 다목적활용 계통설계공학 RT

 원자력 해양응용공학
ET+R

T

 원자력 수소생산 응용공학
ET+R

T

 초임계 원자로 계통공학 RT

 미래형 원자로 계통공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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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원자력 기술과 NT, BT 등 융합기술 커리큘럼(안) (계속)

전공분야 전공 세부내용(학과목)
소요

학점

석사

과정

박사

과정

특기

사항

11.핵물질  

  계량 및

  원자력

  통제

 원자력정책        

 (핵비확산,원자력외교,원자력    

법령, 원자력경제성...)

3 O -

 핵물질 계량 (비파괴분석        

이론+실험.실습)
3 O -

 정보처리 (통계+통제정보,       

국가평가모델...)
3 O -

 검사 (SG Approach, 핵시설별   

 특성 및 검사방법)
3 O -

 원자력통제기술 

 (화학분석+실험.실습,봉인.감시  

 등)

3 O -

 다른 전공(핵연료, 핵물리,   

 화학분야)
15 O -

 논문/세미나 6 O -

제 4 절 IAEA의 국제원자력대학 설립 타당성 연구 한국측 

        제안서 

1. IAEA INU 한국측 제안서 제출

  제 1절에서 국내․외 국제대학에 관해 조사 분석된 내용과 제 2절과 제

3절에서 연구된 내용을 기초로 하여 국내 자문위원들의 자문을 거쳐 한국

측 제안서를 작성하 다(제안서 전문, 부록 2 참조). IAEA 과제 양식에 

맞추어 작성된 제안서는 아래와 같이 구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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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젝트 목적

    ◦ 프로젝트 활동계획

      - 프로젝트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목적 달성을 위한 원칙

      - 프로젝트 활동계획

      - 프로젝트 기간

      - 프로젝트 산출문

      - 한국의 역할

      - IAEA 자원의 입력

      - 활용 가능한 자원과 시설

  특히 중점을 두고 작성한 내용은 프로젝트 활동계획에 관한 부분으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과제수행을 위한 International Technical Committee 구성

    ◦ On-line 교육과 Off-line 교육의 통합에 관한 인프라 확인

    ◦ IAEA 협력 하에 INU에 관심 있는 국가들로 콘소시움 구성

    ◦ IAEA와 회원국들의 INU 운 에 대한 가용자원 확인 (교육프로그

       램, 시설, 장비, 교수요원 등)

    ◦ 기존  회원국 교육훈련기관들간의 범세계적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해결점 도출

    ◦ 세계 원자력교육훈련 협의회 및 INU 운 체계, 규정, 조직 등의 

       생산

    ◦ INU 설립에 필요한 재정 확보 방안 

    ◦ 학부의 구성과 커리큘럼, 새로운 교육프로그램 생산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작성된 한국측 제안서를 IAEA INU과제 담당자인 

Dr. Yanko Yanev의 요청에 따라 2002년 8월 정부를 통해 IAEA에 제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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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AEA INU 한국측 제안서 발표와 대외 협력 

  IAEA는 한국측 제안서를 접수 후  9월 제안서 제출에 대한 감사 표명과 

함께 경비 일체를 제공하고 IAEA관련자들을 대상으로 동 제안서 내용을 

발표해 주길 요청하여 2001년 9월에 한국측 제안서를 1차 발표하 다. 1

차 발표 이후 IAEA는 INU 개념에 대한 회원국들의 호응도 증진을 위한 협

력을 요청하 다. 이에 부응 한국은 여러 차례 IAEA 회의와 FNCA (Forum 

for Nuclear Cooperation in Asia) 국제회의에서 발표하여 회원국의 관심

도를 높이기 위해 IAEA와 대외적인 협력을 함께 하 다.  

  국제 관련회의에서 한국이 발표한 내용과 대상 그리고 그 결과는 아래

와 같다. 여러 차례 발표에서 IAEA와 협의, 일부 내용이 추가 또는 수정

되었다(최종 발표내용 전문, 부록 2 참조).  

    ◦ 제1차 IAEA의 INU 한국측 제안서 발표 (IAEA 경비 제공) [12]

      - 목  적: 제안서에 대한 공동 이해와 상호협력 

      - 일  시: 2001. 9. 10 - 12

      - 장  소: IAEA, Vienna

      - 발표자: 원자력연수원장(박종균), 과제책임자(이의진)

      - 대  상: IAEA 원자력 에너지부 담당 사무차장 Dr. Morougov, 사  

                무차장 사무실직원, Dr. Y. Yanev, IAEA 부서별 국장급  

                직원 등 12명

      - 효  과: IAEA가 INU 타당성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이  

과제 Initiator 역할 수행에 대한 감사표명과 함께 과제  

추진에 지속인 협력을 요청 받음. 또한 회원국들의 관심  

제고와 협력을 위해 10월 IAEA SAGNE 1) (Standing 

Advisory Group on Nuclear Energy) 회의에 다시 발표해 

주길 요청 받음 

1) SAGNE는 IAEA가 미국 등 향력 있는 회원국의 고위 관계자를 자문위원으로 지정 

IAEA의 주요 정책사항을 토론하고 협의하기 위해 개최하는 매년 개최하는 회의임. 한

국원자력연구소 소장이 동 위원회 멤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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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차 IAEA INU 제안서 발표

      - 목  적: 한국측 제안서를 IAEA SAGNE 회의에서 회원국 고위 관   

                 계자들에게 발표  

      - 일  시: 2001. 10. 8 - 11

      - 장  소: IAEA, Vienna

      - 발표자: 원자력연수원장 (박종균)

      - 대  상: IAEA SAGNE 자문위원 16명 (아르헨티나, 캐나다, 중국,  

                 체코, 프랑스,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러시아,  

                 남아공화국, 스페인, 스위스, 우크라이나, 미국, 국,  

                 이집트) 등 IAEA 고위 관계자

      - 효  과: IAEA의 원자력 지식관리와 관련 INU 개념과 설정 방안이  

                참가자들로부터 폭 넓게 지지를 받음. 향후 다른 옵션과  

                함께 지속적인 검토를 권고

    ◦ 제3차 INU 제안서 발표

      - 목  적: FNCA 제3차 원자력분야 인적자원개발 분과에서 회원국들  

                의 관심 재고를 위해 INU 제안서 발표[13]

      - 일  시: 2001. 10. 29 - 11. 1

      - 장  소: 한국원자력연구소

      - 발표자: 원자력연수원장 (박종균), 과제책임자 (이의진)

- 대  상: 일본의 주관으로 매년 개최되는 FNCA 원자력 인적자원개  

발분과 국가 프로젝트 리더를 대상으로, 인도네시아가 

제안한 AINST2) 설립 타당성 연구 제안과 함께 INU 필요

성과 개념, 설립 방안 연구에 대해 구체적인 안을 설명.

      - 효  과: 미흡하게 준비된 인도네시아의 AINST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와 INU 타당성 연구에 대한 한국의 제안서가 상호

2) 인도네시아는 2001년 일본이 주관하는 FNCA의 원자력인적자원개발 분과에서 아시아 

원자력대학 (Asia Institute of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AINST) 설립타당성 

연구를 회원국과 공동으로 수행하자고 제안하 음. AINST는 아사아 국제원자력대학의 

성격으로 원자력 계측제어분야 등 자국의 인력양성과 회원국의 인력양성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제안된 과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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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되어 한국의 (안)이 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음을 회

원국이 인지하고 지지함. 한국은 일본과 협력 인도네시

아의 AINST 안을 지원하기로 함.

    ◦ 제4차 IAEA INU 관련 발표 (IAEA 경비 제공)

      - 목  적: IAEA Technical Working Group on Training and 

                Qualification of Nuclear Power Plant Personnel 회의  

                에서 IAEA의 INU 설립 타당성 연구 당위성 유도[13].

      - 일  시: 2001. 3.16 - 19

      - 장  소: IAEA, Vienna

      - 발표자: 원자력연수원장(박종균)

      - 대  상: IAEA 원자력발전요원 교육훈련 및 자격에 관한 국제 실  

                무그룹 참가 위원 30여명.

      - 효  과: 참가자의 INU에 대한 지지도 제고와 6월 IAEA에서 개최  

                되는 IAEA 원자력 지식관리 고위 관계자회의에 이창건   

                원자력위원 주제 발표와 한국원자력연구소 장인순 소장  

                페널토의 참가 확인     

    ◦ 제5차 INU 관련 발표

      - 목  적: IAEA 원자력 지식관리 회원국 고위 관계자회의에서 IAEA

의 INU 타당성 연구 착수 관심 제고 (발표자료 부록6 참

조).

 - 일  시: 2002. 6. 17 - 19

      - 장  소: IAEA, Vienna

      - 발표자: 한국원자력연구소 소장(장인순), 원자력연수원장(한경   

                원), 과제책임자(이의진)

      - 대  상: IAEA 원자력 지식관리회의에 참가한 회원국 정부, 학계,  

                산업계 그리고 국제기구 대표 등 고위 관계자 100여명

- 효  과: 한국이 IAEA INIS Mirror Site, INTEC (International 

Nuclear Training and Education Center, 국제원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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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센터)3) 설립, RCA 지역사무소 개관 등 IAEA   

원자력지시관리에 기여한 그 간의 IAEA에 기여한 사업  

을 발표. 특히 한국이 제안한 IAEA의 INU 타당성 연구

사업이 회원국의 협조로 구체적인 실현방안이 구축     

되도록 설명. INU에 대해 회의 참가자의 많은 지지와   

더불어 INU의 주요 개념인 회원국 교육훈련기관간의    

네트워크 구축과 원자력 고등 교육 향상을 위한 커리   

큘럼 개선 활동이 우선적으로 채택되는 성과를 얻었음  

[15].

  이상과 같이 1년 간에 IAEA가 INU 타당성연구를 착수할 수 있도록 과제 

제안과 함께 과제 Initiator로서 IAEA와 협력 회원국들의 INU에 대한 당

위성 유도와 관심제고를 위해 노력하 다. 또한 INU 제안을 통해 단 기간

에 국제사회에서 원자력 지식관리와 교육훈련 능력을 회원국들에게 널리 

알려 국가 인지도를 향상하는 데 기여하 다. 

  INU 사업이 매개가 되어 IAEA 원자력안전부는 방사선 및 폐기물 안전에 

대한 지난 10년 간의 교육훈련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10년 간의 

교육훈련 추진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한국의 참여를 요청하여 동 계획에 참

가할 수 있게 되었다. 교육훈련 추진 전략의 핵심 사항은 IAEA가 회원국

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Post-Graduate Radiation Protection Course (방사

선방호 석사과정)를 개최할 수 있는 지역훈련센터를 재 지정하여 교육훈

련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IAEA는 여기에 한국원자력연구소 원자력

연수원의 참여를 요청하 다. 동 분야 IAEA 지역훈련센터 지명은 한국이 

IAEA의 방사선 및 폐기물 안전 분야의 지역 INU 역할을 실제적으로 수행

하는 것과 상통하는 것이다. 아래 그림 16과 같은 IAEA의 추진 일정에 따

라 원자력연수원은 자체 교육훈련 능력 함양과 함께 IAEA의 지역훈련센터

3) 한국원자력연구소 원자력연수원은 2002년 4월 17일 국제원자력교육훈련센터(INTEC)를 

개관하 음. INTEC은 기술자립과정에 획득한 우리의 경험과 기술을 개발도상국 원자

력요원에게 전수하기 위해 신축한 건물로 연수관(Atopia Hall, 지하 1층 지상 2층 

1,980평방미터)과 외국인 숙소동(Nuri Hall, 지상 2층 1,300평방미터 24개방 수용인

원 48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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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IAEA와 협력할 것이다[16 - 17].

  또한 우리가 제안하고 발표한 INU에 관한 내용들이 인도네시아가 발의

하고 FNCA 회원국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는 AINST 설립 타당성 연구 사업

의 촉매 역할을 하 을 뿐 만 아니라 한국이 FNCA 인적자원개발 분과에서 

기술적으로 우월적인 위치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를 확보하

다고 평가된다. 다자간의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므로 구체적인 사

업 추진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나 원자력 인적자원 개발분야에 우리

의 경험을 회원국과 공유하여 우리의 인지도를 높이는데 좋은 계기가

되었다.

그림 16. IAEA의 지역훈련센터 재 지정 추진 계획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10

운영위원회설립

Inter-Center 
Network 구성

표준교재개발

지역훈련센터
재지정

연간보고서
평가

회원국의
교육훈련
자체수행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10

운영위원회설립

Inter-Center 
Network 구성

표준교재개발

지역훈련센터
재지정

연간보고서
평가

회원국의
교육훈련
자체수행

제 5 절 IAEA 원자력 지식관리와 INU 향후 대응방안

1. IAEA 원자력 지식관리 고위 관계자 회의

  제 2장 제 2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IAEA는 2001-2002 정규사업으로 

원자력과학기술 지식보존 Program (D.4.)을 추진하고 있다. 동 사업 추진

과 관련 IAEA는 2002년 6월 17일부터 6월 19일까지 회원국 정부, 학계, 

산업계 그리고 국제기구 대표 등 고위관계자를 대상으로 원자력 지식관리

회의를 IAEA에서 개최하 다.

  동 회의는 원자력 이용에 따라 축적된 지식을 다음 세대에도 효과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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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달․보존되어야 하는데, 전문인력의 정년퇴직 증

가와 젊은 세대의 원자력전공 기피 현상 등 새로이 부각되는 문제점에 대

한 다음과 같은 이해와 토의를 위해 마련되었다.

    

    ◦ 원자력 지식보존의 문제 심각성 이해

    ◦ 원자력 부흥에 대비한 지식보존 방안

    ◦ 국제협력을 통한 문제점 해결 방안

  우리나라는 원자력 지식보존과 관련 INIS Mirror Site 유치, RCA 지역

사무소 설립, INTEC 개관, INU 제안서 제출 및 발표 등 IAEA와 사업 추진

에 협력하 으며 회의 참가 배경은 그림 17과 같다. 

그림 17. IAEA 지식관리 회의 참가 배경

IAEA 프로그램
D.4. : 지식관리

IAEA 프로그램
D.4. : 지식관리

원자력에 대한 관심 저조에
대응한 지식관리 강화 필요

인력계승

지식보존

한 국

INU 제안 : 국제화를 통한
인력 양성 활성화

RCA사무소 설립 추진
국제연수관 설치 추진
국제적 교육훈련 체제 필요

2001                         2002                            2003

INU안 제출 고위관계자
회의

회 원 국

IAEA 프로그램
D.4. : 지식관리

IAEA 프로그램
D.4. : 지식관리

원자력에 대한 관심 저조에
대응한 지식관리 강화 필요

인력계승

지식보존

한 국

INU 제안 : 국제화를 통한
인력 양성 활성화

RCA사무소 설립 추진
국제연수관 설치 추진
국제적 교육훈련 체제 필요

2001                         2002                            2003

INU안 제출 고위관계자
회의

회 원 국

   

  동 회의에는 33개 IAEA회원국과 OECD/NEA 등 국제기구 등에서 100여 명

의 고위 관계자가 참가하 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창건 원자력위원이 회의 

첫 날 첫 번째 기조연설을 담당하 고 한국원자력연구소 장인순 소장이 

원자력 지시보존에 대한 발표와 패널 토의에 참가하 다. 특히 한국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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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은 우리가 제안한 INU 타당성 연구 수행 촉진에 중점을 두고 자료발표

와 토의에 임하 다(발표 자료 부록 5 참조). 3일 동안 개최된 회의 추진 

일정과 내용은 표 16과 같다.

  

표 16. IAEA 지식관리 회의 일정 및 내용  

개회

기조연설(첨부 1)

한국, 미국, 프랑스,

파키스탄, 영국,

남아공, 인도, 러시아

파넬 1. 인력계승계획과
IAEA

6월 17일 (월) 6월 18일 (화)

파넬 2. 지식보존과 IAEA의
역할

■ 한국발표 : (첨부2)

파넬 3. 지식관리를위한
국제협력

■ 한국발표

6월 19일 (수)

회의총괄및

보고서작성 (첨부3)

개회

기조연설(첨부 1)

한국, 미국, 프랑스,

파키스탄, 영국,

남아공, 인도, 러시아

파넬 1. 인력계승계획과
IAEA

6월 17일 (월) 6월 18일 (화)

파넬 2. 지식보존과 IAEA의
역할

■ 한국발표 : (첨부2)

파넬 3. 지식관리를위한
국제협력

■ 한국발표

6월 19일 (수)

회의총괄및

보고서작성 (첨부3)

  회의 참가자들이 회의 종료 시 작성한 보고서는 일반권고사항, 패널토

론 결과, IAEA의 활공 권고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부록 6. 참조).

    ◦ 일반 권고사항 (General Recommendations)

      - 다음세대를 위한 기존 원자력 과학기술 지식의 보존 필요성이 시

        급하다.

      - 지속적인 개발을 위한 원자력 과학기술의 발전은 ① 기초 원자력  

과학, ② 기술, ③ 엔지니어링과 운  등 3단계로 구분할 수 있

다.

      - 원자력 지식보존을 위해서는 정부, 산업체, 대학, 국제기구의   

패널

패널

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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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젊은 과학자와 전문가를 원자력계에서 종사하게 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기술발전의 비전 제시가 필요하다.

      - IAEA는 지식계승의 필수적인 요소인 원자력 교육 훈련을 통해    

     회원국들을 지원하여야 한다.

      - 참가자들은 사무국이 금번 회의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 등에      

         상정하여 회원국들의 관심을 높일 것을 요청한다.

    ◦ 패널 토의 1: 인력 계승과 IAEA

      - 원자력 데이터, 원자력 하부구조, 원자력 지식인력 보존의 중요  

        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 IAEA의 세계교육네트워크 (worldwide education network)지원,  

Network of European University에 원자력분야가 포함되길 제안  

한다.

      - 교육 훈련과 연구개발에서 국제적인 협력증진을 강조한다.

      - 지식계승을 위한 IAEA의 활동으로 다음 사항을 제안한다.

 ․ 국제적인 시각으로 회원국의 수요와 문제점 검토

 ․ 기존 지식조직 유지를 위한 자원 배분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

 ․ 지식 이전 및 공유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젝트 기획과 수  

           행 

      - IAEA는 Agency Nuclear Information Resources System 확립을 위  

        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IAEA는 원자력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주도적 역할을 지속적  

        으로 전개하여야 한다.

    ◦ 패널 토의 2: 지식보존과 IAEA의 역할

      - 원자력은 성숙된 산업(mature industry)이 아니므로 지식보존 활  

        동이 특히 중요하다. 

      - 고속로 분야에서는 특별히 자료 보존이 필요하며, 동 사업에 일  

본, 러시아, 미국, 중국, 한국 그리고 EC국가들의 협력이 요망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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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고속로가 앞으로 25년 이내에는 건설되지 않을 것으로 전  

          망

      - 지식보존의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로 첨단지식을 계속 유지하는   

        것을 제안한다.

      - IAEA의 역할에 대해 다음사항을 제안한다.

 ․ IAEA는 기존의 지식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토록 하고 네트워크  

           를 확대

 ․ 타 회원국이 그들의 원자력지식에 접근(access)하는 것을 허  

           용하도록 장려

 ․ Critical knowledge를 확인하는 노력 필요

 ․ 젊은 세대들에게 원자력지식이 제공되도록 하고, 원자력 산업  

           체가 활성화 되도록 하는 신규 프로젝트를 발굴

 ․ 퇴직 전문가들을 모아서 그들의 지식이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

    ◦ 패널 토의 3: 지식관리를 위한 국제협력

      - 국제기구 등에서 현재 추진중인 다양한 관련 활동에 대해 IAEA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청된다.

         ․ EC 연구 훈련 프로그램의 일환인 European Nuclear Enginee-  

            ring Network(ENEN) 프로젝트에서는 International Nuclear

     Network를 통하여 원자력분야 유럽 석사학위를 수여

         ․ OECD/NEA는 회원국의 필요에 따라 과학적 데이터를 상호 제  

            공하는 프로젝트를 운  중

         ․ WNA는 IAEA와 회원국들과 함께 　Working Group on Nuclear   

            Skill　을 운  예정임

      - IAEA 회원국들의 대중이해(PA)에 대한 노력 강조, 원자력 기술에  

        대한 우려를 대중과의 정보교환으로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원자력이 친환경적이고 청정에너지 기술이라는 것을 젊은 세  

            대들에게 강조

      - 원자력 전문인력이 타 산업으로 이동하여 원자력 산업발전에 부  

        정적인 향을 주는 것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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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C의 European Nuclear Engineering Network와 한국이 제안한    

        INU(국제원자력대학)을 연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IAEA가 다음 역할을 할 것을 제안한다.

 ․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원자력이 청정 에너지원인 것을 홍보

 ․ 젊은 세대와 여성인력이 원자력 산업체에 진출하도록 제반 

노력

 ․ 대중이해(PA)를 위한 정보 및 자료의 제공

 ․ 지식 및 정보교환을 위한 포럼 역할 수행

 ․ 미래를 위한 적절한 협력 Project 구상

2. IAEA의 향후 계획과 INU 대응방안

  이상과 같이 분야별로 나열된 권고사항을 2002-2003년도 IAEA 활동에 

참고하기 위해 회의 참가자들이 투표로 아래와 같이 그 우선순위를 정하

다. 

    ◦ 우선 활동 권고사항

      - IAEA 및 회원국들의 기존 원자력 지식 Bases를 　Nuclear         

        Knowledge Portal　 형식으로 통합 

      - 회원국 원자력 교육 훈련기관 네트워크 구성 촉진

      - 원자력 지식보존 지침서 개발

      - 지식보존사업 수행 (고속증식로; 현재수행 중)

      - 대중에 대한 원자력과학기술 홍보사업 설계추진

      - 대학간 네트워크 구축으로 국제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고등 원  

        자력 학위과정　을 위한 커리큘럼 개발 촉진

    ◦ 추가 활동 권고사항

      - 국제원자력대학 설립 지원 

      - 회원국 기존 지식보존 활동 Map 제작

      - 은퇴전문가와 젊은 과학자들간의 네트워크 구성지원

      - 연구 및 고등교육을 위한 Fellowship 지원



- 79 -

      - 젊은 학생들이 원자력분야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프로그램개발

      - 회원국의 첨단기술 및 원격학습을 포함한 연구, 교육훈련 능력과  

        수요 파악

      - 활용 가능한 IAEA 자원 (예, INIS)과 지식관리 프로그램의 통합

      - 산 · 학 · 연 협력지원 

      - 교육 및 훈련을 위한 새로운 지역훈련센터 지정

      - 전문가 시스템의 활용으로 중요한 정보와 지식에 대한 접근성 증  

        진

      - Summer School 지원

      - 기타 UN 기관들과의 협력 강화

  IAEA는 지식관리의 중요성을 감안 금년 9월 IAEA 과학포럼(Scientific 

Forum)에서 원자력 지식관리를 주제로 채택 다음 토의 주제를 포럼 참가

자와 토론하기로 결정하 다.

    ◦ 원자력 과학기술 교육의 미래

    ◦ 원자력 전문인력 손실과 안전성에 대한 우려

    ◦ 다음 세대를 위한 원자력 기술 Compiling

    ◦ 지속적 개발을 위한 원자력 지식관리

  또한 IAEA는 향후 추진활동이 도출됨에 따라 이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

고 후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할 전망이다. 그러나 현재로는 예산 확

보가 되어있지 않아 사무국은 정규예산 및 회원국 특별 기여금 확보를 기

대하고 있으나 사업이 너무 개념적임으로 구체적인 실현계획수립에는 상

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한다.

  원자력 지식관리에 관한 활동은 IAEA가 국제 사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끌어 나가야 할 임무이다. 세계 10위 권의 원자력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원자력 인적자원 개발의 중요성에 따라 향후 대두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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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원의 문제점에 대해 IAEA와 관심 있는 회원국들과 그 이해를 함께 하

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향후 정부가 INU를 포함한 IAEA 지식관리에 관

한 활동에 관한 대응 방안으로 본 연구에서 다음과 같이 제안하 다.

   첫째, 한국이 제안한 INU 개념 중 ‘회원국 기존 원자력 교육 훈련 기

관들 간의 네트워크 구성 촉진’ 그리고 ‘대학간 네트워크 구축으로 국제

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원자력 학위과정을 위한 커리큘럼 개발 촉진’이 

우선활동 사항에 반 되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을 고려하여

야 한다.

    - INU의 주요 개념이 회원국의 기존 원자력교육 훈련 기관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임을 강조하고,

    -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구심점으로 IAEA의 INU가 그 역할 수행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INU가 새로운 대학 설립이라는 선입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IAEA는 대학 역할 수행에 많은 거부감이 있음) INU를 당초   

      한국 제안서에 명기된 International Nuclear School(INS)로 접근  

      하며,

    - 또한 INU와 유사한 개념으로 제안 된 사항들이 통합된 하나의 안건

이 수립되어 실현되도록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IAEA 예산사정(예산확보 불투명, IAEA는 관심 있는 국가로부터  

특별기여금 기대)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 접근이 필요하다. 그 예로 우리

나라는 IAEA Radiation and Waste Safety 분야 지역훈련센터로 지정되어 

분야 Post-Graduate Course 유치 운 하여야 한다.

   셋째, 국제적으로 수용 가능한 원자력분야 커리큘럼 개발은 제 3절 3

항의 표 15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원자력기술과 새로이 부각되는 NT, BT, 

IT, ST, ET와 접목된 첨단 원자력기술에 관한 다학제적 커리큘럼개발에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여기에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참여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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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수행 목표 달성도 및 대외 기여도

제 1 절 IAEA INU 설립 타당성 연구 목표 달성도

  우리나라는 1999년도부터 IAEA 총회 과학포럼과 국제회의에서 회원국에

서 나타나고 있는 원자력 전문인력의 정년퇴직 증가와 젊은 세계의 원자

력 전공 기피현상이 다음 세대로의 원자력 지식계승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의 지속성에 향을 줄 것이므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의 하나로 IAEA

가 중심이 되는 국제원자력대학의 설립 필요성을 제안하 다. IAEA는 국

제회의에서 여러 회원국들이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처방안에 대

해 언급함에 따라 원자력 지식보존사업에 대한 연구를 2001-2002 정규사

업프로그램으로 채택하 다. 이에 따라 본 연구과제는 IAEA가 수행하는 

International School of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설립 타당성 

연구과제를 수행, 동 과제 타당성 연구에 관한 자료를 생산하여, IAEA에 

제공하 다. 이로써 IAEA사업 추진에 우리나라의 기여도를 높이고 나아가 

우리나라가 IAEA과제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동과제를 수행하 다. 

  IAEA는 INU 타당성 연구에 대해 우리측이 제안서를 생산하여 IAEA에 기

여하여 주길 요청하 다. 따라서 본 과제가 목적한 대로 IAEA가 국제원자

력대학 설립 타당성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INU 개념, INU 목적, 목적

달성 추진 원칙, INU 교육프로그램과 운  방안, INU 타당성연구를 위한 

과제 활용과 IAEA의 역할, INU 운  및 협력 체계 등 INU 타당성 연구의 

구체적인 추진 방안에 대한 ‘한국측 제안서 (Korean Proposal)'를 생산하

여 IAEA에 제출하 다. 또한 제출된 IAEA의 국제원자력대학 설립 타당성 

연구 제안서를 IAEA회원국들과 공감대를 형성하여 IAEA가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IAEA SAGNE 회의, 지식관리 회의와 FNCA 등 원자력 국제회의에

서 다섯 차례 발표하 다. 이와 같은 우리의 기여로 IAEA가 주체가 되는 

국제원자력대학 설립 타당성에 관한 연구는 한국이 주도적으로 IAEA에 기

여하고 있다는 것을 모든 회원국이 인지하고 있어 원자력 국제사회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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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인지도를 한층 제고시켰다. 

  IAEA의 국제원자력대학 설립 필요성과 타당성의 논리개발을 위해 국내 

한국개발연구원 산하 국제정책대학원, 국외 국제대학으로 프랑스에 위치

하는 International Space University (ISU), 일본에 위치하는 UN 산하의 

UN University에(UNU) 관한 자료를, 그리고 턔국에 있는 UNU Asia 

Institute of Technology (AIT)에 관한 자료를 조사 분석하 다. 이와 같

은 조사분석으로 INU와 일반 전통대학과의 차별성을 제시하 다. 새로운 

개념의 INU 설립 방안에 대해서는 INU가 필요로 하는 커리큘럼 Outline과 

운 체계, 특히 일반 교육과의 차별성으로 부각되고 있는 인터넷 교육을 

위한 국제적인 네트워크 구성과 운 체계 (안)을 제시하 다. 

  또한 제 3장 제 5절에서 원자력 지식보존 사업과 관련하여 언급하 듯

이 한국원자력연구소의 IAEA INIS Mirror Site 유치 계획, RCA 지역 사무

국 유치, 국제원자력교육훈련센터(INTEC) 개관, 학연협동교육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원자력 지식 Portal Site 개설과 공동 교육자료 개발 등으

로 우리나라는 정부, 학계, 산업계 모두가 IAEA의 INU 설립 타당성 연구

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 다. 특히 RCA 지역 사무소는 

IAEA RCA 회원국 원자력 요원이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원자력안전기술

원, 원자력병원에서 원자력 R&D분야의 Post-Master 과정을 수행할 수 있

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하 으며, KAIST와 연계 RCA 회원국 훈련생이 우리

나라에서 석․박사 학위과정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한국

원자력연구소 원자력연수원은 IAEA 원자력안전부와 협력, 방사선 및 폐기

물 안전분야의 Post-Graduate Radiation Protection Course (방사선 방호 

석사과정)를 수행할 수 있는 지역훈련센터 지정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INU관점에서 볼 때 한국의 교육훈련기관은 아시아 지역의 IAEA 지역 INU

가 될 수 있다는 것을 IAEA에 실천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며, 하나의 시범

사업으로 비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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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IAEA INU 설립 타당성 연구 대외 기여도

  IAEA의 국제원자력대학 설립 타당성 연구는 정책 개념생산의 범주에 속

하는 연구로 국내외적인 환경을 고려하여 정책적인 새로운 아이디어와 개

념을 바탕으로 향후 실현방안을 중심으로 연구되어야 하는 특성을 가지는 

과제이다. 그러므로 자료 생산에 있어 많은 시간 소요와 더불어 일반적인 

해법의 산출방법으로는 그 목적 달성이 비교적 난해하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일단 자료가 생산되고 발표되어 여러 분야에서 그 개념과 아

이디어가 공감대를 형성할 때 자료 생산자나 제안자는 향후 과제  실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그 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특성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과제를 통해 생산된 한국측 제안서를 IAEA에 

제출하고 IAEA의 요청에 따라 여러 차례 IAEA 등 국제회의에서 발표한 사

실은 우리나라의 원자력 과학기술 특히 원자력 교육훈련분야의 세계적인 

인지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 될 수 있다. 또한 INU에 관

심 있는 개발도상국의 IAEA회원국들 특히 베트남, 이집트, 인도네시아 등

은 원자력 교육훈련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소중히 생각하고 협력요청

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IAEA 등 회원

국과의 교육훈련 관련 부분에서 대외적으로 기여한 실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과제 생산물로 IAEA에 제출한 국제원자력대학 설립 타당성연

구의 한국측 제안서는 IAEA가 원자력 지식보존 프로그램 수행과 연계하여 

수행하는 INU 타당성 연구사업 추진의 기본 자료로 활용되었다. IAEA는 

INU 개념 정립과 실현 방안에 대한 우리나라가 Initiator 역할을 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향후 우리가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을 인정하고 있다.

   둘째, IAEA와 협력하여 여러 차례 IAEA 등 국제회의에서 한국측 제안

서를 발표하여 회원국들과 INU 필요성 타당성에 대한 개념의 공감대 형성

으로 원자력 교육훈련 분야에 대한 우리나라 인지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

다. 

   셋째, 한국이 제안하고 발표한 내용들이 Asia 원자력 안전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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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 등 IAEA 사업에 교육훈련 기본 요소로 인용되고 있어 별 다른 추가 

노력 없이도 우리나라의 향후 사업 참여의 폭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 있

다.

   넷째, 원자력 교육훈련과 인력양성에 관한 선진국과의 협력, 개발도상

국과의 협력, FNCA 등 다자간 협력에 있어 INU에 대한 우리나라의 노력을 

인정, 향후 협력의 폭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다섯째, 정보 통신기술을 이용한 국제 교육훈련 네트워크 구축 협력, 

IAEA 방사선 및 폐기물 안전분야 지역훈련센터 유치 협력, IAEA 교육훈련

과정 Out Sourceing 참여, 원자력 기술과 NT, BT, IT, ET 등 새로이 부각

되는 기술들과 융합된 다학제적 커리큘럼 생산 등 국내 원자력 교육훈련 

능력 함양에 기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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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연구사업 결과의 활용계획

  본 연구 과제를 통하여 IAEA가 2001-2002 원자력 지식보존사업으로 추

진하는 국제원자력대학 타당성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측 제안서를 생

산하여 IAEA에 제출하 다. 또한 IAEA요청에 따라 여러 차례 IAEA 등 국

제회의에서 한국측 제안서를 발표하 다. IAEA와 회원국들이 INU 개념 정

립과 향후 실현 방안 설정에 대해 공감하고 우리나라가 IAEA 과제 

Initiator 역할을 한 것을 높이 평가하 다. 그러므로 본 과제의 수행은 

한국이 범세계적으로 우려하고 있는 원자력 지식보존과 인력계승에 대한 

문제점 해결의 국제협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음을 회원국 모두에게 

홍보하는 효과를 얻었다. 많은 회원국이 원자력 인력양성에 대한 국제적

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또한 INU가 국제적인 인력양성의 

매커니즘이 될 수 있다는 것에 공감하여 IAEA 회원국 내에서 우리나라의 

인지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 다. 특히 단기간에 IAEA와 회원국 모두가 공

통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원자력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정책적인 사

안에 대해 우리나라가 연구한 내용을 널리 알려, 향후 INU와 관련된 사업

수행에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기반을 확보하 다.

  IAEA는 2001-2002년도 원자력 지식보존 프로그램을 2003년도 이후에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금년 6월 IAEA에서는 원자력 

지식관리 고위관계자 회의를 개최하 으며 원자력 지식관리를 금년 9월 

IAEA 총회 과학포럼의 주제로 선정 계속 토론하기로 하 다, IAEA는 INU

에 대한 연구에 있어 현재로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정규예산 또는 

회원국의 특별 기여금을 기대하고 있다. INU 섭립을 구체적으로 실현함에 

있어 자체 공감대 형성, 재정확보 방안 마련, 회원국의 지원 등 여러 가

지 어려움과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동 과제 종

료 후 IAEA가 계속 정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원자력 지식보존사업과 연계되

는 INU 타당성 연구 후속 과제를 계속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효

과적으로 INU 사업을 IAEA가 지속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일부 재정지

원과 전문가 지원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동 과제 결과의 활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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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은 다음과 같다.

   첫째, INU 개념에서 제안한 ‘회원국 교육훈련 네트워크 구축’, ‘원자

력 고등 교육을 위한 커리큘럼 개선사업 촉진’ 부분이 IAEA가  원자력 지

식보존사업의 일환으로 우선 추진해야 할 항목으로 선정되었다. 이는 금

년 9월 IAEA 총회 과학포럼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므로 우리의 안이 

IAEA에서 계속 활용될 것이다.

   둘째, IAEA 원자력 지식관리회의에서 논의된 여러 가지 안건들 중 특

히 유럽원자력대학 네트워크 구축사업과 INU 연계 등 INU 개념과 관련되

어 제안된 안은 하나의 종합된 안으로 설정하여 IAEA가 계속 회원국들과 

협의 그 실현방안을 강구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INU 개념과 설립 방안의 부산물로 생산된 원자력 기술과 NT, 

BT,IT, ET 등과 융합된 커리큘럼을 향후 IAEA 원자력지식관리 관련 회의

의 우리 측 안으로 활용하고 국내 원자력 학연협동교육훈련 강화의 방안

으로 활용한다.

   넷째, 일본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FNCA 원자력 인적자원개발 

(HRD) 분과에서 회원국들간에 공동사업으로 추진하는 AINST 설립 타당성 

연구에 INU 개념을 적용하여 인도네시아 그리고 일본 등과 협력, AINST의 

타당성 연구가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INU 개념을 지원한다. 

   다섯째, 한국원자력연구소 INTEC의 국제 장기 교육프로그램 운 계획

과 RCA 지역사무국이 계획하고 있는 회원국 석사후 연수과정 제공, KAIST

와 연계 RCA 원자력 정책 및 원자력 양자공학 석사 교육과정 제공 등을 

INU 시범사업으로 연계 우리나라 원자력 교육기관이 아시아 지역의 지역 

INU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으로 활용한다.

   여섯째, IAEA 국제원자력대학 설립사업 수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

으로 예측되는 바, 단계별 접근을 위해 먼저 지역회원국의 기존 원자력 

연구 및 교육기관간에 Network 구축 과제를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다. 동 

Network 구축 과제는 회원국이 공동으로 인정할 수 있는 원자력 과학기술

에 관한 고등 교육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며, 아시아지역 내 구축을 우선적

으로 시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유럽 공동체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European Nuclear Engineering Network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러므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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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은 동 과제의 연장선상에서 IAEA INU 설립 이전단계인 ‘Asian Network 

of Higher Education and Training for Nuclear Technology' 과제 수행을 

IAEA에 촉구할 예정이며 동 과제 한국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음 단계

인 IAEA INU 설립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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