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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Ⅰ. 제목

2006-2007년도 IAEA 프로그램 기획에 관한 분석 및 한․IAEA간 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중요성

우리나라의 원자력 기술은 지난 30여년간 꾸준히 성장하여 원자력 에너지 

이용분야에서는 세계 6∼7위권에 진입하고, 개도국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으

로 성숙하 다. 이에 따라 IAEA와의 협력은 기술수원 측면이 아니라 개도국

에 대한 기술지원 측면으로 새롭게 변화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는 기술협력 측면에서의 IAEA 활용을 위한 새로운 방

향 및 전략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에 있다. IAEA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는 IAEA 프로그램 수립과정에 우리나라의 입장을 적극 반 하고, 이를 통하

여서 우리나라 원자력 이용개발의 선진화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Ⅲ.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IAEA의 기존 프로그램의 구조 및 현재 수행중인 2004/2005

년 프로그램의 주요 변화내용을 분석하 다. 또한 우리나라의 입장 수립을 

위한 사전 정보를 파악하기 위하여 2006/2007년도 프로그램의 주요 기획방

향을 분석하여 갱신된 프로그램 및 예산수립 절차를 파악하고, 2006/2007년

도 프로그램을 위한 주요 이슈 및 변경내용을 분석하 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발전, 원자력응용, 원자력안전, 원자력기

술협력 등의 분야에 걸쳐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우리나라

의 원자력활동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우리나라와 

IAEA간의 협력강화 방안을 강구하 다.



Ⅳ. 주요 연구결과 및 활용에 대한 건의

우리나라와 IAEA간의 협력강화를 위하여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고려할 수 

있는 분야는 우리나라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거나 또는 관련기술이나 하

부구조 등의 기반이 상당 수준에 도달한 분야로서, 향후 이 분야의 국제협력

시 주도적인 입장에서 참여할 수 있는 분야가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IAEA 프로그램의 주요 기획방향을 참고하여, 2006-2007년도에 우리나라와 

IAEA간의 협력강화를 위하여 아래 분야를 도출하 다.

- 원자력 수소제조 지원활동 강화 

- 원자력 해수담수화 지원활동 강화 

- 원자력지식관리 강화 

- 방사선식품조사의 부가효과의 응용연구 신설 

- Cyclotron을 이용한 암치료 주도 

- 전세계 원자력안전네트워크의 연결 

- 방사선원 GPS 관리의 세계화 

- 세계적 방재통신망 구축 운용 

- IAEA 기술협력 지역협력체간 교류강화

상기 제안내용은 향후 개최되는 IAEA 이사회나 자문회의 등에서 일관되게 

강조함으로서 차기 IAEA 프로그램에 우리나라의 입장이 적극 반 하는 소

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SUMMARY

Ⅰ. Project Title

Analysis on IAEA 2006-2007 Programme and Cooperation Directions 

between Korea and IAEA

Ⅱ.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During last 30 years, domestic nuclear industry has quite matured in 

terms of technology as well as gross volume. The relation with the IAEA 

is also changing, from a recipient to a donor. To establish more close 

relation with the IAEA, and to identify renewed role in global nuclear 

community, active participation in the IAEA's programming process is 

crucial.

Ⅲ. Contents and Scope of the Study

In this study, the structure of the IAEA programme and the major 

changes in 2004/2005 programme cycle are analyzed. Also renewed 

programming process and major issues in 2006/2007 programme and 

budget are analyzed. Based on the analyses, the detailed proposal to 

strengthen cooperation with IAEA is prepared in the fields of nuclear 

power, nuclear application, nuclear safety and nuclear cooperation.

Ⅳ. Results and Proposal for Applications

The following 9 themes are identified to strengthen the relation between 

Korea and the IAEA. 

- Nuclear Production of Hydrogen



- Sea Water Desalination

- Nuclear Knowledge Management

- Application of Food Irradiation

- Cancer Treatment using Cyclotron

- Global Nuclear Safety Network

- Management of Radiation Source by Global Positioning System (GPS)

- Global Network for Radiological Emergency Response

- Enhanced relationship between Regional Cooperation Frame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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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우리나라가 1957년 창설 회원국으로 IAEA에 가입한 이후 IAEA의 기술지원

은 초기 국내 원자력 기술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 다. 이후 우리나라의 원자

력 기술은 지난 30여년 동안 급속하게 발전되어 세계 6∼7위권 안에 들고 

있으며, 이제 개도국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성숙하 다. 이에 따라 

IAEA와의 협력은 기술수원 측면이 아니라 개도국에 대한 기술지원 측면으

로 새롭게 변화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는 기술협력 측면에서의 IAEA 활용을 위

한 새로운 방향 및 전략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에 있다. IAEA를 최대한 활용

하기 위해서는 IAEA 프로그램에 우리나라의 입장이 효과적으로 반 된 사

업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IAEA는 현재 2년 주기로 프로그램을 기

획하고 있는데, 다음 주기인 2006-2007년 프로그램 초안을 회원국의 의견을 

수렴하여 2004년말까지 완성할 계획으로 있다. 이 초안은 2005년 3월 이사

회, 프로그램 및 예산위원회, 6월 이사회에서의 논의를 거쳐 정기총회에서 

최종 확정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입장이 반 된 사업들이 2006-2007년 프로그램에 포함되도록 하

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획안을 IAEA 프로그램 초안이 작성되기 이전에 사무

국에 제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적으로 종합적이고 체

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IAEA의 현재 활동에 대한 자료 확보 

및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며, 국가적으로 IAEA에 대한 목표 설정이 필요하

다. 또한 IAEA가 어떠한 활동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원자력 정책 목표를 

실현하는데 유리할 지를 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의 강점분야를 도출하고 이를 IAEA 주요 프로그램에 연계시킴으로써 구체

적인 기획안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존 프로그램의 구조 및 현재 수행중인 

2004/2005년 프로그램의 주요 변화내용을 우선 분석하 다. 다음으로는 

2006/2007년도 프로그램의 주요 기획방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가장 최근의 

프로그램 및 예산수립 절차를 파악하고, IAEA 사무국에서 준비한 2006/2007

년도 프로그램을 위한 주요 이슈 및 변경내용을 분석함으로서, 우리나라의 

입장 수립을 위한 사전 정보로 활용하 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발전, 원자력응용, 원자력안전, 원자력기

술협력 등의 분야에 걸쳐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우리나라

의 원자력활동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우리나라의 제



안 방향을 정립하게 되었다. 동 제안 방향을 구체화한 우리나라의 제안내용

은 IAEA의 2006/2007년 프로그램 수립시 참고할 수 있도록 IAEA 사무국에 

전달되었으며, 향후 IAEA 이사회나 관련 고위자문 회의 등에서 활용함으로

서 국제 원자력사회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과 역할을  보다 강화할 수 있

을 것이다.



제2장 2004/2005 프로그램의 주요내용

제1절 2004/2005 프로그램의 구조

IAEA는 자신의 활동을 위한 계획을 2년 주기로 갱신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

계획은 통상 Programme and Budget Committee (PBC)를 통하여 심의, 수정

되며 최종적으로 정기총회를 통하여 회원국들의 동의를 구하여 확정된다. 

IAEA의 활동계획은 통상 Programme별로 분류되며, 최상위의 활동계획은 7

가지의 Major Programme으로 구성된다. Major Programme들은 순차적으로 

나누어져 Programme, Subprogramme, Project 및 Activiity의 수준으로 세분

화된다. 구체적으로는 Major Programme은 MP1 (Major Programme 1)에서 

MP7 (Major Programme 7)으로 분류가 이루어지며, 각 MP별 구체적인 제목

은 표 2-1과 같다.

표 2-1 IAEA Major Programme의 구성

분류 제목

MP1 Nuclear Power, Fuel Cycle and Nuclear Science

MP2
Nuclear Techniques for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MP3 Nuclear Safety and Security

MP4 Nuclear Verification

MP5 Information Support Services

MP6 Management of Technical Cooperation for Development

MP7 Policy and General Management

Major Programme들은 다시 Programme A에서 Programme W로 세분된다. 

또한 각각의 Programme들은 Sub Programme A.1에서 Sub Programme W.3

로 세분화된다. Major Programme에서 Sub Programme까지의 구체적 구성

을 보면 표 2-2와 같다. 



표 2-2 IAEA의 Programme 구성

MP Sub Programme

MP1

A. Nuclear Power

A.1
Nuclear Power Plant Operating Performance and Life Cycle 

Management

A.2
Improving Quality Assurance, Technical Infrastructure and 

Human Performance

A.3
Co-ordination of International Collaboration for the 

Development of Innovative Nuclear Technologies

A.4
Technology Developments and Applications for Advanced 

Reactors

B. Nuclear Fuel Cycle and Material Technologies

B.1 Uranium Production Cycle and Environment

B.2 Nuclear Fuel Performance and Technology

B.3 Management of Spent Fuel from Power Reactors

B.4 Topical Nuclear Fuel Cycle Issues and Information Systems

C. Capacity Building and Nuclear Knowledge Maintenance

C.1 Energy Modelling, Databanks and Capacity Building

C.2 Energy Economics Environment (3E) Analysis

C.3 Nuclear Knowledge Management

D. Nuclear Science

D.1 Atomic and Nuclear Data

D.2 Research Reactors

D.3 Utilization of Accelerators and Instrumentation

D.4 Nuclear Fusion Research

D.5 Support to ICTP



MP Sub Programme

MP2

E. Food and Agriculture

E.1 Sustainable Intensification of Crop Production Systems

E.2 Sustainable Intensification of Livestock Production Systems

E.3
Risk Analysis Methodologies and Capacity Building for 

Compliance with Food Safety Standards

F. Human Health

F.1 Nuclear Medicine

F.2 Applied Radiation Biology and Radiotherapy

F.3 Dosimetry and Medical Radiation Physics

F.4 Nutrition and Effects of Contaminants on Human Health

G. Water Resources

G.1
Isotope Methodologies for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Surface Water, Groundwater and Geothermal Resources

G.2
Reference Isotope Data and Analysis for Hydrologic 

Applications

H. Protection of the Marine and Terrestrial Environment

H.1
Measurement and Assessment of Radionuclides in the Marine 

Environment

H.2 Radioecological Approaches to Coastal Contaminant Problems

H.3 Monitoring and Study of Non-Radioactive Marine Pollution

H.4
Measurement and Assessment of Radionuclides and 

Nonradioactive Pollutants in the Terrestrial Environment

I. Physical and Chemical Applications

I.1 Radiochemical Applications

I.2 Industrial Applications and Nuclear Techniques for Demining



MP Sub Programme

MP3

J. Safety of Nuclear Installations
J.1 National Regulatory Infrastructure for Nuclear Installation Safety

J.2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s and Global Infrastructure for 

Nuclear Installation Safety

J.3 Use of Advanced Tools for Safety Assessment

J.4 Engineering Safety of Innovative and Evolutionary Reactors

J.5 Engineering Safety of Existing Nuclear Installations and Site Evaluation

J.6 Operational Safety

J.7 Research Reactor Safety

J.8 Safety of Fuel Cycle Installations

K. Radiation and Transport Safety

K.1
National and Global Infrastructure Enhancement for Radiation and 

Transport Safety

K.2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s for Radiation and Transport 

Safety

K.3 Application of Safety Standards to the Agency's own Operations

K.4 Occupational Radiation Protection

K.5 Radiological Protection of Patients

K.6 Control of Radiation Sources

K.7 Safety of the Transport of Radioactive Material

K.8 Preparedness for and Response to Nuclear or Radiological Emergencies

L. Management of Radioactive Waste

L.1
National and Global Infrastructure Enhancement for Radioactive Waste 

Safety

L.2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s on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L.3 Safety Policies and Approaches for Disposable Radioactive Waste Safety

L.4 Technologies for Disposable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L.5 Safe Discharge of Radioactive Substances to the Environment

L.6
Safe Management of Radioactive Residues: Decommissioning Facilities 

and Restoring Environments

L.7
Technologies for the Decommissioning of Installations and Restoration 

of Sites

L.8 Management of Disused Sealed Radioactive Sources

M. Nuclear Security
M.1 Nuclear Security Information Management and Coordination

M.2 Physical Protection

M.3
Detection of and Response to Malicious Activities involving Nuclear and 

other Radioactive Materials

MP4

N. Safeguards
N.1 Operations

N.2 Development and Support

O. Verification in Iraq pursuant to UNSC Resolutions



MP Sub Programme

MP5

P. Public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P.1 Public Communications
P.2 Media Relations and Outreach
P.3 Multimedia Production and Support
Q.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Q.1 ICT Direction and Co-ordination
Q.2 ICT Infrastructure
Q.3 ICT Customer Services and Applications
R. Library and Information Support
S. Conference, Translation and Publishing Services
S.1 Direction and Coordination
S.2 Conference Services
S.3 Translation and Language Services
S.4 Publishing Services
S.5 Printing Services

MP6
T. Management of Technical Cooperation for Development
T.1 Programme Planning and Co-ordination
T.2 Programme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MP7

U. Executive Management, Policy-Making and Co-ordination
U.1 Executive Management
U.2 General Management and Programme Co-ordination

U.3 Services for Policy-making Organs

U.4 Legal Activities

V. Administration and General Services
V.1 Financial Management
V.2 Personnel Management
V.3 General Services
W. Oversight Service and Performance Assessment
W.1 Internal Audit and Investigation
W.2 Programme Evaluation

W.3
Programme Implementation Monitoring and Performance 

Assessment



제2절 2004/2005 프로그램의 주요 변화내용

1. Major Programme 1

Major Programme 1 (MP1)은 원자력발전, 핵연료주기 및 원자력과학과 관련

된 활동을 다루고 있다. MP1의 최우선 목표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일환으로 

원자력 에너지의 도입과 진흥에 관심을 가진 회원국을 지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004-2005년 주기의 MP1은 지난 주기와 비교하여 부분적인 구조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원자력발전을 다루는 Programme A의 구조중 

엔지니어링 및 경 지원을 위한 하부프로그램 (subprogramme)이 더욱 세분

화되어 원자력발전의 운전 성능 및 수명관리에 대한 분야와 품질보증, 하부

구조 (infrastructure) 및 인적 개선분야의 2가지로 나누어 졌다 1). 또한 혁신

원자력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하부프로그램이 신설되었다. 핵연료주기를 

다루는 Programme B에서는 서로 다른 핵연료주기 방식으로부터 발생하는 

핵연료 물질의 관리에 관한 프로젝트가 신설되었으며, 기존의 관행과는 다른 

혁신적인 핵연료주기에서 기인하는 핵물질의 평가와 관리에 대한 활동을 수

행한다. 구체적으로는 러시아연방의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한 전문가그룹의 

지원, 회원국의 핵연료주기물질 재고 추적을 지원하기 위한 등록방법 개발,  

핵연료주기물질의 관리 비용에 관한 보고서 발간 등으로 구성된다. 능력배양 

및 지식보존을 위한 Programme C는 4개의 하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

다.

표 2-3 MP1의 종료 및 신규 주요활동

종료활동 신규활동

∙동구권국가의 원자력 인프라 강화

를 위한 지침개발

∙원자로와 담수화계통의 결합 최적

화 방안

∙중수로용 사용자 설계요건 개발

∙연구로 S/F의 공급국 (미국)으로의 

반환

∙혁신 원자력기술 관련 연구 및 사

례연구 (특별기여금에서 정규예산

으로 편성)

∙발전소 수명연장 비용 D/B 구축

∙플라즈마-물질 반응규명을 위한 핵

자료 연구 지원

∙원자력지식경 을 위한 비전, 정책

과 전략 개발

1) GC(47)3, The Agency's Programme and Budget for 2004/2005, August 2003, IAEA



이중 신설된 분야는 교육, 훈련 및 직원개발을 포함하는 지식관리 분야와 

INIS (International Nuclear Information System) 분야이다. 원자력과학을 다

루는 Programme D에서는 국제핵융합연구협의회 (International Fusion 

Research Council)의 권고에 따라 핵융합연구 프로그램을 신설하 다. MP1 

분야의 주요 변경내용은 표 2-3과 같다.

2. Major Programme 2 : 개발 및 환경보전을 위한 원자력기술

MP2의 활동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세계정상회의 (WSSD)에서 언급된 5개 

분야중 3가지에 해당하는, 즉 수자원, 건강, 농업분야를 다루고 있다 2). MP2

는 회원국중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원자력을 사용하지 않고 있

는 대다수의 개도국과 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MP2중에서 식량 및 농업

을 다루는 프로그램 E는 식량, 가축 및 식품안전성이라는 3개 분야로 정리되

었다. 또한 수자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함에 따라, 수자원을 다루는 

프로그램 G는 활동이 더욱 강화되었다. 해양 및 육지 환경을 다루는 프로그

램 H는 특히, 육상에서의 방사능 또는 비방사능 오염물질의 거동, 오염평가 

및 가능한 대응방안에 집중하여 프로그램이 편성되었다. MP2 분야의 주요 

변화내용은 표 2-4와 같다.

표 2-4 MP2의 종료 및 신규 주요활동

종료활동 신규활동

∙가축 증산을 위한 방사선-효소 복

합 면역 연구

∙지중해과일파리 연구 (부분적 종

료)

∙건강관련 환경연구를 위한 대기오

염 감시

∙심해의 방사능 연구

∙방사선치료법의 경제성 모형화 및 

수익비용분석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SIT (해충불

임기술) 개발

∙방사선에 의한 인체 세포 및 조직 

반응

∙우수한 양특성을 가진 식품 생식

세포질의 선별 연구

∙수자원관리를 위한 헬륨 동위원소 

분석시설 개발

∙치료용 동위원소 발생장치기술 연구

∙시험 및 공정제어를 위한 방사선 촬

기술 개발

2) 2002년 8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개최된 WSSD에서는 5개 분야, 즉 수자원 및 위생, 에너지, 

건강, 농업 및 생물종다양성, 소위 WEHAB (water, energy, health, agriculture and 

biodiversity)에 대하여 논의가 진행되었다.



3. Major Programme 3 : 원자력 안전 및 보안

MP3의 가장 큰 변화는 과거에는 MP4에 포함되어 있던 보안 (security) 관련 

활동을 MP3로 이전한 것이다. 따라서 MP3는 원자력시설안전, 방사선 및 수

송 안전, 방사성폐기물 관리, 원자력 보안이라는 4가지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보안분야를 MP3로 옮긴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되고 있다. 첫째 검증 

(verification)분야는 IAEA의 3대 근간의 하나인 바, 이를 MP4에서 단독으로 

더욱 예리하게 취급할 수 있게되었다. 둘째 안전성과 보안 기능간의 시너지

를 활용함로써, 프로그램의 일관성을 강화하게 되었다. 즉 방사성물질의 분

실, 절도 및 인가받지 않은 취급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 지침 및 조치들은 

보안 및 안전성 양자의 측면에서 모두 중요하다 할 것이다. MP3분야의 주요 

변화내용은 표 2-5와 같다.

표 2-5 MP3의 종료 및 신규 주요활동

종료활동 신규활동

∙운전 및 공학 안전 분야의 안전기

준 개정

∙안전성 성능지표 개발

∙동남아, 태평양 및 극동지역의 원

자력시설 안전성 향상

∙방사성폐기물의 예비처리 관련 안

전 기준문서 작성

∙종합적 안전성 평가의 실행

∙혁신 및 개량원자로 설계를 위한 

안전인증시스템 조사

∙지역별 원자력 안전 네트워크 지

원

∙방사성물질의 해상 수송 위험 평

가

∙해체 관련 고도의 안전 기준 개발

∙원자력시설의 취약점 관련 안전 

및 보안평가

∙테러에 대비한 방사성폐기물의 보

안강화

4. Major Programme 4 : 원자력활동의 검증

보안 (security) 활동을 MP3로 이관함에 따라, MP4는 IAEA의 핵심 활동인 

안전조치 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회원국이 체결한 안전조치 협



정의 유형에 따라 구별하면 다음과 같다. 즉 전면안전조치를 체결한 국가에 

대해서는 전용된 핵물질이 없으며, 국가내에 신고되지 않은 핵물질 및 관련 

활동이 없음을 신뢰할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확립하고 운 하는 것에 중점

을 두게되며, 부분안전조치 체결국가에 대해서는 INFCIRC/66 방식에 따른 

핵물질, 서비스, 장비 및 시설이 전용되거나 오용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것

이 중요하며, 핵무기 보유국에 대해서는 안전조치 적용대상 핵물질의 전용여

부를 확인하는 업무에 집중하게 된다. MP4에서는 특히 전면안전조치와 추가

의정서가 모두 발효되는 국가의 통합안전조치의 이행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

이게 된다. 향후의 추이를 보면 본부의 사찰활동의 증가, 특히 공개정보를 

포함한 정보의 평가, 분석을 위한 업무량 증대가 예상된다.

향후 IAEA의 사찰업무량을 증가시키게 될 여러 가지 요인을 보면 다음과 

같다. 사용후 핵연료의 중간저장시설 건설 추이를 감안하면, 그것이 발전소 

부지내에 위치하던, 발전소 외부에 위치하던, 이러한 저장시설에 사용후 핵

연료를 운반하는 것을 검증하기 위한 추가 자원을 필요로 할 것이다. 또한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의 해체와 관련하여, 사용후 핵연료의 처분 및 건식저

장 시설로의 운반을 위하여 상당한 사찰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

본원연 (JNFL)의 재처리 공장이 2005년 상업 운전을 개시하게 되면 사찰업

무량은 다시 증가하게 된다. 북한의 초기 보고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또한 상

당한 분향의 사찰업무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안전조치협정 및 추가의정서 

체결은 MP4의 핵심활동의 하나로 추진될 것이며, IAEA는  회원국과 협력하

여 이들 협약의 체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아울러 이와 관련된 기술 및 

정책적 사안들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내 세미나 또는 워크숍 개최 등

을 후원할 것이다.

5. Major Programme 5 : 정보지원 서비스

MP5는 정보관리 및 외부와의 교류확대에 있어, 내부적으로는 IAEA 사무국

을 대상으로 또한 외부적으로는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정보 제공이, 보다 효

율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고객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반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이나 텔레비전과 

같은 보다 효과적인 정보통신 수단이 사용될 것이다. 특히 IAEA의 활동 결

과 회원국의 사회경제발전에 기여한 원자력기술들, 즉 식품생산, 인류건강 

및 수자원 관리 등과 같은 분야의 성과를 널리 전파하게 될 것이다.



과거에 정보 및 통신 서비스로 지칭하던 업무는 정보통신기술 (ICT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로 흡수되었으며, 정보통신을 

위한 하부기반의 유지업무도 ICT 프로그램하에 수행되게 되었다. ICT는 회

원국 및 직원훈련, 온라인 교육, 원격 훈련, 기록의 유지 및 지식의 공유 및 

보급을 위하여 광범위하게 사용될 것이다. 또한 오디오/비디오 회의를 통하

여 비용절감을 도모할 것이다. 아울러 회원국의 요구에 보다 신속히 대응하

기 위하여 요청 즉시 인쇄방식 (on-demand printing), 더 빠른 배송방식, 보

다 화려한 색상 방식과 같은 혁신적인 기술을 도입하여 사용할 것이다.

6. Major Programme 6 : 기술협력사업의 관리

MP6은 회원국의 정부당국과 협력하여, 이들의 개발 필요를 정의하고, 구체

적이며 지속가능한 이익을 산출하기 위하여 회원국에 적용 가능한 원자력 

과학 기술 분야를 파악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회원국 정부의 기술협력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 국가적 지원에 대한 공약과 국가개발계획과의 연동 

여부는 회원국의 기술협력 사업의 선정 및 우선순위 배정에 가장 주요한 판

단 기준이 될 것이다. IAEA는 자신을 회원국의 개발에 필요한 원자력기술을 

비용 효과적으로 전수할 수 있는 동반자로 인식시키고자 한다. 또한 IAEA는 

다른 개발지원기구와 공통의 이해를 가진 분야에 대한 공동 계획 및 우선순

위 설정을 통하여 이들 개발기구와의 제휴를 강화함으로서, 기술협력 사업의 

이행을 위한 재정을 증대시키고자 한다.

아울러 지역내 협력을 보다 잘 활용하여 개도국간 기술협력 (TCDC : 

Technical Cooperation among Developing Countries) 활동을 강화하고, 특정

주제별 개발 계획 (thematic plan)과 국가별 프로그램 기본안 (CPF : 

Country Programme Frameworks)에 대한 소유 의식을 강화하여 기술협력 

프로그램의 수준을 보다 향상시키고자 한다.

7. Major Programme 7 : 정책 및 일반 관리

2004-2005년 프로그램 주기에서도 여전히, 결과에 기초한 관리 (Result based 

management)는 IAEA 프로그램 관리의 기본원칙으로서 적용된다. 2002-2003

년 프로그램 수립시 개편된 조직구조는 IAEA내에 일관된 문화 (one-house 



culture)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계속 보강되었다. 특히 IAEA 사무국은 여러 

프로그램에 공통된 분야 (cross-cutting area)의 조정을 위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또한 지난 2년간의 성과평가보고서 작성하여 차기 프로그램의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이 보고서를 2006-2011 IAEA 중기전략보고서 작성에 

활용하고자 한다. 아울러 IAEA는 인적 자원관리 개선 및 훈련을 통한 직원

의 관리능력 함양시킴으로서 IAEA의 운  효율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8. 2004-2005년도 예산 규모

표 2-6에 표시한 바와 같이 2004-2005년도의 IAEA의 활동을 위한 정규 예산 

소요액은 598,674,000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며, 이중 89.5%는 정규예산

으로 확보되어 있으며, 7.6%는 회원국의 특별기여금 (extrabudgetary 

resources)에 의하여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3), 나머지 

2.9%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림 2-1 참조).

표 2-6 2004-2005년도 IAEA 정규프로그램 예산 소요액

2004 2005
합계

(US Dollar)

정규예산 265,697,000 270,062,000 535,759,000

특별기여금에 의한

재원확보 가능 활동 
23,360,000 22,372,000 45,732,000

현재 예산확보 방안이

없는 활동
8,478,000 8,705,000 17,183,000

합계 297,535,000 301,139,000 598,674,000

3) IAEA의 활동중 정규프로그램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활동을 

CAURB (Core Activities Unfunded by Regular Budget)으로 분류한다



그림 2-1 2004-2005년도 IAEA 정규프로그램 예산 소요액

실제로 IAEA가 조달할 수 있는 재원은 정규 예산과 특별기여금 이외에, 기

술협력재원 및 원자력안전기금 (Nuclear security fund)이라는 총 4가지 주요 

재원에 의하여 확보 가능하다. 이들 재원을 집계하면 표 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4-2005년 주기에 IAEA가 사용할 수 있는 총재원은 776,926,000달러

로 추산된다. 이를 분야별로 보면 정규예산이 61.3%로 가장 크며, 다음이 기

술협력프로그램 20.8%, 정규예산중 기술협력 지원분이 7.6%, 특별기여금에 

의한 활동 (CAURB)이 5.9%, 다른 UN기구로 부터의 지원 3.9%, 원자력안전

기금 0.5%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2-2 참조)



표 2-7 2004-2005년도 IAEA 총 가용 재원

2004 2005
합계

(US Dollar)

정규예산

(기술협력자금 제외)
236,044,000 240,446,000 476,490,000

정규예산 중

기술협력 지원액
29,653,000 29,616,000 59,269,000

정규예산 소계 265,697,000 270,062,000 535,759,000

정규예산이 아닌 특별

기여금으로 지원되는 활동 
23,360,000 22,372,000 45,732,000

다른 UN기구로부터의

지원
15,098,000 15,098,000 30,196,000

원자력 안전기금 1,901,000 1,901,000 3,802,000

기술협력프로그램 78,731,000 82,706,000 161,437,000

합계 384,787,000 392,139,000 776,926,000

그림 2-2 2004-2005년도 IAEA 총 가용 재원



제3장 2006/2007 프로그램의 주요 기획방향

제1절 프로그램 및 예산 수립 절차

현행 IAEA의 프로그램은 2004-2005년을 다루고 있으며, 차기 프로그램에 해

당하는2006-2007년 주기의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은 해당 주기가 시작하기 2

년전인 2004년부터 착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IAEA는 2004년 5월 IAEA 프

로그램 및 예산에 관한 주요이슈  및  변경방향에 대한 문서를 회원국에게 

배부하 고, 2006-2007년도 프로그램의  초안을  2004년 11월에 회원국에게 

배포하게 된다 4). 배포된 초안에 대한 회원국  및  실무작업반의 검토는 

2005년 5월까지 진행되며, 이후 사무국이 이를 정리하여 2005년 8월에는 프

로그램을 확정하고, 익월에 개최되는 정기총회에 상정하여 확정지을 예정으

로 있다 (그림 3-1 참조).

그림 3-1 IAEA의 2006-2007 프로그램 수립 과정

4) Note by the Secretariat on Adjustment to the Programme and Budget Preparation Process 

(2004/Note 1) dated 16 January 2004



제2절 프로그램의 주요 구조 및 프로그램 기획을 위한 주요변수

1. IAEA의 중기전략

IAEA는 기구의 활동에 대한 명확한 기반을 확립하기 위하여 2001년에서 

2005년을 대상 기간으로 중기전략 (Medium Term Strategy)을 설정한 바 있

다 5). 동 중기전략의 목표는 IAEA의 활동에 대한 명확한 기반을 제공하는 3

개의 본질적 목표그룹과 이들 목표들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2개의 기능적 목표그룹으로 이루어져 있다.

- 목표 A : 회원국의 관심과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원자력기술의 기여도 

강화

- 목표 B : 포괄적이고 효율적인 세계적 원자력 안전문화

- 목표 C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

- 목표 D : IAEA활동에 간여하는 참여자와 일반대중간의 효율적인 상호교류

- 목표 E : 탁월한 관리업무

기존 중기전략의 각 목표별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표 3-1과 같다 6).

2. 차기 프로그램의 주요 구조 및 기획인자

차기 2년 (2006-2007년)간을 위한 IAEA 프로그램의 목표와 주요 활동계획 

및 우선순위는 기존의 중기전략계획에 의거하여 수립되었다. 기존의 중기전

략은 2001-2005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2006-2011년을 대상으로 하는 차기 

중기전략은 현재 수립중이며, 2005년 3월 이사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IAEA는 기존의 중기전략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립되었으므로 차기 중기전

략 수립 기간 중에도 타당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특히 차기 2년의 모든 

활동도 IAEA의 근간을 이루는 3가지 축 (three pillars), 즉 기술 

(technology), 안전성과 보안 (safety and security), 검증 (verification)이라는 

범주에서 취급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5) GOV/1999/37, Draft Medium-Term Strategy, 1999. 5.14, IAEA

6) 이한명 외, 국제원자력기구의 중기전략분석, 1999 추계원자력학회, 한국원자력학회 (1999)



표 3-1 국제원자력기구의 중기전략 (2001-2005)

목표 내용

목표 A

∙회원국의 필요와 개발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원자력기술을 파악하고 평가

∙원자력기술의 기존 응용을 더욱 효율적인 방식으로 달성

∙원자력기술의 새로운 응용방법 개발을 지원하고 촉진

목표 B

∙세계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장치와 기타 공식적으로 

확약할 수 있는  방법을 강화하고 진흥

∙원자력시설, 방사선, 수송 및 폐기물 안전의 모든 역에 대

한 기준의 개발과 개정

∙회원국이 안전기준을 더욱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지

원

∙안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기술적 해결방안을 진작

목표 C

∙회원국의 핵비확산에 대한 보증 충족을 위하여 국제사회의 

확신 제고

∙국제 사회의 핵무기 통제와 감축 노력 지원

∙핵물질보안 개선

목표 D

∙기존의 참여자와의 시너지 최적화 및 새로운 참여자와의 협

력방안 개발

∙원자력분야의 지식 및 사례 공유를 위한 회원국과의 공동노

력 강화

∙대중매체, 시민단체 및 여론주도인물을 통해 일반대중과 더

욱 많이 접촉

목표 E

∙IAEA 활동을 더욱 결과 지향적으로 관리

∙인사 및 재무관리에 있어 최적화된 효율화와 투명성을 보임

∙프로그램 수행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보기

술을 더욱 많이 활용

한편 IAEA 사무총장을 자문하기 위한 SAGNE (Standing Advisory Group 

on Nuclear Energy)는 2006-20011년 기간중의 IAEA 중기전략 수립과 관련

하여 부분적으로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이러한 시각은 향후 확정될 MP1 

(Major Programme 1 : Nuclear Power, Fuel Cycle and Nuclear Science) 분



야의 중기전략에 반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 MP1분야의 차기 중기전략 방향 7)

1) 현재의 원자력 이용 개발 상황

◦능력배양 및 원자력기술 측면

- 에너지수요의 지속적 증가와 이에 따른 신규 원전의 필요성 증가 예상

- 시장자유화에 따라 원자력의 이점 증명에 대한 압박 증가

◦원자력발전, 핵연료주기 측면

- 원자력발전소, 연구로, 관련 infra 및 인력의 노후화가 계속됨

- 기존원자로의 개량과 병행하여, 원자로 혁신에 대한 요구도 꾸준히 발생

◦핵연료주기 및 폐기물관리 측면

- 사용후 핵연료가 누적되면서 사용후 핵연료와 고준위 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압박 증가

◦원자력과학 측면

-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수단을 완전히 이용하게 하자는 요구가 지속됨

- 원자력기술의 보급은 핵확산 우려도 고려하여야 함

◦능력축적 및 지식관리 측면

- 원자력 과학정보 및 지식의 추적, 보존 및 효율적 이용에 대한 요구 지속

- INIS를 기본적인 지식자원으로 활용

2) 원자력의 새로운 진전과 도전

◦능력축적 및 원자력기술 측면

- 해수담수화, 수소생산 및 열이용 등 예상

◦폐기물관리 및 핵연료주기 측면

- 다국적 처분시설 운 을 위한 협의 착수 기대

7) 본 내용은 2004년 3월 개최된 SAGNE 7차 회의를 위하여, IAEA 사무국이 SAGNE 위원들에

게  참고용으로 배부한 자료에서 발췌하 다. 동 자료는 내부문서이므로 공식 문서번호는 없

으나 SAGNE7, Contribution to MTS, ""Medium Term Strategy 2006-2011: Nuclear Energy 

(Science and Technology), 16 February 2004"라는 표제를 달고 있다



◦원자력과학 측면

- 정보기술의 전혀 새로운 진전에 따른 원자력정보관리 기술의 대응 필요

◦중기적으로 결정이 필요한 7가지 사안

- 국가적으로 원자력을 확대할 것인가 또는 축소할 것인가

- 원전 수명을 연장할 것인가 또는 인가된 대로 가동정지 할 것인가

- 핵연료주기를 순환주기로 할 것인가 비순환주기로 할 것인가

- 혁신시스템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국가별, 지역간 추진방안)

- 핵확산우려와 원자력지식의 보급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 핵연료주기의 다국적 측면을 다룰것인가, 이 경우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 최종처분장이나 장기저장시설을 위해 어떤 시설을 건설할 것인가

나. 2006/2007년도 MP1 운 방향 8)

◦회원국이 기대하는 IAEA의 주요 역할

- 원자력 및 핵연료주기 프로그램 향상을 위한 회원국의 요구에 부응

- 혁신의 촉진자 역할과 회원국이 당면한 원자력과학분야의 문제점 해결 

지원

- 원자력지식의 관리 및 보완

◦Programme A

- 원자력발전소의 우수한 운 과 수명연장 및 폐로에 관한 활동을 지원 

(시설 및 인력의 노령화 감안)

- 혁신원자력기술의 개발을 지원 (INPRO 지원)

- 개량형원자로 개발을 위한 R&D 지원

- 중소형로원자로 설계 지원

- 비전력분야 응용을 추진 (열이용, 수소제조 및 해수담수화)

- 회원국의 지식보전 활동 지원

◦Programme B

8) 본 내용은 2004년 3월 개최된 SAGNE 7차 회의를 위하여, IAEA 사무국이 SAGNE 위원들에

게 참고용으로 배부한 자료에서 발췌하 다. 동 자료는 내부문서이므로 공식 문서번호는 없으

나 SAGNE7, Rolling Text on MP1 Strategy for 2006/2007, "STRATEGIC ISSUES AND 

CHANGES FOR MAJOR PROGRAMME 1: Nuclear Power, Fuel Cycle and Nuclear 

Science"라는 표제를 달고 있다



- 우라늄 공급량 평가에 대한 최신 정보 유지

- 사용후핵연료 누적량 증가에 대처한 대응방안 모색을 지원 (저장시설 확

충 및 수명연장 등)

- 핵비확산성 핵연료주기기술 강화

- 전세계적 핵연료주기에 대한 포괄적 모형구축 및 공감대 형성

◦Programme C

- 회원국의 원자력발전 기획 능력 배양 및 평가모형의 개량

- 지속가능 발전에 부응하는 원자력의 역할에 대한 인식제고 활동

- 취약분야의 원자력 지식보전을 위한 활동 수행

◦Programme D

- 핵자료 제공 (혁신핵연료주기, 플라즈마물리, 동위원소생산 등에 응용)

- 핵융합 자료 갱신 및 ITER 지원

- 연구용원자로의 고농축우라늄 이용 축소를 통한 핵확산위협 경감 

(RERTR)

- 기초연구를 위한 중성자 빔, 가속기, 싱크로트론 등의 이용 지원

제3절 프로그램별 이슈 및 변경방향

기존 중기전략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IAEA는 원자력분야 국제협력의 구심

점으로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회원국의 염원에 부응하기 위하여 

원자력 기술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핵물질이나 

원자력시설이 오직 평화적 목적으로만 이용된다는 것을 공고히 하고자 한다. 

IAEA 사무국은 2003년 정기총회에서 승인된 일괄 제안 (Package Proposal)

에 근거하여 차기 프로그램에 대한 초안을 작성하 다.

IAEA의 기존 프로그램은 4개의 독자적인 프로그램과 3개의 기능적인 프로

그램으로 이루어져 있다 9). 이러한 구조는 차기 프로그램 과정에서도 유지될 

것이나, 도서실 및 정보지원 (Library and Information Support)은 Major 

Programme 5 (MP5)에서 Major Programme 1 (MP1)으로 이전되었다. 이에 

대한 이유는 INIS (International Nuclear Information System)와 도서실의 

9) GOV/2004/23, Strategic Issues and Changes for the 2006-2007 Programme and Budget, 

IAEA, 2004



시너지를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 이미 INIS 활동이 MP1으로 이전되어 있음

에 따라, Library 관련 활동도 MP1으로 이전한 것이다. 차기 프로그램의 기

획에서는 특히 여러 분야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활동 (cross-cutting area), 예

로 지식관리, 품질보증 및 환경 분야에 대하여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

다. 차기 프로그램은 Package Proposal에 대한 회원국의 검토의견 2가지를 

반 하고 있다. 하나는 안전조치 작업방법의 비용탄력성과 효과성에 관한 것

이며, 다른 하나는 기술협력사업 관리를 위한 추가적인 자원에 관한 것이다.

1. 주요 프로그램 1 : 원자력발전, 핵연료주기 및 원자력과학

주요 프로그램 1 (MP1)은 원자력발전, 핵연료주기 및 원자력 과학에 관한 

핵심 과학기술을 회원국에게 제공하기 위한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발

도상국의 필요를 특별히 중시하고 있다. MP1은 3가지의 주요 주제로 구성되

어 있는 바, 이는 관심을 표명하는 회원국의 원자력발전 및 핵연료주기 프로

그램의 향상, 혁신 촉진,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을 위한 회원국의 능력 배

양 및 원자력 지식 보존 지원으로 이루어진다.

가. 주요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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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자력발전소, 핵연료주기 시설 및 연구용 원자로의 운 과 관련된 좋은 

사례 (good practice) 지원

․이러한 이슈로는 수명주기관리, 폐로, 에너지시장 자유화, 지식보전, 노령

화, 안전성, 사용후핵연료관리, 방사성폐기물관리 등이 취급하며 연구로의 경

우에는 공동사용 및 지역 협력을 포함한다.

- 동력로와 비전력 응용, 핵연료주기 모든 활동 및 중소형로 설계를 위한 개

량 및 혁신 기술의 개발 지원

- 핵연료주기 전체에 걸친 핵확산저항 기술을 강화하며, 점증하는 핵확산 및 

보안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기 위하여 연구로에서 고농축 우라늄의 사용을 

줄임

-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원자력발전 및 핵연료주기에 관한 포괄적인 분석

모형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이해를 회원국과 공유

․이러한 분석에는 중가하는 에너지 수요, 혁신과 관련된 전망, 점증하는 핵

확산 우려 및 고준위 처분장에 대한 서로 다른 진척상황 등을 포괄



- 원자력과학 및 지식의 향상과 이에 관심이 있는 회원국을 지원하기 위한 

지식보전 및 지식관리를 위한 지침 개발

- 지식 보전 및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IAEA내부의 원자력 정보자원의 시

너지 극대화와 원자력 분야 도서관 및 정보 자원 시스템과의 파트너십을 창

출

- 우라늄 및 기타 원료물질의 수요와 공급을 최신 정보로 갱신

- 고연소도 핵연료의 사용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지원하며, 사용후핵연료

의 노화 및 거동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며, 증가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누적

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과 대안에 대한 이해를 제고함

- 다양한 원자로의 핵연료 설계, 기술 및 이용과 관련된 최고의 사례를 공유

하여 공통의 이해를 이루도록 하며, 안전성, 효율성 및 경제성 개선 노력을 

지원함

- 원자력에 대한 선택의 문을 열어둘 수 있도록 하며,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

한 원자력의 역할을 인식할 수 있도록, 총비용 관점에서의 비용평가 

(full-cost assessment)의 중요성을 회원국에게 인식시킴

- 회원국의 에너지 개발계획 및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 능력을 제고

- 혁신 핵연료주기, 플라즈마 물리 및 기타 원자력분야에 응용할 수 있도록 

정확한 원자 및 핵자료를 제공함

- 플라즈마 모델수립, 중입자 불순물과 플라즈마의 작용, 플라즈마 표면의 반

응연구 등을 위한 핵융합 데이터를 개선하며, 핵융합 연구 및 ITER 지원

- 첨단 핵기술 연구를 위한 중성자빔 응용 및 파쇄 중성자원 발생시설, 가속

기 및 싱크로트론 발생장치 지원

- 효율적인 가속기 사용지원 및 이온빔 응용의 다양화

- 핵 계측장비의 개발 및 품질관리 제고

나. 주요 변경방향

2006/2007년 프로그램의 주요방향은 2004/2005년 수행 프로그램과 비교하여 

근본적인 변화는 없으나, 다음과 같은 부분이 강조되었다.

- 전체 핵연료주기에 걸쳐 핵비확산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에 노력이 집중

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원자력발전의 혜택을 누리기를 기대하고 있는 회

원국들에 대한 지원이라는 측면과 일관되도록 하 다. 이러한 노력은 사무총

장이 제기하고 있는 핵연료주기 민감 측면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자는 발상



의 후속조치 지원을 포함하게 된다.

- INPRO는 원자력발전의 미래에 대한 공통의 비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회원국과 INPRO 회원국간의 2단계 추진방향을 위한 자문회의에서 구체화될 

방향에 따라, 연구개발 프로그램의 협동을 통한 혁신 원자력 에너지 계통의 

공동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회원국간의 협력 강화에 노력을 집중할 것이다.

이러한 활동에는 핵비확산에 대한 새로운 발상과 제안, 공통 현안에 대한 증

대된 관심 및 GIF와의 더 많은 교류를 포함하게 될 것이다.

- 지식관리 활동은 현재 개발중에 있는 방법론이나 지침, 제품 및 서비스를 

더 많이 회원국에게 제공하기 위한 활동을 강조할 것이다. 아울러 INIS와 

IAEA 도서관은 더 많은 통합을 보이게 될 것이다.

- 기초과학 및 기술개발을 강화하기 위하여 더욱 많은 주의를 기울이게 될 

것이다. 아울러 첨단 원자력기술개발 및 발전소 수명연장과 해체 기술에도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 원자력발전, 핵연료주기, 능력축적 및 원자력과학을 위한 지역내 통합 

(regional integration)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 핵연료주기 시설을 포함하여 원자력시설의 설계 및 관리에 있어서 기술선

도 (technology driven) 방식보다는 더욱 통합적이고 수명주기 관리에 의한 

접근법을 강조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과거의 사례 및 사고로부터의 습득한 

유산을 더욱 강조할 것이다.

- 연구로를 포함하여 원자력 시설의 해체에 관심을 증대할 것이다. 또한 해

체 작업과 종합적인 미래계획에 착수하기 전에 포괄적인 분석을 더욱 강화

할 것이다. 이러한 활동은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일관된 접근법 

(one-house approach)에 의할 것이다.

- 핵연료주기, 원료물질 채굴, 자원의 재사용, (핵종변환을 통한) 폐기물 발생 

저감과 관련된 개념, 모델 및 조건 파악에 관심을 집중할 것이며, 이러한 활

동은 핵확산 및 보안에 대한 우려를 감안할 것이다. 이에 따라 Programme 

B (핵연료주기 및 재료 기술)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

- 원자력발전과 핵연료주기 서비스, 특히 연구개발 분야를 더욱 개발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인프라에 더욱 집중할 

것이다.

2. 주요 프로그램 2 : 개발 및 환경보전을 위한 원자력기술

주요프로그램 2 (MP2)의 우선순위 및 주요 프로그램 분야는 2004/2005년 프



로그램주기와 상당 부분 동일하게 유지될 것이다. 2004/2005년 프로그램은 

Millenium Development Goal (MDG)과 WSSD에서 도출된 우선분야를 촉진

시킬 수 있도록 원자력 및 동위원소 기술의 이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구성

되어 있다.

가. 식량 및 농업

1) 주요 이슈

농업시스템이 더욱 집약적이고 상업지향적으로 되어감에 따라, 생산성 증대 

및 천연자원 보존과 식품안전 보증에 관한 종래의 문제점들과 새롭게 부상

하는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새롭고 혁신적인 기술들이 필요해지고 있다. 

안정동위원소나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하는 분자육종기술은 식물, 동물, 곤

충 및 염색체 등을 이해하고 취급할 수 있는 매우 큰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들은 매우 특정하며, 민감하고 효율적이다. 이러한 기술들은 식

품 및 가축의 유전정보를 규명하고 열대 및 아열대 환경에 적합한 식물과 

가축을 선별하고 증식하여 보존하는데 활용된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분야가 특히 강조될 것이다.

- 변경이나 스트레스를 받는 지역에 사는 빈민층이 키우는 알려지지 않은 작

물과 토종 가축

- 해충의 처리 및 무역과 관련된 질병의 진단과 역학조사

- 해충 불임술 (SIT : Sterile Insect Technique)과 같은 해충 퇴치 프로그램을 

위한 곤충의 고유한 계통도의 구축

분자육종기술이 도입됨에 따라, 과거에 추진하여 왔던 질소흡착, 인산 사용, 

조직배양, 방사면역, 재래식 유전자감별법에 의한 곤충의 고유 계통도 구축 

사업은 점차 폐지되어 나갈 것이다.

2) 주요 변경방향

식품조사를 위한 국제자문그룹의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식품조사와 관련된 

활동은 과학 및 기술정보의 보급에 국한되고, 회원국들이 핵 및 방사선비상

사태시 자국의 식량 및 농업분야의 대책 개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

한 자원의 보급에 국한하며, 농업분야의 첨단 정보를 유지하며, 식품의 방사



성 핵종에 대한 지침서 (Codex Guidelines)를 개정하게 될 것이다. 또한 정

책적 의사결정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식품 및 농업 분야에서 원자력 응용이 

가지는 사회경제적 차원의 효과 분석을 지원할 것이다.

나. 인류 건강

1) 주요 이슈

이 분야에 대한 지원은, 기존의 원리에 기반을 둔 지원 방식이 의료 전문가

들의 공통적인 목표를 고무시키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더욱 주제 중심의 체

제로 변화하여 예방, 진단, 치료 및 방사선 상장치를 이용한 방사선 치료 

등을 다루게 될 것이다.

또한 방사성 의약품개발과 이용을 지원해 달라는 회원국의 요청에 부응하여 

의약품의 개발과 이를 임상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양자간의 시너지를 도모할 

것이다. 이를 위해 방사성의약품의 품질보증/품질제어와 환자에 대한 방사선 

보호간의 시너지가 추구될 것이다.

2) 주요 변경방향

방사선 치료분야에서는 다음과 같은 움직임이 전망된다.  IAEA는 WHO나 

다른 비정부기구와 협력하여 암과의 투쟁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추진할 

것이다. 이는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암 발생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되나 교육을 받은 전문가나 의료 장비는 극히 더물기 때문이다. IAEA는 암

치료를 위하여 방사선과 동위원소 기법을 다루는 유일한 국제기구이다. 이와 

관련하여 IAEA의 가용한 인적자원이 보강되어야 하고 회원국의 특별기여를 

요청하는 사업들이 제안될 것이다.

말라리아 모기 연구 및 사육시스템에서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예상된다. 

IAEA의 Seibersdorf 연구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말라리아 모기의 불임퇴치 

(SIT)에 관한 연구는 진전을 이루어, 수단 북부지역과 같은 일부 지역에서 현

장 실지시험에 착수하게 될 것이다.

방사선량 판독기의 검교정 서비스분야에서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예상된다. 

방사선량 판독기 시험연구소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 판독기의 교정 및 검사

에 대한 점증하는 수요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한 새로

운 서비스 활동에는 판독기의 교정, 진단용 X 선에 대한 품질보증 등이 포함



된다. IAEA는 회원국의 2차 표준 교정 연구소 및 열형광 선량기 (TLD)의 네

트웍을 위한 훈련 능력을 보강할 것이다.

다. 수자원 관리

수자원 분야에서는 WSSD/MDG의 목표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문학을 통하여 

수자원의 순환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제고하고 효율적인 자원의 이용을 도

모할 것이다. 강의 유량변화와 대기중 수증기의 분포를 측정하기 위한 전지

구적인 네트웍 구축은 이러한 목표 달성을 지원하게 될 것이다.

IAEA는 전세계적인 수자원순환 연구에 대한 시너지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이 분야에 대한 국제협력을 진작시킬 것이다. IAEA는 수자원의 남획을 중단

시키기 위한 세계적 노력을 지원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지하수의 특성 및 

지속가능성을 규명하기 위한 새로운 기법을 개발하며, 수자원 품질 및 부존

량 평가를 위한 회원국의 과학적 능력 향상을 지원할 것이다.

라. 환경 보호

IAEA는 환경보호를 위한 활동의 본질을 보다 잘 반 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의 명칭을 해양 및 육상 환경의 향평가 및 관리로 변경하고, 이들 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보호를 강조하고 있다. 해안 환경에 대한 위협이 증대함

에 따라, 해안 오염을 규명하기 위한 원자력 및 동위원소 기법이 강조되어  

전세계적인 해양 거동과 해양 및 기후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으

로서 기후변화평가를 위한 입력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의 일환으로 

새로운 해양 탐지장치가 사용될 것이다.

한편 기존에 수행하여왔던 해양방사능감시 및 평가, 비방사능 오염 등의 분

야는 종료될 것이다.

육상환경프로그램은 더욱 보강되어 방사능생태학, 환경독물학 등이 다루어질 

것이다. 실험실의 분석 및 측정 능력을 통합하고 품질보증을 실시함으로서 

실험실 활동의 품질 경 에 조화를 추구하며, Seibersdorf 연구소와 회원국 

연구소들의 노력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마. 물리 및 화학 응용

농업 및 산업용 폐기물과 폐수, 수자원 공급안정, 생물학 약제에 의한 오염 



등과 관련된 신기술개발 및 방사선 기술의 역할을 인식하고, IAEA는 다음 

분야에 노력을 집중할 것이다.

- 방사선응용 특히 전자선 응용에 중점을 두고, 생물학적 오염, 화학적 오염 

및 생물학 약제의 오염을 제거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 건강 및 산업분야에 사용할 수 있는 방사선 가공된 나노 소재 개발을 위하

여 가속기 응용을 장려할 것이다.

3. 주요 프로그램 3 : 원자력 안전 및 보안

원자력 안전 및 보안은 전세계적이며 국경을 초월하는 이슈라는 점을 인식

하고,  IAEA는 전세계적인 원자력안전 체제에 대한 비전을 수립함으로서 인

류 및 환경을 전리방사선의 향으로부터 보호하고,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는 사고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며, 이러한 사고발생시의 향을 최소화하

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비전의 달성은 회원국의 전반적인 안전성 수준이 지

속적으로 개선하며 취약점을 제거하기 위한 네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 첫 번째 요소는 국가의 안전성 인프라를 개선하는 것이며, 이를 위한 회원

국의 공약은 정부간의 협약에 의하여 더욱 강화될 것이다.

- 두 번째는 IAEA의 안전성 기준을 가장 우수한 기준으로 인식하고, 전세계

적으로 수용하게 하는 것이다.

- 세 번째는 이러한 기준의 회원국에의 적용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 네 번째는 안전성 관련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독자적으로 존속할 

수 있는 지역내 네트웍을 수립하는 것이다

보안과 관련하여서도 위에서 살펴본 안전성 분야와 유사한 비전을 개발하여

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양자가 서로 통합되어야 할 것이다. 현단계에서는 양

자를 서로 분리할 실제적인 필요성이 있으며, 양자간의 시너지를 추구할 필

요가 있다.

가. 주요 이슈

원자력시설의 안전 (프로그램 J)과 관련하여, 원자력발전 산업체와 발전업체

와의 통합은 신설된 업체의 안전성에 대한 서약에 우려를 일으키게 하고 있

다. 안전성에 대한 새로운 우려는 원자력발전소의 수명연장, 특히 초기의 안

전성 기준에 따라 설계된 발전소의 수명연장과 관련하여 부상하고 있다. 한



편 회원국들이 연구용 원자로의 안전성에 대한 행동강령 (Code of Conduct)

에 따라 조치를 취하기 시작함으로서, 연구용 원자로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사선 및 수송안전성 (프로그램 K)과 관련하여, 많은 회원국들이 선원물질

의 안전성과 보안에 대한 행동강령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을 하고 있다. 이러

한 강화된 구속력에 대한 자발적인 약속은, 선원물질의 통제, 안전성 및 보

안과 관련된 전세계적인 체제를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협약이 없다하더라도, 방사성선원의 통제를 위하여 이들 물질의 전수

명주기를 다루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포괄적인 기준을 설립할 필요가 대두

되고 있다. 수송안전성과 관련하여서는 많은 진전을 이루기는 하 으나, 아

직도 다양한 관점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한 상태이다.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프로그램 L)와 관련하여, 사용후핵연료 및 고준위 폐

기물 최종 처분장의 확보가 원자력발전소를 운 하는 국가들의 최우선 과제

로 남아 있으며, 몇몇 국가에서 많은 진전을 이루기는 하 으나, 이들 폐기

물의 안전한 처분을 위한 기술적인 해결방안들이 실증되어야 한다. 전반적으

로 볼 때, 상기 공동협약과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안전기준에 대한 더 많은 

지지가 이루어져 방사성폐기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개선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방사성폐기물 관리 활동의 순조롭고 지속 가능한 실행은 회원국들의 주요한 

목표의 하나이다. 기술 및 비기술적 두 가지 측면에 대한 고려 및 과거의 사

례로부터의 교훈은 IAEA가 이 분야의 모범사례에 대한 지침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러한 지침은 회원국들이 효과적인 폐기물관리 

프로그램을 확립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원자력 보안 (프로그램 L)은 안전성과 보안의 시너지를 추구할 것이다. 이를 

위해 특히 핵물질 및 방사성물질의 사용, 저장 및 수송에 있어서 공학적 안

전성과 보안 조치를 십분 활용할 것이다. 또한 물리적 방호협약이 개정되면, 

이의 이행은 본 프로그램의 핵심을 이루게 될 것이다.

원자력 및 방사능 비상시의 국제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행동계획은 특히 

신뢰성 있는 정보를 국가간에 신속히 전달함으로서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

도록 하며, 대중매체와 공공정보 전달, 대응조치의 표준화를 통하여 충고 및 

지원이 더욱 수월하게 회원국에게 보급되도록 하고 있다. 양자간 및 다자간 

협력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며, IAEA는 공통의 포괄적인 접근법과 실제적

인 지침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많은 분량의 지식과 정보가 IAEA 내부 및 외부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안전성 및 보안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해석하고 공유할 

필요가 있다. IAEA의 서비스를 보급하기 위한 재래식 방법은 활용도 제고와 

첨단정보의 공유를 하기에는 심각한 자원한계에 봉착해 있다.

현재까지의 경험으로 볼 때, 안전성 및 보안 네트웍을 수립하고 운 하기 위

하여 IAEA가 촉진자로서 행한 역할은 성공적이었다. 이의 초점은 규제 당국

자 및 기술지원기구간의 의사소통에 맞추어져 있다. 향후의 도전은, 이러한 

노력이 장기적으로도 이용자의 요구에 시의 적절하게 부응할 수 있도록 하

며, 집중되지 않고 분산된 형태로, 상호 조화를 이루면서 지속 가능한 방법

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다.

주요한 방향과 목표의 하나는 과거 및 미래의 교육 및 훈련계획에 대한 투

명성과 대외활동 능력을 신장함으로서, 새로운 세대의 전문인력을 유인하는 

것이다.

나. 주요 변화내용

전세계적인 안전체제를 위한 안전기준의 중심역할을 견지하기 위하여, 2004

년 3월 이사회에서 승인한 행동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BSS (Basic Safety 

Standards)는 현재까지의 경험과 새로운 지식에 근거하여 검토될 것이다. 아

울러 핵연료주기시설 및 방사성폐기물관리를 위한 문서들도 완성될 것이다.

원자력시설의 안전과 관련하여, 안전성 검토는 더욱 세분화되고 회원국의 자

체평가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다. 여러 분야에 공통된 주제, 예로 안전성 

관리, 안전 문화 또는 경험 반  등은 모든 안전성 검토시에 통합될 것이다. 

이러한 개선된 검토방식은 원자력안전협약에 따른 동료 평가 절차를 더 좋

게 지원하게 될 것이다. 수명연장을 하여 운전하는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평가도 다루어질 것이다. 아울러 IAEA는 회원국의 연구용 원자로 행동강령  

(Code of Conduct) 이행을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수송안전성 (프로그램 K)의 실천계획 이행과 관련하여, 수송안전평가 규정과 

무적 방사선원의 안전한 저장시설로의 수송 지원을 다루게 될 것이다.

특정 분야의 치료에 있어서 환자에 대한 방사선 피폭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는 많은 사항들이 검토되어야 한다. 새로운 진단 절차 및 방사선투시는 환자

의 보호를 위한 새로운 해결과제를 내포하고 있으며, 시의 적절하게 해결되

어야 한다. 아울러 사고에 의한 방사선 피폭으로부터 습득한 교훈도 전파되

어야 한다. IAEA의 대외활동은 훈련교재를 포함한 적절한 정보가 많은 전문

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집중되어야 한다. 환자의 방사선 방호와 방사선 의



료의 품질보증/품질관리 사이의 시너지를 추구할 것이다. 다른 국제기구 및 

전문기구와의 협동을 통하여, IAEA는 네트웍을 통한 정보교류를 위한 체제

를 확립함으로서 매년 방사선에 노출되는 수억명의 환자에 대한 파악능력을 

개선할 것이다. 이 분야의 새로운 정책이 관련 국제기구에 의하여 개발중에 

있으며, IAEA는 이러한 정책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규제 형태로 구체화

시키는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연구로를 포함한 수많은 원자력 시설이 가동 정지되거나 해체되고 있다. 해

체 작업을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시의 적절하게 추진하기 위한 주요 이슈들

을 망라하고 있는 국제 실천계획이 2004년 중에 이사회에 제출될 것이다. 동 

실천계획은 자국의 원자력시설을 해체하기 위한 인프라나 자원이 부족한 국

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과 수단을 파악하는데 특히 주력할 것이다.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프로그램 L)와 관련하여, 원자력시설의 수명연장과 저

장기간과 관련된 기술적/비기술적 이슈들을 다루기 위한 회원국의 능력 배

양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에 집중할 것이다.

환경에 대한 국제적인 우려는 세계의 일부 지역에서 방사성 물질 배출의 저

감 압력을 일으키고 있으며, 인류 이외의 종의 보호에 대한 압력을 야기하고 

있다. 2003년 IAEA가 개최한 공중 및 환경보호 관련 회의에서 도출된 내용

을 반 한 실천계획을 작성하여 2005년 이사회에 보고할 것이다.

원자력 보안(프로그램 M)과 관련하여, 회원국이 테러리스트의 위협에 대처하

는 능력을 개발하고 강화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일관된 프로그램을 수립

하며, 원자력 보안 관련 국제적 체제를 강화하는 것을 지원할 것이다. 이 활

동은 회원국들이 자국의 원자력 보안 체제 수립에 반 할 수 있는 지침서 

개발을 포함하며, 회원국이 이러한 국제체제에 충실히 따를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포함할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회원국의 보안체제를 검토하고 지속적

인 개선활동을 지원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보안에 관한 국제협력을 강화하며 

예측 가능한 소요재원의 확보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사고 및 비상대응 프로그램은 다른 안전성 및 보안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J,K,L,M)과의 공통 활동의 일환으로 강화될 것이다. IAEA는 활동을 재정립

하고 모든 기회를 활용하여 최첨단 정보가 전세계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4. 주요 프로그램 4 : 원자력활동의 검증

2002/2003년 동안에 이란, 리비아 및 북한의 핵 프로그램 발각과 이후 전개



된 상황은 핵비확산 체제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부각되고 있다. 2006/2007 

프로그램 및 예산은 이러한 변화에 대처하여야 하며, 막대한 자원을 수반하

게될 대응조치들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IAEA는 현재 회원국과 체결한 

안전조치 협정에 추가의정서를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모든 핵

비보유국에 대하여 전면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추

가의정서 체결은 안전조치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 불가결한데, 이는 추가의

정서에 따른 정보는 회원국의 원자력프로그램을 평가하고 그 나라의 원자력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모습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헤아릴 수 없이 귀중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목표의 달성 여부는 각 회원국의 정책 의지에 달려 

있지만, IAEA는 대외접촉 활동을 강화하여 추가의정서 체결 및 발효를 촉진

시키며, 추가의정서의 체결과 이행을 위하여 회원국을 지원할 것이다. IAEA

는 회원국들이 핵물질은 물론 비핵물질 (non nuclear material)의 수출입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한다. 관련 

정보가 IAEA에 제공되고 축적될수록, 더욱 포괄적인 정보가 평가되고, 결과

적으로 IAEA가 회원국을 평가한 안전조치상의 결론이 더 많은 신뢰를 가지

게 될 것이다. IAEA가 부여받은 권한은 회원국의 원자력관련 선언이 정확하

며 모든 활동을 망라하고 있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을 포함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신고되지 않은 핵물질과 원자력활동을 탐지하는 IAEA의  능력이 

더욱 중요해 지고 있다. 정보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는 이외에, IAEA는 더욱 

효과적이고 더 나은 정보 수집, 분석 및 형가 도구를 이용하여 현재의 탐지 

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또한 IAEA는 민감 핵기술 및 물질의 공급원 및 공

급 경로를 더욱 잘 파악함으로서, 핵 암거래 시장의 네트웍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IAEA는 이러한 네트웍에 대한 정보의 수집, 분석 및 추적을 위한 

활동을 강화하고, 회원국과의 협력을 증대하여야 할 것이다.

가. 주요 이슈

핵무기 제조용 첨단기술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여 핵확산에 민감한 정보가 

급속히 확산되고 습득 또한 용이해지고 있으며, 이와 함께 민감 장비 및 기

술 자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지고 있고, 또한 은닉기술과 방법 또한 더욱 

정교해지는 현상은 안전조치 체제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IAEA에게 정보 수집 및 분석에 대한 작업부담을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IAEA는 공개된 정보 및 상업위성정보의의 수집과 분석 능

력을 증대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정보분석을 위한 첨단 소프트웨어의 사



용과 같은 정보 접근 및 처리시스템 분야의 기술적 진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외에도, 이러한 도전에 대처하여 IAEA에 부여된 안전조치권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더욱 정교한 검증 장비를 개발하거나 구매할 필요가 있으

며, 기존의 안전조치 접근법 및 기술을 개선하거나 새로이 개발할 필요가 있

다. 현재 신뢰하고 있는 검증시스템은 조작행위에 더욱 취약해 질 것이다. 

그러므로 이 분야의 전개상황을 관찰하여야 하며, 기존 안전조치 장비 및 기

술의 취약점은 주기적으로 평가되고 필요한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북한의 원자력 프로그램에 대한 포괄적 검증 가능성, 특히 북한의 원자력활

동이 온전히 평화적 목적으로만 수행되었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은 IAEA에 

대한 도전의 하나로 간주된다.

EU 회원국들의 추가의정서 2004년 발효 및 다른 회원국들의 2-3년 이내 추

가의정서 발효를 위해서는, 신고되지 않은 핵물질 및 활동이 없다는 것을 광

범위하게 보증하기 위한 IAEA의 추가적인 노력을 필요로 한다.

이외에도 IAEA는 이란 및 리비아의 신고되지 않은 원자력 프로그램의 발각

으로부터 교훈을 도출하고, 이로부터 더욱 정교하고 튼튼한 검증 기술 및 방

법을 강구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증대하는 검증 활동을 위하여 관련 경험과 자격을, 특히 재처리와 농

축과 같은 민감기술 분야에 대한 경험과 자격을 갖춘 직원을 채용하는 것은 

IAEA의 중요한 임무의 하나로 남을 것이다. 2006-2007년 사이에 채용된 직

원에 대하여 적합한 고급훈련을 제공하는 것은 이러한 훈련을 개최할 수 있

는 원자력 시설과 실험실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IAEA로서는 해결하여야 할 

과제의 하나이다.

회원국의 원자력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것과 같은 일련의 활동들이 IAEA의 

자원에 심각한 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특히 신규 회원국이나 대규모 핵연

료주기 활동을 가진 회원국에 대한 추가의정서 이행은 이들의 최초보고를 

검증하고 분석 및 평가하기 위하여 상당한 자원을 필요로 할 것이다. 검증 

및 평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IAEA는 상업용 인공위성 자료의 획득 및 

평가 활동과 지리 정보 서비스에 더 많은 노력과 자원을 배정하여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정보를 확실한 환경하에서 적절히 처리, 저장 및 검색하기 

위하여, IAEA는 관련 인프라를 2006년중에 보강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EURATOM의 안전조치 관련 임무와 역할이 변화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이들 회원국에 대한 IAEA의 검증 활동은 현저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용후핵연료의 건식 저장소로의 수송에 대한 검증은 현재의 수준에 비하여 

추가적인 노력을 필요로 할 것이다. 이외에도 많은 대형의 개별적인 안전조



치 프로젝트들이 자원의 배분에 향을 미치게 될 것인바, 이러한 사례로는 

로카쇼무라 재처리공장이 2006년에 상업운전을 개시할 것이며, 체르노빌 처

리시설 프로젝트가 예상보다 지연되어 곧 시작될 것이며, 안전조치 정보시스

템 (ISIS)의 재구축을 위한 대규모 사업이 시작되어 기존의 노후된 시스템을 

대체하기 위한 작업이 3-4년 동안 수행될 것이다.

품질경 은 안전조치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전략적 도구로서, 효과

적인 품질경  시스템이 핵심 요소는 2005년에 일부 시행되고 전체적인 시

스템은 2007년 말에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품질향상과 효율은 상호 의존

적으로 이들 양자는 동시에 추구되어야 하며, 품질경 시스템은 사무 효율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즉 품질경 은 IAEA가 검증 의무를 

가장 비용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지식관리를 위한 강력하고 일체화된 접근법을 도입함으로서, 안전조치 이행, 

특히 강화된 안전조치 체제의 이행과 관련된 가장 적합한 지식이 체계적으

로 개발되고, 보존되며 지속적으로 보강될 것이며, IAEA의 담당자들은 안전

조치를 효과적이며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경쟁력, 전문성, 지식을 가지

며 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IAEA는 안전조치 업무를 비용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회원국의 계량

관리 체제를 가능한 활용할 것이다. 이를 위한 방편으로 지침의 개정과 전문

가 파견, 훈련 및 장비제공을 통하여 회원국의 포괄적 계량관리 체제 도입을 

지원할 것이다.

나. 주요 변화 내용

언급된 바와 같은 새로운 도전에 대처하기 위하여 IAEA는 상당한 노력을 

필요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IAEA는,

- 기존 안전조치 시스템의 한계점, 제약요인 및 취약요인에 주의를 기울이며

- 회원국들이 추가의정서를 체결하고, 이를 발효시켜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

하며

- 기존의 탐지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더욱 효과적인 검증 장비와 개선된 

정보의 수집, 분석, 평가수단을 개발하거나 획득하며

- 회원국의 원자력 프로그램과 핵 관련 비  네트워크와 관련된 모든 정보의 

수집, 분석 및 후속조치와 관련된 활동을 증대하고 강화할 것이다.

또한 대형 안전조치 프로젝트를 완결시키기 위하여 상당량의 자원을 증강시

키거나 재배치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5. 주요 프로그램 5 : 정보지원 서비스

이 분야는 원자력 정보 보급의 효과성을 확실하게 하고, 아울러 원자력 분야

에서의 IAEA의 역할을  공표하고 선전하기 위한, 효율적인 서비스의 제공에 

초점을 두고 있다.

가. 주요 이슈

IAEA는 지난 20여년 동안 천만불 이상을 정보통신기술 (ICT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의 하부구조 확립을 위하여 투자하여 왔다. 

이러한 주요한 하부구조를 대체하는 것은 분명히 IAEA의 연간 예산 범위를 

초과한다. IAEA의 이사회는 장비교체기금 (ERF : Equipment Replacement 

Fund)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35만불까지를 MP5와 MP7의 절약액에서 전

용하는 것을 승인한 바 있다. 이러한 조치에 의해 IAEA는 5년 동안 2백만불

을 적립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실적은 실제 요구에 미치지 못하고 있

으며 최소한 매 2년주기마다 2백만불은 필요한 실정이다. 더욱이 ERF 기금

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더 많은 유연성이 요구되고 있다.

정보보안은 IAEA가 신뢰할 수 있고 효과적인 기구로 정립되기 위해서 반드

시 필요한 기초의 한 분야로서, 이러한 이슈에 대하여 걸맞는 관심이 기울어

져야 한다.

나. 주요 변화 내용

2004 - 2005년 주기동안에 IAEA의 의사소통 업무와 관련된 여론조사를 약 

40개국의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한 결과는 IAEA의 

의사소통 전략을 조정하는 근거로 사용될 것이다.

또한 대중매체나 일반대중과의 의사소통을 위하여 어 이외의 언어를 사용

하기 위한 노력이 기울여질 것이나, 실제적인 이행은 가용자원의 여부에 좌

우될 것이다.

ERF기금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IAEA가 ICT 하부구조를 교체하는 데는 25년 

혹은 비용상승을 감안하면 그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이러한 기간은 

산업체의 표준적인 교체주기, 통상 4 - 7년과 비교하여 볼 때, 매우 열악한 

환경이다. 따라서 ERF 기금의 총액은 증액되어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보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에 사용할 예산에 이에 맞는 기금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6. 주요 프로그램 6 : 기술협력사업의 관리

IAEA가 헌장에 명시된 “전세계의 평화와 건강 및 번 에 원자력의 기여도

를 촉진하고 확대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능력을 견지하고, 아울러 원

자력 기술의 평화적 응용에 의한 이점을 모든 국가에게 이용 가능토록 한다

는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IAEA는 기술협력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이

행할 수 있는 적절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

IAEA의 기술협력 전략은 성공적으로 수행되어 왔다. 기술협력 사업의 효과

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는 회원국에게 명백한 성과를 도출하여 왔다. 기술협력

사업이 기술선도 (technology driven) 방식에서 회원국의 우선적 요구에 적

극적으로 반응하는 방식으로 변화됨에 따라 기술협력 사업의 관리도 이에 

대응하여야하게 되었다.

IAEA의 다른 주요프로그램 (Major Programme)과는 달리, MP6의 가용재원

은 거의 대부분인 92%가 인적자원에 투입되고 있다. 기술협력 프로그램이 

그 동안 활동 범위나 그 규모면에서 상당히 증가된 것에 비하여, 이를 관리

하기 위한 인적자원은 상대적으로 정체되어 있었다. 예로써, 1992년에서 

2003년 사이에 장비의 배달은 3천5백만불에서 7천6백만불로 100% 증가하

다. 또한 회원국은 109개국에서 137개국으로 26% 증가하 으며, 장학생 훈

련, 전문가 파견, 장비 구매량은 각각 84%, 194%, 167% 증가하 다. 반면에 

MP6를 위한 정규 인력은 8.9%만이 증가하 을 따름이다.

가. 주요 이슈

2002년에 개정된 기술협력 전략은 TC 프로그램의 성과 관리를 위한 새롭고

도 의욕적인 목표들을 설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새로운 재원조달 방식에 

의하여 25% 이상 재원을 확충하고, 매년 최소한 3개의 개발기구와 새로운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기술협력 사업을 통하여 회원국의 원자력 기관의 10%

가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하며, 기술협력사업을 회원국의 국가개발계획에 

온전히 포함되도록 하는 것 등이다.

또한 원자력보안 (nuclear security)에 대한 전세계적인 관심이 증대하면서, 



MP3 (Nuclear Safety and Security)와 긴 히 협력하여 회원국의 관련 능력

을 증대시켜야 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비록 원자력보안과 관련된 활동

은 주로 원자력보안기금 (NSF : Nuclear Security Fund)이나 NTI (Nuclear 

Threat Initiative)와 같은 특별기여금에 의해 조달되고 있지만, 기술협력 사

업의 조달방식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나. 주요 변화내용

MP6는 최근의 새로운 도전에 대처할 수 있는 핵심 능력을 강화하고 확충시

켜야 한다. 이에 따른 변화는 크게 3개의 부류로 구분할 수 있다. 이중 2 가

지 항목은 새롭고 장기적인 목표를 반 하고 있는 바 ① 통신, 파트너십 및 

기금확충과 ② 회원국 능력의 관찰 및 적절한 이용이다. 첫 번째 항목과 관

련하여, TC 프로그램에 의해 파생된 이점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외부와의 의사소통 노력을 적극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으며, 또한 파

트너십과 자원의 동원체제를 체계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항목

과 관련하여, 기술협력 프로젝트의 성과 및 향을 분석하는 능력을 개선하

고, 남남협력 및 개도국간의 기술협력 (TCDC : Technical Cooperation 

among Developing Countries)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기획안과 양태 

(initiatives and modalities)를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능력 개선에 집중

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항목은 프로그램 관리에 관한 것이다. 기술협력 사

업의 전략에 설정된 다양한 목표와 증가하는 활동 그리고 점차 증가하게될 

수혜국의 규모를 감안하면, 기존의 프로그램 활동과 배달 기능에 직원이 적

절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인적자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TC 프로그램의 규모와 복잡성이 시간이 지날수록 증대하고 있지만, 인적 자

원의 생산성 또한 향상되어 왔다. 이러한 성과는 정보기술에 의한 해결책을 

더 많이 모색하고, 기획 활동을 위해 직원들을 재배치함으로써 가능할 수 있

었다. OIOS (Office of Internet Oversight Services)를 적용한 기술협력사업의 

과정 검토 (TC Process Review)를 고려할 때, re-engineering과 추가적인 기

술정보 해결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더 많은 생산성 향상을 이룰 수 있을 것으

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는 이미 시행중인 것도 있으며, 가용자원의 최적 

배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새롭고 강화된 기능

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인적자원이 필요하다. 자원의 부족은 TC 전

략의 목표 달성을 심각하게 저하시키게 될 것이다.



7. 주요 프로그램 7 : 정책 및 일반 관리

가. 주요 이슈

탁월한 관리를 추구하기 위한 리더십이 차기 프로그램 주기에서도 지속될 

것이다. 리더십은 한집안 문화 (one-house culture)를 촉진하고 변화에 대응

한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수적이다. 정책조정 그리고 회원국 및 국제기

구와의 교류는 필수적이다. 최고 수준의 법률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증대하

고 있으며, 이는 강화된 안전조치, 핵테러에 대한 보호, 그리고 회원국이 자

국의 법률을 국제협약의 이행에 알맞게 정비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결과에 근거한 관리 (result based management)기법의 도입에 따라 수반되

는 이득을 통합 정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IAEA 프로그램에서 도출될 수 있

는 결과물 (outcomes)과 성과지표에 대한 더욱 심화된 분석이 필요하다. 이

를 위해 성과평가 방법이 더욱 합리화되어야 한다.

VIC (Vienna International Center)에서 시행되어야 할 보안강화 조치는 모든 

UN 본부 근무처에서  지켜져야 하는 최소한의 보안기준으로 최우선의 중요

성을 갖는다. 이를 위한 대부분의 자본재는 2004-2005년 사이에 투입되어야 

하며, 일부는 이후에도 반복하여 투입되어야 한다.

IAEA는 업무연속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이 계획은 시험과정에서 대두되

는 주요 결함이나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갱신될 필요가 있다. 또한 핵

심 업무 역에 대한 준비, 대응, 복구를 위한 세부 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인

식하고 있다.

나. 주요 변화

IAEA는 직원을 대상으로 결과에 근거한 관리기법에 대한 체계적인 훈련을 

실시하며, 이를 통해 이미 시행중인 과정에서 습득한 성과들을 통합 정리하

고자 한다. 2006 - 2007 기간 중에는 새로운 회의장과 석면 제거작업이 오스

트리아 정부의 후원으로 실시될 것이며, 사무실 공간의 합리화도 주요한 과

업이 될 것이다. 2002년에 IAEA는 직원 건강 서비스를 위한 부채액을 7천2

백만불로 산정한 바 있으며, 이를 2005년까지 9천6백만불 까지 증액시킬 예

정이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IAEA는 2가지 대안을 고려

하고 있는 바, 회원국에게 직접적으로 지원을 요청하는 방안과 정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증가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제4절 2006/2007 프로그램 초안의 주요 내용

1. 주요 프로그램별 특징

IAEA 사무국은 2004년 11월 2006/2007년을 위한 프로그램 및 예산 초안을 

회원국에게 배부하 다 10). 동 초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Major Programme 1 (MP1)에서 가장 큰 변화는 원자력의 비전력 응용을 지

원하기 위한 subprogramme이 별도로 신설되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2004-2005 프로그램 주기에는 개별 활동 (activity) 수준으로 수행되던 원자력 

해수담수화와 원자력 수소제조 지원 활동을 통합하여 subprogramme A.5로 

격상되었다. 아울러 중소형로 관련 현안을 취급하는 project (A.4.04)도 별도

로 분리되었다. 이에 따라 과거에는 중소형로 활동도 포함하던 

subprogramme A.3는 순전히 INPRO 관련 활동만을 다루게 되었다. 연구용 

원자로와 관련하여서는 Mo-99 제조용 고농축 우라늄 표적을 저농축 우라늄 

표적으로 대체하기 위한 활동이 D.2.03 하에 신설되며, 사용후 핵연료의 관

리를 위한 국제적 협력 및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프로젝트 (D.2.04)가 

2006년부터 신설된다.

Major Programme 2 (MP2)에서 신설된 프로젝트 중의 하나는 분자 상분

야의 PET 응용에 관한 프로젝트 (F.2.02)이다. 동 프로젝트에서는 임상용 

PET 지침서 작성, 방사선치료의 PET 응용을 위한 프로토콜 작성, PET 분자 

상에 관한 기술협력사업의 기획 지원 등의 결과를 예상하고 있다. 방사선 

종양학 및 암치료에 관한 subprogramme (F.3)에서는 회원국의 암치료 기반

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4년 6월 이사회에서 결의된 바 있는 PACT 

(Programme of Action for Cancer Therapy)를 위한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그 외 회원국의 동위원소 분석 능력을 첨단화하기 위한 프로젝트 (G.2.01)가 

신설된다.

Major Programme 3 (MP3)에서는 사고 및 비상대응에 관한 subprogramme 

(X.1)이 신설되었다. Subprogramme X.1은 원자력 시설, 핵물질 및 방사성물

질과 관련된 비상 대응을 위한 통일된 체제 확립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다른 안전성 관련 프로그램과는 분리하여 다루게 되었으며, 회원국 및 국제

사회의 효과적 비상대응 체제 개선 및 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10) Note by the Secretariat, The Agency's Draft Programme and Budget 2006-2007, 24 

November 2004, IAEA



OECD/NEA와 협력하여 핵연료주기 시설의 사고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보

급에 관한 새로운 활동 J.1.02가 신설되었다.

Major Programme 4 (MP4)에서는 기존의 안전조치 활동이외에 새로운 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활동들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

로 프로젝트 N.2.12 에서는 회원국의 추가의정서 및 전면안전조치 체결을 위

한 대외 협력활동을 수행하며, 프로젝트 N.1.06을 통하여 회원국의 원자력 

관련 수출입 활동을 분석 및 미신고 핵물질의 탐지 활동을 강화하게 된다. 

또한 프로젝트 N.2.14를 통하여 안전조치 관련 정보시스템 (ISIS : IAEA 

Safeguards Information System)의 정비 (re-engineering)작업에 착수하며, 프

로젝트 N.1.02를 통하여 2006년 가동 예정인 일본 로카쇼무라 재처리공장 검

증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2. 소요 예산

IAEA의 2006-2007년도 예산은 EURO를 기준으로 하여 수립되고 있다. 이는 

2006년 1월 1일 부터는 정규예산 및 운 자금은 EURO를 화폐단위로 사용하

기 시작하자는 2003년 11월 1086차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IAEA가 

2006-2007년도 예산을 작성하면서 적용한 달러와 유로의 교환비율은 1 : 1 

이다. IAEA 사무국은 2006-2007년도의 IAEA의 활동을 위한 정규 예산 규모

를 600,715,000 EURO로 상정하고 있으며 (표 3-2 참조), 이중 89.7%는 정규

예산으로 확보하고, 7.6%는 회원국의 특별기여금 (extrabudgetary resources)

에 의존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림 3-2 참조). 이러한 재원 확

보 구성 비율은 2004-2005년도 구성비율과 거의 유사한 양상이다.

표 3-2 2006-2007년도 IAEA 정규프로그램 예산(안)

(단위 : EURO)

2006 2007 합계

정규예산 268,358,000 270,377,000 538,735,000

특별기여금에 의한

재원확보 가능 활동 
23,805,000 22,108,000 45,913,000

현재 예산확보 방안이

없는 활동
7,897,000 8,170,000 16,067,000

합계 300,060,000 300,655,000 600,715,000



그림 3-2 2006-2007년도 IAEA 정규프로그램 예산(안)

IAEA의 예산은 정규 예산과 특별기여금 이외에, 기술협력재원 및 원자력안

전기금으로 구성된다. IAEA 사무국은 이들 재원을 모두 포함한 2006-2007년

도 총 예산규모를 812,575,000 EURO로 산정하고 있다 (표 3-3 참조). 이를 

분야별로 보면 정규예산 59.1%, 기술협력프로그램 21.5%, 정규예산중 기술협

력 지원분 7.2%, 특별기여금에 의한 활동 5.6%, 다른 UN기구로 부터의 지원 

3.8%, 원자력안전기금 2.8%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3-3 참조)



표  3-3 2006-2007년도 IAEA 총 예산(안)

(단위 : EURO)

2006 2007 합계

정규예산

(기술협력자금 제외)
239,116,000 241,135,000 480,251,000

정규예산 중

기술협력 지원액
29,242,000 29,242,000 58,484,000

정규예산 소계 268,358,000 270,377,000 538,735,000

정규예산이 아닌 특별

기여금으로 지원되는 활동 
23,805,000 22,108,000 45,913,000

다른 UN기구로부터의

지원
15,379,000 15,354,000 30,733,000

원자력 안전기금 11,400,000 11,400,000 22,800,000

기술협력프로그램 87,009,000 87,385,000 174,394,000

합계 405,951,000 406,624,000 812,575,000

그림 3-3 2006-2007년도 IAEA 총 예산(안)



제4장 2006/2007 프로그램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과 

제안

제1절 국가 원자력정책의 주요 목표 및 추진시책

원자력안전성 제고 및 이용 증진을 위하여 정부에서 2003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한 분야는 원자력안전정보 공개시스템, 싸이클로트론 연구소 설치와 같

은 첨단방사선 의학시설 지원, 신형경수로 실증실험과 같은 원자력핵심기술 

역량제고, 원자력방재체제 강화 등을 들 수 있으며 구체적 내용을 보면 다음

과 같다 11).

첫째 ｢국민참여형 원자력 안전정보 공개체제 구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사이버시스템, E-mail 클럽, 모니터 요원 등을 신설하고 운 하 다.

- ｢안전정보공개 사이버시스템｣ 구축․운  ('03.6)

- ｢원자력안전정보 E-mail 클럽｣(1,000명) 구성 ('03.6)

- ｢홈페이지 모니터요원｣ 16명 구성․운  ('03.9)

둘째 ｢첨단 방사선 의학시설 연구지원 및 지방확산｣을 위하여 싸이클로트론 

연구소와 핵의학 분원 설치 등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 다.

- 암치료용 싸이클로트론 연구소 설치 (광주, 대구)

- 원자력의학원 동남권 분원(200병상 규모) 설치예산 확보 ('04년 50억원)

- 방사능비상진료병원 지원예산 확보 ('04년 10억원)

세째 ｢원자력 G-5 진입을 위한 원자력 핵심기술 개발역량 제고｣를 위하여 

신형경수로 실증, 로봇 개발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 다.

- 신형 경수로(140만 kW 급) 실증실험 (175억원)

- 원자로 제어봉 구동장치 개발 (60억원)

- 원자력용 다기능 내방사선 로봇개발 (127억원)

넷째 ｢원전사고 및 방사능테러에 대비한 원자력 방재체제 확립｣을 위하여 

방재대책법 제정, 방재지휘센터 건설 등에 착수하 다.

-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공포 ('03. 5)

11) 2004년 업무계획보고 - 새로운 국가과학기술체제의 구축 -, 2004.1.30, 과학기술부



- ｢월성 방사능방재지휘센터｣ 건설착수 (총사업비 25억원), 

- 원자력 방재관 상주 체제 도입 (월성 2명, 울진 2명 확보)

이러한 실적을 바탕으로 원자력 기술의 안전한 이용 및 개발을 위하여 2004

년도에 정부가 주요 현안으로 추진하는 시책을 원자력안전관리 분야와 원자

력의 평화이용 증진분야로 대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원자력 안전관리 체제의 선진화｣를 위하여 정보공개, 방사능 방재 대응, 원

자력 홍보 등을 중점 추진분야로 선정하고 이를 위한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 다.

- 최종 목 표 : 2007년까지 최선진형 원자력 안전관리 체제 구현

- 2003년 목표 : e-안전검사제도 도입 및 원자력방재법 제정

- 2004년 목표 : 국가방사선 안전관리와 방사능테러 방지체제 확립

첫째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원자력 안전｣이라는 표제하에서는 다음과 같

은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 발전소별 안전책임제를 강화하고 운전상황정보를 인터넷에 실시간 공개. 

이를 위해 1원전 1주재관(가동 18기, 건설 2기) 체제 구축

- 인공위성을 이용한 실시간 방사선원 추적시스템 구축(GPS기술 응용)

- 가상현실기법을 응용한 디지털 안전체제 구축

둘째 ｢방사능테러 및 국가 방사능 방재 대응체제 강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

은 실천계획을 수립하 다.

- 원전부지별로 ｢방사능방재지휘센터｣설치('04년 월성, '05년 울진)

- 전국 방사선비상진료체제 구축(진료지정병원 : '03년 10개→'04년 25개)

세째 ｢국민을 찾아가는 원자력 홍보 실시｣라는 표제의 실천계획은 다음과 

같다.

- ｢원자력 안전지킴이｣ 제도 신설 및 ｢원자력안전학교｣ 운

-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사이버시스템 구축 및 e-mail클럽 운 . 이를 위하여 

시민참여 정보공개 모니터 제도 운  및 여론조사 실시

- 교사, 문인, 연예인 등으로 ｢원자력 홍보대사단｣ 구성․운  및 원자력 웹

진 발송



한편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증진｣을 위해서는여 수소생산 원자로시스템, 방

사선기술, 핵의학 등을 중점 추진분야로 선정하고 이를 위한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 다.

- 최종 목 표 : '07년까지 세계 원자력 G-5권에 진입

- 2003년 목표 : 우리 고유의 차세대 원자력 원천기술 개발

- 2004년 목표 : 원자력 응용기술 확대의 기반 강화

첫째 ｢세계 최고수준의 평화적 원자력 이용기술 개발 확보｣라는 표제하에서

는 다음과 같은 실천계획을 수립하 다.

- 에너지자립형 ｢수소생산 원자로 시스템｣ 개발 착수. 이를 위하여 '04∼'19

년까지 년 3만톤 규모 실증로건설 (9,800억원 투입)

- 국가차원의 대형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전략적 추진. 이의 일환으로 일체

형원자로(10만kW, '08년), 신형경수로(140만kW, '10년) 건설

- 일체형원자로, 연구용원자로 등의 국산화기술 해외진출 지원(인도네시아, 

베트남)

- 기술창업 중심의 대덕 원자력 밸리 조성을 적극 추진

둘째 ｢방사선기술(RT)의 본격개발 기반 구축｣이라는 표제하에서는 다음과 

같은 실천계획을 수립하 다.

- 방사성동위원소 국산화율 제고 (현재 5% → '07년 25%)

- 첨단 방사선이용연구센터 건설 (전북 정읍, '05년 완공)

-「비파괴검사기술진흥법」제정 추진

세째 ｢원자력 의학기술 개발 보급｣에서는 다음과 같은 실천계획을 수립하

다.

- 첨단 방사선 의학시설의 연구지원 및 지방 확산. 이의 일환으로 암치료용 

싸이클로트론연구소 확대('03년 2개→'04년 5개권역), 중입자 가속기와 나노

급 상장비 개발 착수

- 원자력의학원 동남권 분원 설치 (부산시 기장군, 200병상)



제2절 우리나라의 제안내용

1. 원자력 수소제조 분야

가. 배경

21세기에 들어 석유자원의 매장량이 한계를 나타남에 따라 석유의 가격은 

상승하고 있으며, 석유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에는 귀중한 자원이 되어 가

고 있다. 또한, 국제적인 경제개발이 계속됨에 따른 석유 등 화석자원사용의 

증가는 대기오염 뿐 아니라, 이산화탄소 방출에 따른 온실효과와 기상변화현

상까지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 특히, 자동차 등 수송

연료부분에서는 수소연료의 개발이 강조되고 있다.

20세기 동안 원자력은 전기생산을 통해 공해없는 에너지공급에 큰 역할을 

하여 왔으며, 원자력을 이용한 경제적인 대량 수소생산이 가능하다면 수송분

야의 에너지 공급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과거 1970년대 이후의 연구를 살펴보면 고온의 열을 생산할 수 있는 고온가

스원자로를 개발하고 열화학법에 의한 물분해(Thermochemical Cycle Water 

Splitting) 또는 고온 증기전기분해법(High Temperature Steam Electrolysis)

에 의한 수소생산기술을 개발한다면 경제적으로 대량의 수소를 공급할 수 

있다. 안전성이 높은 고온가스원자로는 300 MWth - 600 MWth규모의 중소

형 원자로급이며 에너지수요가 크지 않은 많은 국가의 수송 연료원으로도 

적합하다.

미국은 제4세대 원전개발계획(Generation-IV)에서 초고온 가스로 개발과 이

를 이용한 수소생산기술 개발을 수립하여 실행중이며 2015년까지 전기와 수

소를 생산할 수 있는 실증시설을 건설할 예정이다. 또한 일본, 한국, 프랑스

도 제4세대 원전개발계획에 참여하여 초고온가스로와 원자력수소생산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제4세대 원전개발계획은 과거 원자력수소생산 관련연구를 수행한 모

든 국가가 참여하고 있지 못하며, 수소생산을 위한 중소형 원자로를 채택할 

가능성이 있는 개발도상국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

나. 추진방안

원자력수소 기술의 개발과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고온가스로와 

이를 이용한 수소제조기술의 현황을 조사하고 정보교류를 촉진하는 한편, 전

세계적인 수송분야연료와 분산전원을 위한 수소연료의 수요예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각 국가의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등 재생가능에너지

의 현실적 공급능력을 조사하여 장래의 수소경제시대에 적합한 에너지매트

릭스를 구성하기 위한 기본자료로 사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원자력수소생산과 관련된 고온가스로 기술과 이를 이용

한 수소생산 방법에 대한 기술성, 안전성, 경제성 분석을 분석하고, 금세기중

의 수소연료의 수요예측와 공급능력을 예측하는 과제를 제안한다.

IAEA에서는 Nuclear Power Technology Development Section에서 주관하여 

고온가스로(High-Temperature Gas-Cooled Reactor) 기술과 관련된 여러번의 

CRP(Coordinated Research Project)(를 수행하여 기술적인 정보를 교류해왔

으나, 주로 개발자 중심의 정보교류로 이를 상용으로 건설하려는 수요자에 

대해서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 다. 또한 고온가스로를 이용한 수소

생산방법과 수소의 수요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술과 수요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계획은 범세계적인 경제발전에 따른 석유자원의 사용량 증가로 야기

되는 석유자원 가격상승과 공해, 온실효과의 확대와 관련되므로 모든 IAEA 

회원국들이 관심을 가져야할 사항이다.

다. 기대효과

원자력에 의한 대량의 수소연료생산은 석유자원 사용에 따른 범지구적인 문

제 해결에 일조할 뿐 아니라, 최근 급등하는 석유가격의 조절에도 큰 역할을 

수행하여 전세계의 안정적 경제성장에도 도움이 된다. 태양, 풍력 등 재생가

능에너지를 사용한 전기 및 수소생산은 유지비용이 높을 뿐 아니라, 넓은 부

지가 필요하여, 인구 도가 높은 개발도상국에서는 경제개발에 필요한 대규

모의 에너지원으로의 한계가 있다.

제안하는 과제에서 도출될 원자력수소에 대한 정보와 수소의 수급전망은 여

러 국가에서 청정연료인 수소연료의 공급을 확대하여 수소경제로 조속히 이

행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자료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2004년 3월부터 원자력수소 생산기술 및 실증사업에 착수하여 

2020년까지 초고온가스로와 수소생산기술을 실증하고 2030년 이후에는 상용

화를 할 계획을 진행중이다. 따라서 IAEA를 통한 원자력 수소제조에 대한 

국제협력이 강화되면 우리나라는 관련 기술을 보다 비용 효과적으로 습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2. 중소형 원자로 지원활동 강화

가. 배경

급속한 인구의 증가와 산업발전에 따른 환경오염의 증대, 그리고 지하 및 지

표수의 감소 등으로 인한 물 부족 현상이 확대됨에 따라 음용수뿐만 아니라 

생활용수, 산업용수 및 농업용수 등 수자원확보 문제가 전 세계적인 관심사

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북아프리카와 

중동지역 국가를 비롯한 상당수의 국가에서는 해수담수화 기술을 활용하여 

수자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그 수요는 증가 추세에 있다. 현재 해수담수화에 

사용되는 에너지는 대부분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으며, 향후 

상당 기간동안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최근에는 화

석연료의 사용에 따른 대기오염, 지구온난화 문제와 부존자원의 고갈 등에 

따른 우려증대로 화석연료를 대신할 대체에너지로 원자력에 대한 관심이 증

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세계적인 현안인 환경 문제와 물 부족문제를 타개하기 위하여 

IAEA는 1980년대 후반부터 원자력 해수 담수화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왔으

며, 한국원자력연구소(KAERI)도 1997년부터 발전-담수생산(전기생산 : 

90MWe, 담수생산 40,000m3/day) 목적의 일체형 소형 원자로 SMART를  개

발하고 있다. SMART는 국내에 이미 확보된 상용원자로 기술을 바탕으로 일

부 부족 기술을 추가적으로 개발하여 사용하 으며, 특히 해수담수화 기술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우리 고유의 상용기술이 직접적으로 접목되었다.  

원자력 에너지를 이용한 해수담수화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은 전력

생산을 위한 기존의 발전 플랜트 이차계통과 담수계통의 연계문제이다. 원자

력 플랜트와 담수 플랜트의 연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는 사항은 

담수플랜트의 사고 및 과도 운전 조건으로 인한 원자로의 안전성 위협요인

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하고, 어느 조건에서도 원자로에서 생성된 방사능 

물질이 생산담수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설계하는데 있다. IAEA의 원자력해수

담수화 프로그램에서는 원자력 해수담수화 플랜트의 전기 및 담수생산 요건

을 만족하는 최적의 연계방법을 설정하기 위한 연구를 회원국의 국제협력공

동 연구로 수행하 다. 이들 연구에서는 원자로에서 생성된 방사성 물질에 

의한 오염으로부터 생산담수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연계개념과 생산 담수

의 방사능 오염을 감시하기 위한 요건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수행

된 연구의 대부분은 전기 및 물 생산의 경제성을 고려한 연계개념 설정 및 



원자로에서 생성된 방사성 물질로부터 담수플랜트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물리적 방호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수행되었으며 소비자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생산되는 물의 품질 보증에 관한 문제는 비중 있게 다루지 못하

다. 따라서 원자력해수담수화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원자력해수

담수화로 생산된 물에 대한 일반대중의 부정적인 인식을 제고한 대중의 수

용성 확보가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소비자의 입장에서 수용할 수 있도

록 원자력 해수담수화 플랜트에서 생산된 물의 방사능 물질에 의한 오염 감

시,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품질 기준 및 이를 보증하기 위한 방법 및 절차의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음용수에 대한 방사능 성분에 대한 기준이 없으며 국가별

로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음용수에 대한 

방사능 물질의 수질기준으로 총 알파활성은 0.1 Bq/liter, 총 베타활성은 1.0 

Bq/liter를 Guideline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값은 자연 상태에서 원

수에 포함된 방사능 물질을 제한하기 위한 목표 값으로 이 값을 초과한다고 

해서 음용수로 부적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원자력 시설의 운 에 의해 

추가되는 방사능 물질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나. 추진방안

“원자력해수담수화 플랜트에서 생산된 물의 방사능 물질에 의한 오염 감시 

및 품질 보증  문제는 원자력 해수담수화에 관심을 가진 모든 국가(플랜트 

수출 및 도입 국가)에서 깨끗하고 안전한 물의 공급과 대중의 수용성 확보를 

위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는 요소이다. 원자력해수담수화 플랜트 요건

에서는 생산된 물의 방사능 오염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비상시 담수

플랜트의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실제 설계에 적

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연구는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담

수플랜트에 생산되는 생산담수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on-line monitoring은 

기존의 음용수에 적용되는 기준을 적용 할 경우 선량 기준이 매우 낮기 때

문에 방사능 감시기 정확도와 민감도를 고려할 때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

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사능 오염 감시 기술 및 기준 개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생산된 물의 방사능 물질에 대한 기준 및 품질보증 절

차의 개발이 필요하므로 이들 관련 연구 수행을 위한 IAEA의 주도적인 역

할이 요구된다. 이들 연구에 현재 원자력해수담수화 플랜트를 운 하고 있는 

회원국의 경험과 수질 데이터를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원자력해수담수



화 실증플랜트를 운  또는 계획 중인 회원국과의 정보 교환이 필요하다. 이

들 자료 및 기술 정보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계획 중인 SMART 연구로 건설

사업을 통한 원자력해수담수화 기술 실증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 회원국의 파급효과

현재 물 부족 국가를 중심으로 경제적으로 물을 생산할 수 있는 원자력 해

수담수화 기술에 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그러나 원자력해수담수화 플랜

트의 도입에 관심을 가진 이들 국가는 원자력해수담수화 플랜트에서 생산된 

물의 품질보증문제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고 있다. 현재와 같이 잠재

적인 플랜트 공급국과 도입국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깨끗하고 안전한 물의 

공급에 대한 확신과 대중의 수용성 확보를 위해서는 국제적인 신뢰도 확보

가 매우 중요하므로 이들 현안에 대한 IAEA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방사능 오염 감시 기술과 품질보증 절차에 의하여 생

산된 물의 품질이 음용수로서의 적합성이 확인되면 원자력 해수담수화 플랜

트에 대한 일반 대중의 수용성 제고로 담수생산에 원자력 에너지의 이용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물 부족이 심각한 국가에서는 물 부족에 

대비한 경제적으로 가장 유용한 대책인 원자력 해수담수화 기술 도입을 적

극적으로 추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라. 우리나라의 기대효과

원자력해수담수화 플랜트에서 생산되는 담수의 방사선 감시 및 수질관리 기

술은 우리나라에서 개발 중인 SMART 원자력 해수담수화 플랜트에서 생산

된 물의 방사능 오염감시 기술에 적용이 가능하며 생산담수의 음용수 적합

성 판정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이 기술은 일반 대중들에게 원자력 해수담

수화 플랜트에서 생산된 물을 음용수로 사용하는 데에 따른 부정적인 인식

을 제고하여 국내에서도 원자력 해수담수화 기술의 수용성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물 부족의 근원적인 해결책으로 경제성이 

확인된 담수플랜트의 수요의 증가가 예상되며 원자로와 대형 담수화 플랜트

의 자체 설계 제작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중소형 원자로 기술과 

원자력 산업 기술 및 플랜트 수출이 기대된다. 특히 SMART를 이용한 원자

력 해수 담수화 플랜트의 수출이 기대되며 국내에서는 현재 해수담수화에 



원자력을 이용할 계획은 없으나 용수문제가 심각해지면 이 기술을 이용하여 

필요한 용수를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3. 지식보존과 관리

가. 배경

원자력의 평화적인 이용개발은 지속되어야 하며 원자력의 이용으로부터 인

류가 얻은 이익은 다음세대로 계승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원자력 지

식의 보존과 계승을 위한 활동은 원자력 지식관리 차원에서 지식사회를 지

향하는 모든 IAEA 회원국들의 관심 사항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으로부터 축적된 지식이 다음 세대로 계승되어 원자력의 이용개

발이 인류의 복지, 보건 등 중단 없이 미래 사회에 기여하여야 한다.  그러

나 현실적으로 한국을 비롯한 많은 IAEA 회원국에서 제1세대 원자력 전문 

인력이 정년 또는 경제적인 사정으로 퇴직이 증가되고 있으며 젊은 이공계 

과학 기술자는 정치․사회적인 향으로 원자력 계 종사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현상에 대해 IAEA는 2002년 원자력 지식보존

과 계승에 관한 국제 원자력 지식관리 회의를 개최하 으며 여기에서 원자

력 지식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상호 인식을 같이 하고 국제적인 협력의 틀 

속에서 회원국들과의 공동 대처 방안을 강구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러한 노력에 따라 IAEA회원국들은 2003년 제47차 IAEA총회에서 원자

력 지식관리 활동에 관한 결의안[GC(47)/RES/10.B]을 채택하 다. 원자력 지

식관리 결의안에서는 지식보존과 지식강화 그리고 자격을 갖춘 인력의 확보

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지속적인 기술의 활용과 안전성 강화에 핵

심적인 요소로 인식되었다. 아울러 총회에서 회원국 원자력교육훈련 기관 간

의 네트워킹을 촉진하고 IAEA Program 차원에서 원자력지식관리 활동이 회

원국들에게 높은 수준의 관심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IAEA가 노력하도록 촉

구하 다. 이에 따라 IAEA는 원자력 지식관리와 원자력 정보관리에 관련된 

모든 활동을 Annual Report, Nuclear Technology Review, Nuclear Safety 

Review, Technical Cooperation Report를 통해 IAEA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

하고 있다.  또한 IAEA는 모든 IAEA의 주요 프로그램에 대표성을 갖는 지

식관리 Liaison Group을 지정하여 지식관리 활동에 관한 정보와 현안을 상

호 교환하고 있다.  2004년 IAEA는 회원국의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강

화와 원자력 지식과 정보 보존에 필요한 방법론, 지침, 도구 개발에 중점을 



두었으며 아울러 원자력 지식의 발전을 위해 정부, 산업계, 교육기관 간의 

새로운 파트너쉽 개발의 촉진에 중점을 두었다. 한편 모든 IAEA 기술 프로

그램의 지식관리 관련활동에 대해 지식관리 Focal Point를 IAEA C.3 프로그

램에 지정하 다.

나. 추진방안

원자력 지식 및 정보 관리의 차원에서 IAEA가 회원국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원자력 지식관리 활동을 개발하기 위해 개최하는 국제회의 즉 지식

관리 전략, 정보관리, 인적자원개발(2004. 9, 프랑스, Saclay) , 원자력 지

식관리 Workshop (2004. 11, ICTP, 이태리) 는 회원국들 간의 상호 이해와 

정보 교류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식보존 차원에서 IAEA INIS 정보

를 회원국들이 보다 수월하게 활용하는 방안도출도 적극 추진되고 있다. 이

와 관련 한국은 회원국의 INIS 정보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원자력연구

소에 IAEA INIS의 Host Site인 INIS2.com을 개발하여 운 하고 있다.  

IAEA의 Net Enable Waste Management Database 개발, 고속로 지식보존, 

Integrated Safety Approach, Asian Nuclear Safety Network, 

Ibero-American Radiation Safety Network 사업은 회원국들의 지식보존과 

관리활동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한국은 상기 관련 사업에의 적극적인 

참여와 더불어 지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특히 IAEA Web-site를 비롯한 

IAEA의 Database는 지식전파와 정보교류의 차원에서 강화되어야 하고 종합

적으로 지식관리 활동을 지원하는 새로운 도구 즉 Nuclear Knowledge 

Portal'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은 원자력 지식과 정보관리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정보기술(IT)의 강국으로 IAEA가 지식관리 활동 강화

사업으로 추진계획인 ‘Nuclear Knowledge Portal’사업에 특정적인 역할을 담

당할 수 있을 것이다. 

원자력 지식 함양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를 위해 IAEA는 회원국 간의 원자

력교육훈련 지역네트워크 구축을 권장하고 있다. 그 예로서 European 

Nuclear Engineering Network (ENEN)과 International Youth Nuclear 

Congress (IYNC) 활동 그리고 IAEA가 OECD, WANO, WNA와 공동으로 

지원하고 있는 World Nuclear University (WNU) 사업은 미래지향적인 새로

운 교육훈련에 관한 국제협력의 틀로서 매우 바람직한 사업이다. 이와 관련 

한국은 International Nuclear University Network 개념을 IAEA와 국제 원자

력 사회에 제공하여 WNU로 발전하는 계기를 제공하 다. 아울러 한국은 아



시아 회원국들과 함께 IAEA 주도의 Asian Network for Education in 

Nuclear Technology (ANENT) 구축사업을 공식적으로 착수하 다 (제1차 

ANENT Coordination Committee Meeting 개최, 2004. 2, 말레이시아). 한국

은 동 사업의 제안국가로서 선행 활동인 ANENT Web-site 개발과 Web상에

서 아시아 지역 원자력교육훈련 정보/자료 교환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ANENT 사업은 아시아 지역 회원국들 간에 교육훈련을 통해 기술 전수를 

촉진하는 새로운 Mechanism으로 젊은 과학 기술자의 양성과 기술의 균형적

인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므로 ANENT사업은 IAEA

의 기술협력 사업으로 채택되어야 하며 IAEA의 지속적인 관심과 제정지원

이 필요하다. 

IAEA는 회원국을 대상으로 원자력 지식관리 활동의 중요성과 추진전략 그

리고 도구에 관한 훈련과정과 워크샵을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회원국들이 지

식관리 활동을 강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다. 회원국에게의 파급효과

원자력 지식관리 활동 즉 원자력지식과 정보의 보존과 관리 그리고 지속적

인 원자력 이용개발에 필수적인 교육훈련 역량제고는 지식과 기술의 이전에 

필수적인 요소로  IAEA의 본연의 임무이다.  IAEA가 원자력 지식과 정보관

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INIS 활용 확대 특히 한국원자력연구소에 설치

한 INIS2.com, 각 기술 분야의 지식보존을 위한 Database 개발과 아시아 원

자력안전네트워크 (ANSN), 라틴아메리카 방사선안전 네트워크 (IARSN) 등 

지역 간 지식과 정보 보존과 활용을 촉진하는 지역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IAEA 기술 수혜국들의 원자력 지식 함양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IAEA의 지식과 정보 관리 활동사업의 강화는 회원국의 균형적인 원자력 기

술력 제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IAEA가 추진 예정인 새로운 

원자력 지식 도구인 ‘Nuclear Knowledge Portal’은 회원국들의 지식과 정보 

활용 증진에 파급 효과가 매우 큰 사업이 될 것이다. 

회원국의 지식 함양을 위한 지역 교육훈련기관 간의 네트워크 구축은 미래 

지향적인 국제협력의 틀로서 국가 간 균형적인 원자력 지식의 발전과 젊은 

과학 기술자들에게 교육훈련의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이 된다.  이미 ENEN, 

IYNC 등 지역 네트워크는 국가 간, 세대 간 지식의 이전과 전파에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교육훈련 기관 간의 네트워크 구축은 국가 네트워크를 

통해, 그리고 지역 네트워크를 통해, 더 나아가 지역 네트워크가 범 지역네



트워크로 통합되어 보다 효과적으로 원자력 지식을 함양하는 개념이다.  한

국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아시아 원자력교육훈련 네트워크 (ANENT)

는 아시아 지역 회원국 젊은 과학기술자들에게 교육경력을 높일 수 있는 기

회가 될 것이고 또한 회원국들의 균형적인 원자력 기술력 제고에 기여할 것

이다.  나아가 ANENT네트워크는 ENEN, IYNC, WNU 등 타 지역 교육훈련 

네트워크와 결합하여 하나의 범 지역 네트워크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러한 네트워크의 발전은 회원국 모두에게 원자력의 평화적인 이용을 증진에 

필수적인 자격을 갖춘 원자력 전문 인력 양성에 기여할 것이다.

라. 우리나라의 기대효과

IAEA 원자력 지식관리 활동에 한국은 INIS2.com을 개발하여 IAEA 회원국

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회원국들은 한국의 INIS2.com을 통

해 한국의 원자력 지식정보에 보다 익숙하게 접근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국

제 원자력 사회에서 한국의  기술력 인식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나아가 

IAEA ‘Nuclear Knowledge Portal’ 사업은 우리나라의 원자력 지식관리 활동

을 강화할 뿐 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원자력 지식과 정보를 세계 속에 알리

고 원자력 기술협력을 확대하는 기회가 될 것이므로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

가 요구된다.  미래지향적인 국제협력의 틀인 교육훈련네트워크 구축 즉 

ANENT, WNU 사업의 참여는 선진국과의 협력을 통한 기술력 제고는 물론 

개발도상국과의 기술협력을 통해 우리가 개발한 기술을 해외에 진출하는 교

두보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ANENT를 통해 장기적으로 회원국 젊은 과학 

기술자의 양성을 지원하여 해외 시장진출에 활용할 수 있으며 나아가 우리

의 젊은 과학기술자들에게 교육훈련 경력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높이는 계기

가 될 것이다.  지식과 정보는 기술력 제고의 근간이며 또한 자격을 갖춘 전

문 인력의 양성은 지속적인 원자력 이용개발의 관건이다.  또한 이러한 것들

은 한국이 추구하는 개발된 기술의 해외 진출과 새로운 기술 개발 증진과도 

직결되는 요소이다. 그러므로 한국은 IAEA가 회원국을 지원하기 위해 수행

하는 원자력 지식관리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또한 재정, 인력 

등 IAEA에 기여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4. 방사선 식품조사의 부가효과 응용연구

가. 배경

식품산업의 고도화와 국제화 시대를 맞아 고부가가치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

해서는 원료의 안전공급, 위생적 제품생산, 효율적 제조공정, 안전한 저장 및 

유통기술 등이 확보되어야 하며, 식품가공 및 저장에 있어서 지금까지 이용

되어 온 가열처리, 냉장 및 냉동, 보존재 및 훈증재 등의 화학약품처리는 처

리효과, 처리비용, 건전성, 환경공해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세계적으

로 사용이 점차 제한을 받고 있다. 특히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짐에 따라 식품에서 기인되는 질병의 예방과 위생적인 식품의 생산기반 확

립을 위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식품저장 및 

가공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각국 보건당국 및 산업계로부터 요구되고 있다. 

식품 방사선 조사(Food Irradiation)는 타 살균, 살충 및 위생화 방법보다 안

전하고 기술적으로 탁월하며 경제적 효과도 큰 기술임이 이미 입증되어 국

제적으로 활용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국제기구인 IAEA/FAO/WHO 등은 

식품의 안전성 제고와 국가간 검역 처리시 화학약품 대체방법으로 본 방사

선 조사기술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IAEA는 RCA 기술협력사업, 국제식품

조사자문위원회(International Consultative Group of Food Irradiation; 

ICGFI), 공동연구사업(CRP) 등을 통하여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본 기술

의 국제무역 및 시장에의 적용을 확대하고 국가간 조사식품 관련 법률의 조

화를 위하여 노력하여 왔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선진국을 중심으로 소비자 수용성이 상당히 

개선되고 식품 방사선 조사 관련 산업이 성장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여전

히 식품 방사선 조사가 세계적으로 광범위한 소비자 수용성을 얻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기술에 대한 면 한 과학적 검토보다는 단순

한 심리적 거부감이 더욱 큰 이유가 된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방사성동위원

소를 이용한 질병의 진단 및 치료와 같이 식품의 방사선 조사가 실생활과 

접한 안전하고 유익한 기술임을 인식시켜 본 기술의 산업화를 확대하는 

작업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최근 방사선을 이용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제고하는 목적 이외에 부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식품 내 자연적으로 존재하거나 가공 중 생성된 독성물질의 

제거 가능성이 관련 논문을 통하여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 이러한 식품 방사

선 조사로 인하여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긍정적 효과를 응용하는 신기술 개



발은 방사선 식품조사에 대한 소비자 수용성 증진에 간접적으로 크게 향

을 미칠 수 있어 이에 대한 국제공동 연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나. 추진방안

따라서 국제적으로 소비자 수용성 증대를 통한 방사선 식품조사기술의 실용

화 확대를 위하여 식품 내 자연적으로 존재하거나 가공 중 생성되는 독성 

및 불용물질의 제거와 같이 방사선 조사로 인해 발생하는 부가적인 바람직

한 효과를 응용하는 신기술의 개발을 신규 국제협력 및 공동연구 형태로 제

안, 발전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결과는 식품 방사선 조사에 대한 

소비자 수용성을 증진시켜 방사선 식품조사의 실용화를 확대시키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다. 회원국에의 파급효과

이러한 식품 방사선 조사의 부가적 응용과 관련하여 UN 산하 IAEA에서 국

제협력연구 등의 활동을 시작한다면 경제적이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

는 신기술이 개발․활용되어 회원국의 산업발전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에 크

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기술의 적용은 국제 사회에서 방사선

의 이용뿐만 아니라 전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큰 파급효과를 나타낼 것

으로 기대한다. 

라. 우리나라의 기대효과

한국원자력연구소는 방사선의 식품 위생화 처리와 함께 세계 최초로 식품 

내 유해물질의 제거 및 저감화와 고부가가치 기능성 신소재 개발 및 기능성 

식품 생산에 방사선을 응용하여 좋은 결과를 얻고 있다. 이미 발암성

(carcinogenic) N-nitrosamine과 발효식품에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biogenic 

amine의 감소 메카니즘과 안전성을 분석․평가하고 실제 가공식품 적용시험

에서도 바람직한 결과를 얻고 있다. 또한 방사선을 이용하여 식품으로부터 

유발되는 과민반응(hypersensitive)인 알레르기의 감소 연구결과도 독창성 있

는 연구결과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신기술이다. 이와 함께 gossypol, 

phytic acid 등 양방해물질(anti-nutrients), 잔류농약 등  불순물 제거와 이

로 인한 식품의 위생품질 및 생산성 향상을 방사선을 적용하여 얻을 수 있



었다. 방사선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기능성 신소재 개발에서는 천연 기능성 

성분을 고순도, 고농축으로 정제하는 기술을 방사선을 이용하여 확립하고 개

발 소재를 이용하여 기능성 식품 및 화장품 제조공정에 적용하고 있으며, 환

경문제를 대폭 개선시킨 키토산 또는 알긴산과 같은 기능성 다당류

(polysaccharides) 제조 공정 등도 개발된 신기술 중 하나이다. 

이러한 식품 방사선 조사 응용연구는 심리적으로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있

는 소비자들에게 방사선 응용기술이 실생활과 접한 첨단기술임을 인식시

켜 방사선 조사식품의 수용성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크게 도움이 될 것

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국원자력연구소 방사선식품생명공학 관련 연구부서의 기술개발이 그 

독창성과 응용 가능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어 본 분야 연구개발을 본

격적으로 추진하는데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다.

5. 싸이클로트론을 이용한 암치료

방사선은 화학요법, 수술과 더불어 중요한 암환자 치료 수단이며 암으로 진

단받은 환자의 약 50% 정도가 방사선 치료를 이용하고 있다. 방사선치료기

기는 컴퓨터 기술과 더불어 급속히 발전해 오고 있으나 지구상의 많은 지역

이 방사선치료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거나 매우 낙후된 방사선 치료를 시

행하고 있다. 암 치료를 위한 방사선 시설 구축 및 관련 전문 인력양성은 막

대한 재원과 장시간의 투자가 필요하므로 개도국의 경우 방사선치료의 역량

을 강화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IAEA는 1980년대 초반부터 방사선치료법(radiotherapy) 분야의 기술협력을 

추진하여왔다. 또한 2003년 WHO와 UICC(International Union Against 

Cancer)는 개발도상국가에서 증가하는 암 발생율을 줄이기 위하여 전세계 

모든 분야의 노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이에 대응하여 

IAEA 사무국은 PACT (Programme of Action for Cancer Therapy)를 제안

하여 2004년 3월 이사회 이후 PACT 시작을 위한 원탁회의가 개최되었다. 

PACT가 추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 암 관리 전략수립, 암치료에 

있어서의 방사선의 역할 등에 대한 정책입안자들의 이해를 증진하며, 둘째 

방사선치료 기술 전파 및 방사선치료를 위한 법, 제도 정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 우수 방사선 센터를 설립․육성하며, 셋째 개도국 특수성과 환

경을 고려한 국가별 암 관리 전략과 치료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추진하도



록 한다. 즉 PACT는 개도국의 방사선치료 센터의 효율적 구축/운 과 인류 

보건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전세계적인 암치료 기술의 보급을 위해서는 인구 100만명당 1개의 PET 시대

를 목표로, IAEA가 이의 실현에 구심 역할을 담당하여야 할 것이다. 양전자

방출단층촬 기(PET : Positron Emission Tomography)의 운 을 위해서는 

방사성 동위원소 화합물을 생산할 수 있는 싸이클로트론 구축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IAEA의 기술협력 프로그램을 통하여 관련 기술을 효과적으로 회원

국에게 보급하고 이를 통하여 개도국의 암치료율을 향상시키고 방사선의 의

학적 이용 확산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매년 10만명 정도의 신규 암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중 35 - 

40%정도의 환자가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56개 병원

에 방사선치료 센터가 개설되어 있고 130여명의 방사선종양학 전문의

(radiation oncologist)가 활동하고 있다.  특히 원자력의학원(Korea Institute 

of Radiological & Medical Sciences)은 다양한 첨단 방사선치료기기를 이용

한 암환자 치료는 물론 방사선이용 암치료 효율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13MeV  싸이클로트론을 자체 개발한 경험

이 있으므로 이를 IAEA의 기술협력 사업을 통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

이다.

6. 지역 원자력안전네트웍의 세계적 연결

가. 배경

전세계적으로 원전을 운 하고 있는 국가는 31개국이며 상당수의 국가들이 

연구용 원자로를 운 하고 있다. 최근 국제적인 현안사항으로 부각되고 있는 

연구용 원자로의 안전성 문제는 주로 재정적․기술적으로 취약한 원자력 후

발국가들에서 대두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1997년부터 IAEA 특별예산프로그램이 추진되어 왔다. 동 특별프로그램을 통

해 아시아지역 원자력안전성 증진을 위하여 아시아 원자력 안전 네트웍

(Asian Nuclear Safety Network, ANSN) 사업이 기획․추진된 것도 이러한 

배경하에서 이해되고 있다. 그동안 IAEA 사무국은 원전 및 연구로의 안전성 

증진, 규제기술력 제고를 위해 회원국에게 연간 총 100여회 이상의 각종 워

크숍 및 훈련과정을 제공해왔으며, 최근에는 이의 효율성 제고방안으로, 

ANSN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ANSN은 2002년부터 아시아 지역의 원자력안전성 증진을 목적으로 IAEA 

및 참여국들이 보유하고 있는 원자력 안전분야의 정보와 교육훈련자료를 허

브사이트를 통해 공유하기 위해 진행 중인 IAEA의 신규 특별기여금 사업

(Extra Budgetary Programme, EBP)이며  2003년에는 시범사업(Pilot Project)

으로서 교육훈련 자료공유 네트웍 개발을 추진하여 타당성을 검증하 고, 

2004년까지 IAEA가 아시아 지역 원자력 안전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하

는 사업이다.

ANSN 사업은 2002년 2월 비엔나에서 IAEA는 원자력 안전성 제고를 위해 

아시아지역 국가간 원자력안전에 관한 정보교류와 협력체계를 구축키로 결

정하 고, IAEA 원자력안전․보안담당 사무차장 (Mr. Taniguchi)이 2003년 

3월 과기부 방문시 우리나라의 적극적 참여를 요청한바 있으며, 우리나라는 

제46차 및 제47차 IAEA 정기총회시 한국의 적극적 지원의사 표명한바 있다. 

또한 한․중․일․IAEA 등이 참가하여 향후 사업방향 협의를 위해 두차례 

ANSN 협의회 개최 (2002.8 동경 / 2003.3 대전)하 고, 제1차 운 위원회

( 04.3, 중국)에서 운 방향 및 이행계획을 논의한바 있다.

ANSN사업은 IAEA, 한․중․일을 중심으로 원자력안전에 관한 교육훈련, 

정보 및 지식관리, 전문가 및 대중에 대한 정보제공 등을 위한 네트웍을 구

축하고, 아시아 국가들을 연계하여 상호 정보 및 자료 공유하고 있으며, 미

국, 프랑스 등 원자력선진국은 정보․자료제공 등 기술지원을 담당하고 있

다. 2003년도에는 각국별로 허브사이트를 구축하고 회원국의 교육훈련 관련 

정보 및 자료 공유를 추진하고 있으며, 2004년도에는 4개분야의 Topical 

Group을 구성하여 우리나라는 안전해석 및 안전문화 분야를 담당하는 등 각 

참여국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on-line 뿐만 아니라 off-line 교육을 통하여 기

술의 전파 및 공유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ANSN과 유사한 사업으로는 미국 에너지부(DOE)가 1996년부터 러시아 및 

구소련연방국가 4개국(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리투아니아, 아르메니아)을 대

상으로 Reactor Parameter, Reactor Map DB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INSC 

(International Nuclear Safety Center) 사업을 수행중이며, 이는 ANSN 사업

의 참조 모델이 되었다. 2002년 3월부터 스위스 정부가 재정을 지원해 슬로

바키아가 주관하는 중․동유럽지역 국가들의 원자력 안전성 증진을 위한 

CSN (Center for Nuclear Safety) 사업, 스페인 원자력규제위원회 (CSN)가 

라틴국가들의 방사선 운송, 폐기물 안전 등에 관한 Ibero-American 네크웍 

사업 등이 블록별로 추진되고 있다. 

'원자력 안전'은 국가의 범주를 초월하는 범세계적인 이슈이므로, IAEA는 이



미 수년전부터 Global Safety Regime을 주요 정책 모토로 정하고 UN 시스

템을 활용한 다자간 접근방법으로 원자력 안전현안에 대처해왔다. 또한 원자

력안전은 지역을 초월한 범세계적인 문제이므로 지역별로 분산되어 추진되

고 있는 원자력안전네트웍을 IAEA에서 주도적으로 통합하여 연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ANSN 등 아시아 일부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 형태의 안전네트웍이 다른 지역에서도 구축될 수 있도록 IAEA가 중

심이 되어 지원하는 역할이 요구된다. 따라서 IAEA가 아시아 지역 등 일부

지역에 국한된 ANSN의 개념을 확대하여 IAEA를 중심으로 원자력 안전분

야의 다자간 협력 메커니즘을 새롭게 도입하도록 제안하고 차제에 우리의 

입장을 정립하고,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뒤따라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결방안

원자력안전의 문제는 지역간 경계를 초월한 범 지구적인 문제이므로 원자력

안전을 확고히 하는 방안으로 아시아, 남미, 유럽 등에 산재되어 있는 원자

력안전 관련 네트웤 등을 전세계 네트웍으로 발전시키는 IAEA의 역할이 절

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또한 일부지역에서만 추진되고 있는 안전네트웤을 

다른 지역에서도 동일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IAEA에서 제반지원을 하는 것

이 필요하다. IT 기술의 발달과 함께 네트웤을 통한 원자력안전 관련 정보의 

공유와 교환은 더욱 활발히 이루어 질 것이며, 이와 같은 네트웍은 전세계의 

원자력안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전세계 지역 원자력안전네트웤

을 연결하기위해서는 IAEA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회원국들을 독려하여 추진

하는 것이 필요하며, IAEA가 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과 예

산이 수반되므로 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회원국에서 지지의사를 표

명하는 것이 요구된다. 

다. 회원국에의 파급효과 

‘Global Safety Regime 을 정책모토로 표방하는 IAEA에서 이를 확고히 하

기 위해서는 일정한 지역에 국한하여 추진되고 있는 ANSN과 유사한 사업

들을 통합하여 전 세계를 연결하는 국제원자력 안전네트웍을 구축하는 것이 

이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향후 원자력후발국에 대한 선진국들의 관련분야의 

기술과 경험 제공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원자력안전에 대한 IAEA



의 역할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기대 된다. 더불어 회원국들은 원자력안전에 

대한 정보교환과 공유를 통해 자국의 원자력안전도 향상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라. 우리나라의 기대효과 

전 세계 안전네트워크의 연결은 역내의 원전 안전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으

며 우리나라의 국익이나 규제기술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

회이며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리더십을 확보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우리나라로서는 안전네트워크를 통해 인접국의 원전 

안전성에 대하여 다중적 확인체제를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인접국의 원자력 

사고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므로 역내 원전의 안전 투명성과 

국민의 신뢰도 함께 높이는데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

어 현재 우리나라의 IT 기술력과 교육인프라에 대한 대외적 인지도를 더욱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7. 방사선원의 GPS 관리

가. 문제제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에서 경험하고 있는바와 같이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방사선원의 이용분야 및 사용량은 매년 급증하고 있는 추세

에 있다. 특히 방사성동위원소의 경우 질병의 진단과 치료를 위한 의료목적

상의 이용에서부터, 각종 생산설비, 건물, 교량, 선박 등의 안전 확인과 각종 

공산품의 품질관리 및 레벨측정, 농산물 및 의료용구의 멸균소독과 농업 및 

생명공학, 연구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이들 방사선원을 사용함에 따라 필수적으로 운반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방사선원의 운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중에서 방사선원의 

분실사고는 해당 방사선원이 불법적이고 악의적인 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

이 있으며 또한 습득자 및 주변사람들이 잘못된 취급으로 인하여 예기치 않

은 방사선피폭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검토되고 대비되어야 

하는 문제로 간주되고 있다.

또한, 9․11 테러와 이라크 전쟁 등 최근의 각종 지역분쟁 등을 통하여 국제

사회는 더러운 폭탄 (Dirty bomb)을 이용한 방사능 테러 발생의 잠재적 가



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방사선원을 이용한 방사능테러를 예

방하기 위해 각국은 무적선원(Orphan Sources)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과 함

께 방사선원 운반의 안전성과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GTRI(Global Threat Reduction Initiative)는 

방사선원을 이용한 테러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고조되어있는 위기의식을 

대변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방사선원의 국가간 이동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서 각 국가의 방사선

원의 안전 및 보안을 강화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이동하는 방사

선원의 관리는 특성상 취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동 중 분실사고가 자

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들 분실선원을 이용하여 해당 국가뿐만 아니

라 다른 국가에도 악의적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동용 방사

선원의 운반에 대한 안전 및 보안관리를 향상시키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

다. 각국의 방사선원 안전관리 체계와 수준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향상시키고 

방사선원의 안전 및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IAEA의 보다 큰 노력이 필요하

다.

나. 해결방안

국가간 공식적인 수출입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방사선원의 이동보다는 악

의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비공식적이거나 불법적인 방사선원

의 이동을 줄이기 위해서는 각국이 자국 내에서의 방사선원 안전 및 보안 

강화에 더욱더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방사선원의 사용특성상 운반이 매우 빈번한 방사선투과검사(Industrial 

Radiograph) 분야와 일정용량(예를 들어 B형 운반물 이상) 이상의 방사선원 

운반에 대한 안전성 및 보안강화에 관심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한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사선원에 대한 실시간 위치추적관리 시스템의 

구축운 은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2004년부터 시작하여 2005년 말까지 구

축완료 후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운 될 예정인 GPS방사선원위치추적관리

시스템은 지구상에 떠있는 24개 GPS위성으로부터 수신되는 위치정보와 한국 

내 거미줄처럼 구축되어 있는 CDMA 무선통신망을 활용하는 Hybrid 방식의 

위치추적 시스템이다. GPS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CDMA 단말기를 특정 방

사선원 운반용기에 부착하여 해당방사선원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추적 관

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또한 단말기 내에 RF 신호발진모듈을 탑재하여 

근거리에서 해당 단말기에서 송신되는 신호를 찾아 그 위치를 추적할 수 있



는 기능도 갖추게 된다.

방사선원에 대한 실시간 위치추적시스템의 구축은 각 회원국내의 방사선원 

운반의 안전 및 보안관리를 일정수준 이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IAEA의 지

원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회원국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

다.

특히, 본 시스템의 경우 무선통신시스템이 전국적으로 구축되어 있는 경우에 

사용가능한 방법으로서 각 국가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것 보다 IAEA를 

중심으로 국제적으로 공통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의 개발이 합리

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 회원국에의 파급효과

이 시스템의 구축은 각 회원국에 대한 기술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이 수반되

어야 하는 문제인 만큼 IAEA가 중심이 되어 여러 나라에서 합리적으로 활

용 가능한 시스템으로의 개발 및 보급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도 IAEA의 Code of Conduct 등과 같은 공통적인 의제를 

통해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이동통신망의 활용은 일반화되어가는 추세에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한 방사선원의 안전 및 보안관리는 방사선원의 분실 또는 도난사고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방사선원이 합목적적 이용을 증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이러한 시스템을 통하여 국제적으로 방사선원의 운반에 대한 관리체

계를 단일화하고 상호간 교류 및 협력을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라. 우리나라의 기대효과

이 시스템은 방사선원의 분실사고시 업체의 신고와 선원발견자의 습득신고

에 의존하여 사고에 대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획기적으로 개선코자 시작

된 사업이다.

주요한 적용대상 방사선원으로서는 일차적으로 방사선투과검사목적의 방사

성동위원소 이동사용업체의 조사기(약 1000대)이다. 이 시스템을 통하여 방사

선원의 분실사고의 발생을 저감시키고, 분실사고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방

사선원의 회수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우리나라는 CDMA 무선통신망이 잘 구축되어있고 GPS를 이용한 방사



선원위치추적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하는 최초의 국가로서 이러한 기술

이 해외에 진출할 경우 관련산업의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제안되고 있는 GTRI(Global Threat Reduction 

Initiative)의 경우 각 국가의 위험요소를 지니는 방사선원의 보유량을 줄이

고, 방사선원 안전 및 보안실태를 점검하여 이에 대한 관리강화를 꾀하고자 

제창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의 이러한 제의에 대하여 방사선안전관

리통합정보망(RASIS)의 구축운 과 GPS 방사선원위치추적관리시스템의 구축 

등을 이유로 참여하지 않을 의사를 표명하여왔다.

그러나, 미국의 제안인 GTRI 체제가 국제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우리나라만

이 예외로 남을 수는 없을 것이다. 전적인 참여불가 표명보다는 동 시스템의 

국제적 활용강화를 목표로 GTRI에 참여하고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나간다면 기존에 구축되어 운 중인 RASIS나 GPS 방사선원위치추적시

스템의 세계화에 초석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8. 세계적 방재 통신망 구축운용

가. 배경

원자력 사고에 관한 조기 통보 및 지원 협약은 1986에 개발되었고 이는 정

보 교환과 즉각적인 지원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원자력 혹은 방사능 비상시 

그 결과에 의한 향을 완화시키기 위한 국제간 조직구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회원국들은 2001년 제 1차  회의를 개최하여 IAEA와 회원국사이에 원자력 

및 방사능 사고시 대응전략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에 동의하 으며,

- 2002년 IAEA는 보다 효과적인 국제간 대응 대책을 위하여 지속적이고 일

관성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회원국들이 기여를 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또한, 

- 2003년 6월에는 제 2차 회원국 회의를 개최하여 지역적인 국가 조정그룹

(National Competent Authority Coodinationg Group, NCACG)을 결성하고 

IAEA와의 협력을 통해 국제간 비상 대응체제 강화를 위한 행동요령(Action 

Plan)을 마련하기로 합의하 다.

특히 2004년 4월에 작성된 향후 비상대응체제 강화를 위한 행동요령(Action 



Plan)에서는 국제간 통신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조하고 있다.

- 국제간 통신 비상 정보 및 데이터 문서를 표준화하고, 정보통신에 대한 국

가, 지역 및 세계적인 요구를 명확히 이해하며, 장기적인 통신 전략을 마련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 향상된 국제 체제 구축을 위한 기능적이고 기술적인 요건을 채택하여 통신

망 구조, 통신설비 및 기존의 국가 및 국제체제에 맞는 요구를 기반으로 하

여 체제를 개발한다. 

- 조화롭고 적절한 시기에 대중에 대한 정보의 전달 및 잘못된 정보에 대한 

대응을 위한 개선된 협약을 검토한다.

- IAEA 비상대응센터와의 통신 및 정보 교환에 있어서 효율적이고 개선된 

협약을 마련한다.

- 회원국 정부간 비상대응을 목적으로 하여 안전하고 신뢰성있는 음성 및 비

디오 통신의 호환성을 증진하여 안전한 일대일 음성 및 비디오 비상통신이 

채택되고 사용되기 위한 호환성있는 협약을 마련한다.

나. 현황 및 문제점

현재 미국을 비롯한 러시아, 일본, 프랑스등은 방재상황실을 구축 운용하고 

있고 IAEA에서는 매년 메일, 팩스등의 통신훈련을 통해 그 효율성 및 상호

간 대응능력을 시험하고 있다.

상기 행동요령(Action Plan)에서 보는 바와 같이 IAEA는 국제간 통신체제를 

향상시켜 사고시 보다 효율적인 대응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각 정부

간 상황실의 음성 및 비디오 통신의 호환성에 관한 표준화를 위한 협약을 

추진할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각 회원국마다 달리 사용되고 있는 통신 프로토콜에 관한 호

환성협약과 각국 통신체제를 연결하는 통신기기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즉, 각 회원국간 통신 구축망을 위해서는 통신을 위한 프로토콜에 대한 호환

성이 있어야 하는 데 예를 들어, 미국과 유럽등지에서는 모뎀방식의 체제를 

운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체제를 상황실에

서 운용하고 있어 먼저 이런 다양한 통신에 있어서 호환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다. 목 표



한국은 IT산업에서 세계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국제간 

비상대응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각 회원국의 방재상황실을 연결하는 통신 

체제 구축과 운용을 제안한다.

 

라. 추진 전략

- 각 회원국의 통신체제 실태를 조사하고,

- 기 구축된 방재상황실의 통신체제를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 최적화된 통신 호환성 프로토콜 개발 및 

- 각 회원국간 방재 통신망 구축을 위한 호환성있는 통신 체제를 개발한다.

- 최종적으로는 IAEA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간 방재 통신망을 구축한다.

마. 기대 효과

IAEA는 조기 통보 및 지원협약에 의거하여 매년 통신훈련을 수행하고 있고, 

현재 발달된 IT 기술을 바탕으로 보다 효율적인 체제 개선을 위해 노력중에 

있다. 각 회원국들은 아직 사고시 비상대응을 위한 방재상황실을 모두 갖추

고 있지 않은 상태이고 일부 선진국등을 중심으로 하여 구축 운 하고 있다. 

따라서 IAEA가 선도적으로 후발국가의 방재상황실 구축에 대한 지원등을 

통해 기존의 팩스 등 통신체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국제간 방재상

황실 운 을 통하여 사고시 지원을 위해 각 정부간 보다 효율적이고 적합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IT 기술에 있어서 세계적인 강국이고 또한 원자력에 이를 접목

해 본 경험이 많은 나라이므로 국제간 호환된 통신 체제 개발에 있어 선도

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발달된 IT기술을 통

해 여타 분야와의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켜 비용절감등의 부수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9. IAEA 기술협력 지역협력체간 교류강화

가. 배경

IAEA의 기술협력 전략은 1980년대까지 회원국의 원자력 기술 능력구축

(Capability Building)이 중심을 이루었으나 1990년대부터는 ‘개도국간의 기술



협력‘, 즉 TCDC (Technical Cooperation among Developing Countries) 라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TCDC를 주도할 적절한 도구로서 IAEA가 설

립을 주도한 지역협력체를 내세웠다. 같은 지역권에 있는 회원국간에 서로 

기술과 경험, 정보를 교류하고 인적자원을 공동 개발한다면 원자력 평화 이

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증진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할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이다. 물론 이같은 방향 전환의 뒤안길에는 IAEA 기술협력자금 (TCF)의 

점 성장, UNDP와 같은 국제개발기구의 IAEA지역협력 사업에 대한 재정지

원 감소, 그리고 IAEA 안전조치 업무의 상대적인 확대로 인한 전체 IAEA 

예산의 압박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함께 선진국은 물론, 개도국에게까지도 

IAEA 기술협력 사업, 특히 지역협력사업에 대한 특별예산기여 (EB 

Contribution)를 권장하자는 의도가 담겨 있다. IAEA의 TCDC 전략은 장차 

ECDC (Economic Cooperation among Developing Countries)로의 방향 모색

을 위한 사전 다짐이라고 볼 수 있다. 

IAEA 헌장에 의하면 회원국은 8개의 지역권으로 분류 되어있다. 그러나 이

들 지역권 중에서 북미와 서유럽에 속하여 있는 회원국들은 대부분 선진국

이므로 TCDC의 이념에 합당한 지역협력체를 구성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었

다. 따라서 나머지 다른 지역에서의 협력체제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이게 되

었다. 지역협력체의 선구는 1972년에 발족한 RCA이다.  RCA는 아․태지

역 원자력 과학기술 관련 연구, 개발, 훈련 협력협정 이다. RCA에는 IAEA 

지역배분에 따른 극동(Far East), 동남아 및 태평양(South Asia and the 

Pacific), 중동 및 남아시아(Middle East and South Asia)의 회원국들이 포함

하게 되었다. 특히 중동 및 남아시아 회원국 중에서는 인도, 파키스탄, 스리

랑카, 방 라데시가 RCA로 편입되었으며 이란, 이락 등 중동에 속하여 있는 

다른 회원국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IAEA는 RCA가 성공적이라고 간주하여서 

아프리카 지역협력체인 AFRA, 남미 및 카리비안 지역협력체인 ARCAL, 그

리고 2002년에는 중동의 아랍국가를 중심으로 ARASIA를 출범시켰다. 

AFRA에는 아프리카주에 있는 29개 회원국이 속하여 있고 ARCAL에는 남미 

및 카리비안의 20개 회원국이 가입하여 있다. 그리고 ARASIA에는 아랍어를 

사용하는 중동 5개국이 자리를 함께 했다. 동구지역에는 아직 지역협력체가 

구성되어 있지 않다. 구소련 붕괴이후 신생국가들이 많이 탄생하 기 때문에 

정치․경제적으로 아직 안정되지 못한 것도 이유이겠지만 그보다는 동구지

역 회원국간에 서로 지역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 이유라고 할



수 있다. 

RCA, AFRA, ARCAL은 IAEA의 모델 프로젝트 개념에 의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신생 ARASIA는 아직 이렇다할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지 

못하다. IAEA가 성공사례로 보고 있는 모델 프로젝트는 RCA의 경우, 방

라데시의 지하수 개발 사업, 스리랑카의 가뭄지역 수수 생산성 증대 사업, 

베트남의 비파괴 검사기술의 상용화 사업 등이 있다. AFRA에서는 탄자니아

의 체체파리 박멸 사업, 짐바브웨의 질소 유착 기술에 의한 농작물의 생산성 

향상 사업을 들 수 있다. ARCAL의 경우에는 멕시코의 방사면역기술을 이용

한 우유 생산 증대 사업, 칠레의 댐 안전성 진단 사업을 내세울 수 있다. 이

처럼 IAEA가 적극 권장하고 있는 기술 협력 사업은 한 나라의 성공 사례가 

지역적으로 사회경제적 파급 향을 줄수 있는 사업, 원자력 기술이 다른 기

술에 비하여 특별한 이점을 입증할 수 있는 사업, 그리고 지구적 문제인 빈

곤퇴치, HIV/AIDS 및 암과 같은 질병과의 전쟁, 환경문제 해결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에 중점 두고 있다. 특히 21세기에 진입하면서부터는 UN의 

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성취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에 커

다란 비중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IAEA 지역협력체 사업은 지역이 

필요로 하는 사업과 MDGs의 타겟에 부합하는 사업이 우선적으로 인정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IAEA는 UN 산하의 특별기구이므로 UN이 추구하고 있는 MDGs의 달성에 

파트너로서 적극 참여하고 기여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지금까지 IAEA가 추

진하여 왔던 기술협력 사업의 근간도 원자력기술의 농업적 이용을 통한 식

량 증진 사업, 의학적 이용을 통한 보건 향상 사업, 산업적 이용을 통한 경

제 발전 사업, 환경적 이용을 통한 환경 보전 사업, 그리고 에너지 문제 해

결과 환경 문제를 동시에 다룰 수 있는 원자력발전 사업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그러므로 굳이 MDGs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IAEA의 기술협력 사업은 

이미 MDGs의 전제로서 맥을 같이 하며 열심히, 그리고 착실히 추진되어 왔

다. MDGs의 행동계획(Action Plan)인 WEHAB (Water, Energy, Health, 

Agriculture, Biodiversity)은 이미 IAEA가 지원하는 국가사업뿐만 아니라 지

역사업에도 근간을 이루는 것이다. RCA를 비롯한 AFRA, ARCAL의 주제분

야 (Thematic Sector) 사업은 농업, 보건, 산업, 환경, 에너지에 중점을 두고 

있음은 이를 실증하는 내용이다. 물론 원자력의 특성상 방사선방호 및 연구

용 원자로 이용 사업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음은 당연한 일이다.



지금까지 4반세기를 지나면서 IAEA가 이처럼 많은 노력을 기울 고 나름대

로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었으나 원자력이 지니고 있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반사회로부터 원자력 기술의 평화적 기여가 합당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지역협력체로서는 지역사회, 나아가 세계사회에 

원자력기술의 장점과 기여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인식을 증진할 필요가 

있으며 다른 개발기구와의 파트너십 강화로 지구적 목표인 MDGs 달성을 위

해 보다 활발하게 참여할 필요가 있다.

나. 추진방안

1990년대 말부터 RCA, AFRA, ARCAL은 정례적인 회합을 갖고 상호 필요

한 정보와 경험의 교류, 협력 방안에 대하여 협의하여 왔다. IAEA 총회 기

간 중에 열리는 3자 회의(2003년부터는 ARASIA를 포함하여 4자 회의)에서

는 사업의 중복 방지, 성공 사례의 교류 등을 중점으로 다루어 협의하여 왔

다. 지역협력체간의 교류강화는 여러 면에서 서로 유익한 일이므로 이를 더

욱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4자간 상호 교류를 구체화 할 수 있는 인프라 구

축에 대하여도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RCA만이 유일하게 지역사무국을 

운 하고 있으므로 RCARO (RCA Regional Office)가 이 업무를 맡아도 바

람직할 것이다.

지역협력체 운 상의 문제점은, 최근 IAEA가 의도하고 있는 APCs 

(Assessed Programme Costs)의 지역사업 적용 문제이다. 지금까지 IAEA는 

APCs를 국가사업에만 한정하 으나 형평의 원칙상, 또는 재정 활성화 방안

의 일환으로 지역사업에도 APCs를 적용코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

일 RCA, AFRA, ARCAL 등 지역협력 사업에 APCs를 적용할 것 같으면 우

선 다수의 회원국, 특히 선진국들이 지역협력 사업에 참여하기를 꺼려할 것

이다. 선진국들은 아직도 개도국들이 집착하고 있는 TCDC 또는 Capability 

Building과는 관련이 멀다. 따라서 지역협력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선진국들

에게까지 APCs를 적용하게 된다면 공연히 추가적인 재정부담까지 안게 될

것이기 때문에 사업 참여를 기피할 것으로 보인다. IAEA는 지역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APCs 적용 문제를 슬기롭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또 다른 문

제점은 근간 IAEA 내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기술협력부의 구조조정 문제이

다. 만일, 현재의 동아시아 및 태평양과(TCPAS)와 서아시아과(TCWAS)를 통



합하게 된다면 RCA에 대한 지원이 희박해 질수 있다. 만일, 현재의 지역협

력체중 ARASIA를 소멸시키는 한편 이락을 비롯한 중동 회원국들을 아프리

카에 속하게 하고, 이스라엘은 서유럽에, 이란은 남아시아에 속하게 한다면 

지역협력체 설립의 기본에 상충될 뿐만 아니라 정치외교적으로도 문제가 야

기될 수 있어서 지역협력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따라

서 지역협력 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도 IAEA의 

APCs 적용 문제와 기술협력부 조직개편 방향에 대하여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다. 기대효과

우리나라가 RCA 설립 30년을 기하여 RCA Regional Office (RCARO)를 우

리나라에 유치하게 된 배경은 우선 우리나라도 바야흐로 지역내에서 원자력 

선진국에 속하게 되었으므로 이제는 개도국들을 위해 기여해야 겠다는 생각

과 함께 다른 한편으로는 이같은 기여를 통해 우리나라의 원자력기술을 지

역내 개도국에게 진출토록 하는 방편으로 삼고자 한 연유가 있다. RCA의 연

혁을 살펴보면 인도와 필리핀이 IAEA와 공동으로 추진한 연구용 원자로 지

역프로젝트가 효시 다. 이어 탄생한 RCA는 일본과 함께 호주가 상당한 재

정지원을 함으로서 이 두 회원국이 RCA의 주도를 맡게 되었고 우리나라는 

발붙일 틈이 없었다. 우리나라는 지역내 모든 회원국들이 RCA를 통하여 협

력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을 때에 원자력발전기술의 자립에 큰 비중을 

두었기 RCA와 소원한 관계 던 것도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다가 정부

의 비발전 분야 강화 정책에 따라 방사선 및 동위원소 이용 분야에 대한 관

심과 지원이 확대되자 RCA 사업에도 다시 적극 참여하게 되었고 이윽고 

RCARO까지 유치하게 되었다. RCARO의 임무는 RCA에 대한 인식 제고, 

RCA 사업의 파트너 증진이다. 이와 같은 본연의 임무(Mandate)를 충실하게 

수행하면서 지역내 개도국들을 위한 지원 협력 사업을 꾸준히 추진한다면 

자연적으로 RCARO의 위상이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RCARO가 국제사회에

서 인정받는 기구가 되기 위해서는 전체 회원국의 지원을 받아 국제기구 수

준의 조직으로 육성함이 바람직하다.



제5장 결론 및 건의사항

IAEA가 차기 프로그램 수립과정에서 주요하게 고려하는 활동방향은 다음과 

같다. 우선 원자력발전 분야에서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회원국의 원

자력 에너지의 도입과 진흥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을 우선하고 있다. 이를 위

하여 핵비확산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 지원과 병행하여 원자력발전의 혜택

을 누리기를 기대하고 있는 회원국들에 대한 지원이라는 측면과의 일관성을 

강조하고 있다. 원자력발전 분야 이외에, 원자력 응용으로 분류되는 활동은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원자력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대다수의 

개도국과 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이 분야는 특히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세계정상회의에서 언급된 분야인 수자원, 건강, 농업분야를 다루고 있다. 

한편 안전과 관련된 활동중 가장 큰 변화는 과거에는 검증활동과 같이 분류

되던 보안 (security) 관련 활동을 통합한 것이다. 보안분야를 안전성분야와 

통합함으로서, 안전성과 보안 기능간의 시너지 활용으로 프로그램의 일관성

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한편으로는 검증 (verification)분야를 단독으로 

더욱 예리하게 취급할 수 있게되었다. IAEA는 회원국과 체결한 안전조치 협

정에 추가의정서를 적용하기 위하여 대외접촉 활동강화를 통하여 추가의정

서 체결 및 발효를 촉진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정보관리 분야에서는 IAEA 사무국을 대상으로 한 내부적 정보제공과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외부적 정보 제공의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술협력 분야에서는 회원국의 개발 필요를 정의하고, 구체적

이며 지속 가능한 이익을 산출하기 위하여 회원국에 적용 가능한 원자력 과

학 기술 분야를 파악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아울러 내부적 운 측면에

서는 결과에 기초한 관리 (Result based management)를 계속 적용하고자 한

다.

이와 같은 IAEA 프로그램의 주요 기획방향을 참고하여 도출한 우리나라의 

제안 분야는 다음과 같다.

- 원자력 수소제조 지원활동 강화 

- 원자력 해수담수화 지원활동 강화 

- 원자력지식관리 강화 

- 방사선식품조사의 부가효과의 응용연구 신설 

- Cyclotron을 이용한 암치료 주도 

- 전세계 원자력안전네트워크의 연결 

- 방사선원 GPS 관리의 세계화 



- 세계적 방재통신망 구축 운용 

- IAEA 기술협력 지역협력체간 교류강화

상기 분야들은 특히 우리나라가 중점적으로 추진중인 분야 또는 관련 기술

이나 하부구조 등의 기반이 상당 수준에 도달한 분야로서, 향후 이 분야의 

국제협력시 주도적인 입장에서 참여하여야 할 분야로 판단된다. 따라서 동 

분야들에 대한 제안내용을 차기 IAEA 프로그램을 확정하기 위하여 향후 전

개될 이사회나 자문회의에 일관되게 강조함으로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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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uclear Production of Hydrogen

Background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some of the Member States are 

cooperating to develop a very high temperature reactor system (VHTR) 

and hydrogen production technology by utilizing the heat produced from 

the reactor system. However, the information available for many of the 

Member States not participating in such collaboration is quite limited. The 

IAEA has promoted the distribution of related information on a high 

temperature reactor system and hydrogen production through various 

IAEA sponsored research projects. However most of the projects were 

lead by major suppliers and were not suitable for the potential end users 

not participating in the projects.

Suggestion 

To accelerate the technology development for the nuclear production of 

hydrogen, investigations and information exchanges on the current status 

of high temperature gas reactor technology and hydrogen production by 

nuclear produced heat need to be activated more. Also it is necessary to 

forecast the demand for hydrogen in transportation sector and a dispersed 

power system.

Thus a new project is suggested to cover the following topics:

- Analysis of technical, safety and economic aspects of VHTR and 

hydrogen production

- Forecasting the demand and supply for hydrogen fuel in the 21st 

century

Impact

The information on the nuclear produced hydrogen and the forecast on 

the hydrogen demand/supply could be utilized as important criteria for 

the decision makers in the Member States who plan to enter the 

hydrogen economy in the near future.



2. Sea Water Desalination

Background

The desalination studies under the auspices of the IAEA are mainly 

focused on the optimization of the decoupling of electricity and water 

production and a physical protection to prevent the decontamination of 

pure water by radioactive material. However the quality assurance of the 

water produced needs more investigation to provide confidence to the 

public on the soundness of nuclear desalination.

Suggestion 

It is suggested that a new project to cover the following areas is 

formulated

- Monitoring technology to check radiation contamination

- Development of an international standard and quality assurance 

procedure to check the radiation level in the desalinated water

Impact

- The outputs of the project will contribute to the expansion of nuclear 

energy for seawater desalination by assuring the soundness of the 

nuclear produced water as potable water.

- Also the outputs will contribute to enhancing the economic 

competitiveness of the seawater desalination in water shortage 

countries



3. Nuclear Knowledge Management

Background

In the Asia region, a network named ANENT (Asian Network for 

Education in Nuclear Technology) was formulated to preserve nuclear 

knowledge and to foster human resources in the nuclear field. Based on 

the Library and nuclear information resources, the IAEA supports various 

projects to maximize the synergy between the partnership of the Member 

States and the IAEA knowledge database. However as the resources for 

the projects are limited, a new approach to maximize the existing 

capabilities is necessary

Suggestion 

- Development of a Nuclear Knowledge Portal to support the 

knowledge management systematically

- Supporting regional knowledge management networks, such as 

ANENT through an IAEA Technical Cooperation project for the 

effective operation and continuity of the networks

Impact

- A Nuclear Knowledge Portal could enhance the technology of the 

Member States in a balanced manner

- Establishment of networks among regional education and/or training 

centers as a future oriented framework will promote information 

sharing and enhance the knowledge management in the nuclear field



4. Application of Food Irradiation

Background

Chemical processing for the sanitation treatment and storage of the food 

industry causes various concerns such as soundness of the food, 

environmental pollution, and the cost of the process. Confronting such 

issues, IAEA/FAO/WHO strongly recommend irradiation technology as an 

alternative to chemical processing in a quarantine effort to enhance the 

safety of the food. To enhance the public awareness on food irradiation, 

the desirable effects of food irradiation are investigated and disseminated 

to the public.

Suggestion 

Formulate a new project to develop new technology to apply the 

desirable effects of irradiation in the food industry

Impact

- The new technology could yield high value added products that 

contribute to industrial development and the quality of life in the 

Member States

- Awareness within the public that radiation applications are beneficial 

to everyday life could enhance the public confidence in food 

irradiation and contribute to a wide application of nuclear 

technologies. 



5. Cancer Treatment using Cyclotron

Background

Medical radiation treatment technology is developing rapidly together with 

computer technology. However many regions in the world still utilize 

old-fashioned devices and have little chance of receiving the benefits of 

medical radiation treatment. The foundation of radiation facilities and the 

fostering of professionals for medical applications require huge financial 

resources and long time period. Consequently developing countries can 

seldom strengthen the capability of their medical radiation treatment 

infrastructure.

Suggestion 

IAEA is expected to take the role of a focal point to disseminate PET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worldwide. IAEA could distribute medical 

cyclotron technology through a TC project, which is essential for 

producing the radioisotopes for the operation of PET.

Particularly, new project is proposed to following topics;

- Short-lived radioisotopes production, such as [18F]FDG.  

- Studying BNCT(Boron Neutron Capture Therapy) for treatment of 

brain tumors using a 5 MeV cyclotron.   

Impact

The new project could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cancer treatment in 

developing countries and contribute to a wide application of radiation for 

medical purposes.



6. Global Nuclear Safety Network

Background

For enhancing nuclear safety in the Asia region, ANSN (Asian Nuclear 

Safety Network) is being developed by the IAEA and shares existing and 

new technical information and practical experiences related safety of 

nuclear installations. Effective communication and exchange of information 

are essential tools to achieve sustainable nuclear safety infrastructure and 

to maintain a high level of safety of nuclear installations worldwide. 

There is a great amount of information relevant to nuclear safety, which 

is currently not properly shared worldwide. 

Suggestion 

As nuclear safety is worldwide issue not limited to local area, it is 

desirable to integrate various regional safety networks in the world under 

auspices of IAEA. The Agency should take the initiative in integration of 

information from the Agency and regional safety networks in the form of 

easily accessible portal site by expanding the concept of ANSN.

Impact

- Keeping pace with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the 

information exchange and sharing in safety area through network can 

be further activated.

-This network will facilitate the introduction of established as well as the 

development of nuclear safety practices worldwide and prevent undue 

duplication of work and associated costs.



7. Management of Radiation Sources by a Global Positioning 

System (GPS)

Background

Lost radiation sources can be misused for illegal and malicious purposes 

and can cause an unexpected radiation exposure to a person who does 

not have any knowledge of radiation. It is necessary that the IAEA make 

efforts to improve the radiation source management systems in the 

Member States and to enhance the safety and security of radiation 

sources.

Suggestion 

Real time monitoring system by GPS can be a solution to improve the 

safety and security of the radiation sources. As the system requires 

technical and financial input to be operated, the IAEA can assist the 

Member States by developing and disseminating an appropriate system.

Impact

- The real time monitoring system will contribute to the further 

utilization of a radiation source and it will enhance the measures in 

the case of a loss or theft of radiation sources.

- By utilizing the system, the transportation system for a radiation 

source can be unified in a global manner. Such a unified system 

could enhance the cooperation among the Member States for a 

radiation source application.



8. Global Network for a Radiological Emergency Response

Background

Some of the Member States, such as the United States, Russia, France and 

Japan are operating radiological emergency response centers. IAEA checks 

the efficiency and the preparedness of the centers by performing 

communication training through facsimile or mail. IAEA plans to assist 

the Member States in establishing a more efficient emergency response 

system by improving their communication systems for an emergency 

response. In relation to this, a conclusion on the compatibility protocol for 

different communication systems is needed. Also the development of 

communication devices to link each nation's communication system is 

necessary.

 

Suggestion 

- IAEA supports the development of an optimized communication 

protocol and the development of a compatible communication system 

to link the emergency response systems of the Member States

- IAEA initiates the establishment of a global network for radiation 

emergency preparedness

Impact

- Existing old-fashioned communication systems in the Member States 

can be improved with the assistance of the IAEA

- In the case of a radiation accident, the governments of the Member 

States can establish a more efficient and adequate decision 



9. Enhanced Relationship between Regional Cooperation 

Frameworks

Background

IAEA TC Projects are focused on essential areas such as poverty 

eradication, combating diseases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Also a 

project having a big socio-economic impact and technology that is more 

efficient than the other existing technologies is emphasized.

In relation to this, IAEA's regional cooperation projects are expected to 

emphasize a project having a common interest in the region and a project 

that can contribute to United Nation'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To obtain more meaningful and efficient outputs from the TC 

project, close communication among various IAEA regional TC 

frameworks is important.

Suggestion 

- Creation of a forum to review an enhanced relationship among RCA, 

AFRA, ARCAL and ARASIA is expected.

- As the RCA Regional Office (RCA RO) in ROK is the only regional 

body under the IAEA TC framework, the RCA RO could contribute to 

initiating a foundation for such a forum.

Impact

- The benefits and contribution from nuclear technology among the 

regional societies and global community can be enhanced.

-Through an enhanced partnership with other organizations, further 

participation in MDGs could be activ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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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와 IAEA간의 협력강화를 위하여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고려할 수 

있는 분야는 우리나라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거나 또는 관련기술이나 하

부구조 등의 기반이 상당 수준에 도달한 분야로서, 향후 이 분야의 국제협

력시 주도적인 입장에서 참여할 수 있는 분야가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IAEA 프로그램의 주요 기획방향을 참고하여, 2006-2007년도에 우리나라와 

IAEA간의 협력강화를 위하여 아래 분야를 도출하 다.

- 원자력 수소제조 지원활동 강화 

- 원자력 해수담수화 지원활동 강화 

- 원자력지식관리 강화 

- 방사선식품조사의 부가효과의 응용연구 신설 

- Cyclotron을 이용한 암치료 주도 

- 전세계 원자력안전네트워크의 연결 

- 방사선원 GPS 관리의 세계화 

- 세계적 방재통신망 구축 운용 

- IAEA 기술협력 지역협력체간 교류강화
주제명키워드

(10단어내외) 
원자력, 국제원자력기구, 국제협력,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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