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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 사업명

   인력양성사업

II. 사업목적 및 필요성

   한국원자력연구소 원자력연수원은 1967년 설립 이래 국가 원자력이용개발 사

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원자력 전문 인력양성을 목표로 교육훈련 사업을 담

당하고 있다. 원자력 인력양성사업은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속적인 원자력 이용개

발을 위해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을 공급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원자력연

수원은 국내 유일의 원자력 종합 연수기관으로 원자력법과 한국원자력연구소 법

에 의거 국내외 원자력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원자력 

산업의 기술력 제고와 지속적인 원자력 연구개발 능력 함양은 원자력 기술자립

과 원자력 이용기술 확대의 핵심 요건이다.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전문인력 양

성은 정부의 궁극적인 목표이며 이를 위해서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산․학․

연이 협력하여 부단히 교육훈련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인력양성사업은 국가 원자력 이용개발사업의 기반사업으로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이다.  

   원자력연수원은 정부의 원자력 인력양성 정책에 따라 원자력산업 기술력 향

상과 원자력 R&D 능력함양, 기술의 확대보급을 위해 원자력 전문교육훈련과정

을 제공하고 있다. 

   본 사업은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원자력 인력양성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사

업 목적은 아래와 같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산업체요원을 위한 원자력 전문 교육과정의 개설  

       확대

    ․ 법정보수교육과정 운 , 기존 교육과정의 개선, 그리고 산업체가 요구하  

       는 전문교육과정의 개설 확대

    ․ 원자력 R&D 핵심요원 양성 

    ․ 학․연 협동 교육과정의 개설 확대

    ․ 원격연수 및 멀티미디어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새로운 교육제도와 기

       법의 도입 

    ․ 교육훈련 장비와 시설의 확충 및 실험실습 교육프로그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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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사업내용 및 범위

   본 사업은 기관고유사업인 원자력분야 교육개발과제로 세부과제를 구성하여 

수행하 다. 전년도에 본 사업의 세부과제로 수행하 던 국제교육훈련분야는 

2006년도부터 정부 방침에 따라 국제투명성제고사업의 소속과제로 수행하게 되

어 금년도 사업내용 및 본 보고서의 기술 내용은 국내교육훈련분야에 관한 것이

다. 상기의 원자력분야 교육개발과제를 기반으로 하여 ‘원자력 산업과정 운 ’, 

‘이공계 대학생 연구용 원자로 체험 및 활용 프로그램 운 ’ 그리고 ‘R&D 요원

교육 과정운 ’ 등의 사업을 수행하 다. 당해 연도 인력양성사업의 내용과 범위

는 아래와 같다. 

  ․ 원자력분야 교육개발

     - 원자력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수행 

     - 국내외 신규 원자력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개발

     - 학연협동 교육프로그램 개선 및 강화

     - 사이버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시스템 운

     - 원자력 실험실습 교육프로그램 개선 및 실험실습 교육장비 확충

     - 원자력분야 교재개발 및 편찬

  ․ 정부, 원자력 산업요원 대상 원자력 교육과정 운

     - 원자력발전 및 핵연료주기 기술분야

     -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및 취급 기술분야

     - 비파괴검사 기술분야

     - 원자력 면허소지자 법정 보수교육분야

     - 원자력 홍보(PA) 및 정보화 및 협상기법 분야

  ․ 학연협동 교육과정 운

     - 원자력공학과생 원자로 실험실습 교육 및

     - 이공계 대학생 원자력 실험실습 및 대학생 연구실 실험실습

  ․ 원자력 R&D 요원대상 교육훈련과정의 운

     - 방사선 작업종사자 등 원자력 전문교육분야

     - R&D관리계층 교육분야

     - 전산교육분야 등

  ․ 한국과학기술대학원대학(UST) 원자력 분야 교육과정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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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 사업결과 및 활용에 대한 건의

     1. 사업결과

   원자력연수원은 지금까지 축적한 경험을 기반으로 교육훈련의 체계화와 전문

화를 더욱 기하고, 새로운 교육수요 창출을 위하여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 다.

그동안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던 소원교육체계를 정립하여 단계적, 체계적, 종합적 

교육체계를 갖추었고 효율적 교육과정개발을 위한 SAT(Systemetic Approch to 

Training)기법 연구 및 산업현장 인력양성 수요조사 등을 통하여 교육훈련의 다

양화, 다각화를 기하 으며 또한,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사이버 교육을 외국어 3

개 분야를 선정 최초로 시도하 다. 이러한 노력으로 정부의 각종 규제철폐에 따

른 법정교육대상인원의 감소, 원자력교육기관의 증가에 따른 교육대상인원의 분

할에도 불구하고 신규교육과정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맞춤형 교육 개발 및 

질 높은 교육서비스 제공 노력과 함께 효율적 교육훈련 관리를 통하여 전년대비 

교육과정운  실적이 대폭 향상되었다. 이와 더불어 적극적으로 추진하 던 고객

만족도 제고 활동으로 인하여 과학기술부에서 실시한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2005년 76.6점에서 2006년 81.3점으로 4.7점의 대폭적인 향상을 이루었다. 향후로

도 원자력연수원은 고객만족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교육훈련의 총괄적 성과에 해당하는 당해 연도의 총 교육훈련 인원은 4,186명 

이었으며 이를 위하여 103개 과정을 개설하여 125회 운 하 다. 이중 집합교육

실적은 64과정 104회 3,190명이며, 사이버교육(On-Line 어학교육)은 외국어 3개 

분야의 39과정 21회차 996명이 수료하 다. 집합교육을 분야별로 보면 산업 과정

분야 39과정 67회 1,718명(이중 학연 협동 교육 분야 4과정 24회 458명 포함)이

며, 원자력 R&D요원 교육분야(소원교육)는 25과정 37회 1,472명이 교육을 이수

하 다. 이 외에도 UST-KAERI 석․박사 과정을 4개 분야 개설하여 8명의 학생

을 대상으로 교육을 수행하 다.

   개발 분야에 있어서는 교육프로그램은 6개, 신규 과정은 15개를 개발 및 개선

하 다. 교육개발과 관련 특기할만한 사항은 “과학기술 연구윤리 현황 및 사례”

집을 편찬한 것과 원자력 관련 전력/전기계열의 30개 산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

사를 실시한 것이다. 연구윤리가 점차 강조되는 시점에서 원자력연수원은 선도적

으로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고, 연구윤리 책자를 편찬하여 정부부처 및 출연연

구소, 대학 등에 배포하여 연구윤리의식 고취에 일조하 다.  원자력 관련 30개 

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는, 체계적인 교육니즈 조사 및 분석을 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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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교육 필요점 및 우선순위를 도출하여 산업현장 인력양성 교육프로그램을 개

발하고자 하는 것으로 맞춤형교육에 의한 효율적 산업인력양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2. 건의사항

   원자력연수원은 “ 로벌 원자력 전문인력 개발․육성의 요람”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소속직원의 지속적인 혁신마인드 함양 및 내부역량 강화를 통하여 원자

력 인재 양성의 사업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 할 것

이다. 다만, 보다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초일류 원자력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 수요 중심의 맞춤형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과 국내외 협력 강화를 위한 

개발요원의 충원

   - 원자력 전문교육 및 실제적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첨단교육시스템 장

비 및 방사선, NDT 분야 등의 전문 실험실습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투자 및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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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Project Title

   Nuclear Manpower Development 

II. Objective and Importance of Project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s essential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nuclear energy.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Nuclear Training Center of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NTC/KAERI) in 1967, the Center has 

contributed to the national development of human resources in the nuclear 

field, by providing various nuclear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in 

accordance with the national nuclear manpower development policy and Korea 

Atomic Energy Law. The programs have covered nuclear power and nuclear 

fuel technology, radioisotope utilization and radiation protection, 

non-destructive testing, retraining of nuclear related license holders, research 

reactor experiment, and public acceptance. Target audience of the programs 

includes domestic nuclear personnel from universities, industries, government 

agencies, R & D institutes, etc. 

   The objectives of the project are to improve and promote the existing 

nuclear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to develop new programs addressing 

emerging nuclear technologies and to introduce advanced training systems and 

techniques such as cyber training and web based networking. 

III.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The project encompasses five major areas, which are described hereunder.

   1. Development of nuclear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 implementation and development of nuclear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and courses to address emerging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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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omotion of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for university 

students;

       - development of cyber training programs and operation of the 

developed programs;

       - publication of training materials and textbooks; 

       - cooperation with related organizations for nuclear human resources 

development.

   2. Implementation of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for domestic 

nuclear personnel

       - nuclear power and nuclear fuel cycle technology;

       - radioisotope utilization and radiation protection;

       - non-destructive testing;

       - retraining on nuclear related license and engineering qualification;

       - public acceptance and others. 

   3. Implementation of training programs for university students

        - research reactor experiment 

        - nuclear technology related experiment

        - on-site training during summer and winter vacation

   4. Implemtation education and training for R&D staff

       - nuclear technology including safety for radiation workers; 

       - R&D management;

       - the use of personal computers and software. 

   5. Operation of UST-KAERI Courses 

IV. Results of the Project and Proposal for Applications

   1. Results of the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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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clear Training Center (NTC) has concentrated its efforts on the 

systemization and specialization of education and training and has actively 

carried out diverse activities to create new education courses based on the 

experience accumulated so far. 

   The systematic and comprehensive education systems have been set up by 

streamlining the education systems for internal employees conducted 

sporadically over the past years and expansion and diversification of 

education and training has been built through a study on Systematic 

Approach to Training (SAT) methodology for the development of efficient 

education courses and a survey of manpower development in on-site industry. 

And cyber education for 3 foreign languages areas has been implemented for 

the first time to keep up with the current trends. These efforts resulted in 

drastically upgrading the level of education courses operation compared with 

that of last year through consistent efforts to develop new education courses, 

development of education program tailed to the customers' needs and 

provision of high quality education service as well as efficient manage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 even under the unfavorable situations such as 

decease of the number of personnel who receive mandatory education courses 

resulting from the abolishment of the government-enforced various 

regulations, separation of personnel who receive education courses due to 

increase of the number of nuclear education institutions. In addition, the 

results level of customer satisfaction survey conducted by th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MOST) has been increased to 81.2 points in 2006 

from 76.6 points in 2005 with the increase of 4. 7 points after actively 

carrying out activity to upgrade the level of customer satisfaction. NTC will 

also continue its efforts to concentrate on customer satisfaction in the future. 

   The total number of people who receive education for the year of 2006 

was 4,186 and a total of 130 training courses were established and 125 times 

operated. Among them, the number of collective education was 64 courses, 

104 times operated and 3,190 persons participated while as for cy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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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on-line language education), 39 courses in 3 foreign language areas 

established, 21 times operated and 996 persons participated. Looking into the 

categorized areas of the collective educations, the number of industry courses 

was 39, 67 times operated, and 1,718 persons participated (in which 

academia-industry cooperative  education areas of 4 courses, 24 times 

operation and 458 persons participated were included) and that nuclear R＆D 

personnel education areas (internal employees' education) was 25 courses, 37 

times operated, 1,472 persons participated. In addition, education program has 

been provided to 8 students with the opening of 4 areas under UST-KAERI's 

master and doctoral courses. 

   The 6 education programs have been developed and 15 courses were 

newly developed and improved. Especially to be noted in relation to education 

program development is that NTC has compiled and published a book titled 

"current status of research ethics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cases" and 

has also conducted a survey targeted at the 30 electric power/electricity 

industries related to nuclear power.   

   In time of research ethics getting more significance, NTC has played a 

leading role in providing a research ethics education, in helping to promote 

the importance of research ethics by publishing a research ethics book and 

distributing them to government, research institutes, universities, etc. The 

survey targeted at 30 nuclear related industries led to identifying the 

necessity and priority of education through systematic survey and analysis of 

education needs and eventually contributing to efficient development and 

fostering of training program tailed to the customers through the development 

of manpower  development program for the on-site industry.  

   2. Proposal for Applications

   With the slogan of "a cradle for development and fostering of glo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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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clear specialized manpower", NTC will continue to fulfill its mission of 

development and fostering of nuclear manpower by continuously fostering an 

innovative mind among its staffs and strengthening internal staffs' capability. 

However, the following items should be complemented so as to foster the 

globally competitive nuclear manpower. 

- Development of needs-driven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tailed to the 

customers and supplement of education development personnel for 

strengthening cooperation both at home and abroad

- Augmentation of state-of-the art equipment as well as facilities and 

equipment for specialized experiment in the areas of radiation, NDT, etc. 

aimed at increasing the effects of nuclear specialized education and practical 

training. 

- Government's continuous support and investment as well as active support 

from the related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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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한국원자력연구소 원자력연수원은 1967년 설립되어 국가 원자력 이용 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원자력 인력양성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원자

력연수원은 국내 유일의 원자력 종합 연수기관으로 원자력법과 한국원자력연구

소 법에 의거 국내외 원자력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및 한국의 원자력 발전 

기술자립 과 새로운 기술개발 노력에 맞추어 교육훈련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초창기에는 선진국의 기술을 습득하고 기술을 자립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을 

수행하 으며, 기술자립 이후에는 자체적으로 확보한 원자력기술을 국제적으로 

공유하는 동시에 기술을 선진화하는 인력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국

제적 역량을 갖춘 원자력 전문 인재 양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새로운 기술 현

안들이 대두되면서 2006년은 지금까지 축적된 기반과 성과를 바탕으로 여러 가

지 다양한 사업들을 수행하 다. 미래 수요에 대비한 신규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을 확대하고, 고객 가치 향상을 위한 서비스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대표적 성과 

지표인 교육훈련 과정 수 및 교육인원에 있어서도 최근의 실적에 대비하여 현저

한 증가를 이루었다.

   본 보고서는 원자력연수원에서 수행한 총체적 인력양성사업 중 국제교육훈련

분야를 제외한 국내교육훈련분야를 중심으로 기술하 다. 국제교육훈련분야는 

2006년도부터 정부 방침에 따라 국제투명성제고사업의 소속과제로 수행하게 되

어 보고서를 분리하여 작성하게 되었다.    

   원자력연수원 인력양성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원자력 교육 훈련제도 및 교육훈련기법의 연구

     . 원자력 전문 교육과정 개발 및 운  

     . 원자력 산업체요원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요원 교육과정 개발 및 운

   ∙ 원자력R&D요원(소원)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  

   ∙ 학․연 협동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

     . 멀티미디어 및 사이버원격교육 등 최신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

   ∙ 교육훈련 장비와 시설의 확충 및 실험실습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

   2006년도 현재 원자력 연수원은 교육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계속적인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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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을 시도하고 있다. 고객가치 향상을 위한 “연수원 고객 서비스 헌장” 선포에 

이어 그 실천의 일환으로 연수업무 온라인화, 친절 명패 착용 등을 실시하여 교

육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있으며, 교육훈련시스템의 체계화 및 선진화, 교육환

경정비, 선진교육기법 연구 및 교육과정 개발 등 블루오션을 구축하기 위하여 지

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2006년도 교육훈련과정 운 의 실적을 종합하여 보면 집합교육으로 64개 과

정을 개설하여 104회 운 하 으며 총 교육훈련 인원은 3,190명 이었다. 또한 사

이버교육(On-Line 어학교육)을 개발하여 금년도에 최초로 외국어 3개 분야 39과

정을 개설하여 21회 운 하 으며 총 996명 이수하 다.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

교(UST) 과정 운 은 3개 분야 8명을 등록하여 운 하 다. 이를 좀 더 세부적

으로 살펴보면 대외 교육훈련과정으로 ‘원자력발전 및 핵연료주기 기술 분야’, 

‘방사성동위원소(RI) 이용분야’, ‘비파괴 검사기술 분야’,‘원자력면허 및 기술자격 

소지자 보수교육분야’, ‘학연협동 원자로 실험실습 분야’, ‘원자력 PA 및 기타 교

육 분야’ 등 5개 분야 36개 훈련과정을 62회 실시하여 1,580명의 원자력요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수행하 다. 이중 차세대 핵심원자력인재양성을 위해 원자력공

학과생 및 이공계 원자력 대학생을 대상으로 원자력 실험실습 과정을 개설하여 

437명의 대학생들에게 교육훈련을 제공하 다. 소원교육은 25개과정을 37회 운

하여 1,472명을 교육하 다. 특히 금년도 에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훈련체계가 될 

수 있도록 소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분석을 토대로 교육과정을 운 하

으며, 소원 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운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사이버교육

(On-line 어학교육)은 어, 중국어, 일어 등 외국어 3개 분야의 39과정을 개설하

여,  

   원자력 분야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운 을 위해 6개의 교육프로그램과 15개의 

신규 과정을 개발⋅운 하 다. 교육프로그램은 원자력정책 및 원자력외교전문가 

교육프로그램, 사회적 수용성 향상을 위한 초.중등 과학교육프로그램, 산업현장인

력양성 교육프로그램, 이공계대학생 원자력 실험실습 교육프로그램, 군 방사선 

안전관리자 교육프로그램, 연구소원 교육프로그램 등을 개발 및 개선하여 운 하

다. 신규 교육과정은 원전 리스크 정보활용과 기술혁신, 원전 안전성 제고를 

위한 체계적 교육훈련 및 효율적 인력관리, 군방사선안전관리자보수교육, 

Nuclear English, 생애설계교육, 연구윤리교육, 프로젝트관리 기본, 창의사고력혁

신,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 기획력향상, 커뮤니케이션스킬, 미팅(회의)스킬, 부문

조직 활성화, 홍보스킬, 프리젠테이션 스킬 과정 등이다. 참고로 현재까지 원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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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원에서 수행한 국내 교육훈련인원의 누적실적은 총 38,958명이다.    

   원자력연수원에서 수행한 2006년도 교육훈련 실적 및 개원 이래 누적실적, 그

리고 최근 3년간의 교육훈련 현황을 [그림 1-1], [그림 1-2], [그림 1-3], [그림 

1-4]에 제시하 다. 또한 본 보고서에서는 이들 실적에 대한 과정개설 및 운 , 

수행 및 평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수록하 다.

   본 보고서의 본문에 기술된 내용 중 보완이 필요한 상세한 내용과 통계 자료

들은 부록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하 다. 

[그림1-1] 2006년도 인력양성 실적

(총 4,186명 양성)

R&D 연수과정
1,472 명

사이버어학과정
996 명

법정보수교육
298 명

비파괴검사기술
36 명

원자력 발전 및
핵연료 기술

233 명

RI 이용 기술
63 명

학 · 연 협동
458 명

원자력PA 및 기타
630 명

(총 61,841명 양성)

비파괴검사기술
2,076 명

학 · 연 협동
4,485 명

원자력PA 및 기타
3,407 명

R&D 연수과정
24,355 명

사이버어학과정
996 명

원자력 발전 및
핵연료 기술

6,800 명

법정보수교육
10,285 명

RI 이용 기술
9,437 명

[그림 1-2] 원자력인력양성실적 누계(1967-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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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최근 3년간 교육과정 및 운 회수 현황(사이버교육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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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최근 3년간 교육훈련인원 현황(사이버교육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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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원자력분야 교육개발

제 1 절  원자력 인력양성 필요성 및 현황 

     1. 국내 원자력 인력양성 정책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원자력의 지속적인 이용개발의 관건은 원자력 전문 인

력의 보유 그리고 전문 인력이 보유하고 있는 원자력지식의 보존과 전문 인력의 

계승이다. 원자력 지식의 보존과 계승은 원자력 교육훈련과 불가분의 관계이며 

지속적인 이용개발의 측면에서 미래 지향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원자력 기술이 

본질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다양한 학문분야와의 연계와 종합, 그리고 종합기술로

서 인류 복지 후생에 막대한 향력을 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

여 지속적인 전문인력 확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불안정한 인력고용 정책, 원

자력산업에 관한 국민정서, 특히 제 1 세대 원자력 전문 인력의 단기간의 퇴직증

가와 젊은 과학기술자의 원자력 계 종사기피 현상은 원자력 인적자원의 불안정

성을 가장 고조시키는 원인이다. 

   원자력인적 자원의 안정성은 국가의 인력수급정책과 맞물려 있다. 이는 출생

률과 진학률 그리고 국가총생산량과도 연계되어 있는 정책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기관, 산업체, 연구기관, 교육기관, 연수기관 등 수

요와 공급기관이 함께 협력하여 논의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연수원에서는 원자력 

지식관리의 차원에서 미래 지향적 교육훈련의 발전도 동시에 논의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원자력교육훈련은 조직, 국가, 나아가 지역 간 그리고 범지역간 협력으

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원자력 인적자원개발 

추진 전략에 관한 모델에 관해 현실성을 바탕으로 고찰한 것이다[1∼15]. 

       가. 서 론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의 확보는 장기 원자력 이용개발 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의 

관건이다.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은 추진 전략 모델의 차원에서 수요와 타이밍, 

교육과 훈련이 요구되는 것으로 체계적으로 정의되고 개발되어야 한다. 인적 자

원 개발을 위한 모델을 논의하기 위해, (1) 인적자원개발 모델의 방법론, (2) 인

력대상 목표, (3) 미래 소요 인력의 예측, (4) 인적자원개발 협력을 위한 조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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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 (5) 인적자원개발 실행 계획의 수립을 고려하여야 한다[16∼21].

       나. 인적자원개발 모델의 방법론

인적자원개발 계획수립 모델은 방법론에서의 주요 요소는 [그림 2-1]과 같이  추

진 정책 목표와 대상의 형성, 현재 인적자원의 검토, 미래 인력수요의 예측, 장기

적인 조직 구조(인프라)의 개발, 인적자원개발 실행 계획수립과 집행이다. 이들 

요소들은 하나의 전체 흐름을 구성하여 인력양성 수립계획으로 최종 수렴한다.

[그림 2-1] 원자력 인적자원개발 모델 

Formulation of 
Strategic 
Objective 
(Targets)

Review  of 
Current 

Manpower

Forecast of 
Future 

Manpower 
Dem and

Long-term 
Organizational 

Structure 
Developm ent

Implementation 
of Action Plans 

for HRD

National NEDP (R&D)
Universities
Nuclear Industries 

Trend of Manpower
Number of Manpower
Review of Systems 

Using Forecasting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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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ing Budgets)
Conducting Education and 
Training

       다. 원자력 인적자원개발 추진전략 목표 및 대상

원자력 인적자원개발 모델 구성의 첫 번째 단계는 전략적 목적들과 대상을 확인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기 원자력인 이용개발 계획에서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정부의 정책적 목표와 그 대상 그리고 추진 전략은 아래와 같다.

     o 대학 원자력공학 교육 프로그램 지원

       - 원자력공학 전공자 장학생 지원프로그램 확대

       - 원자력 공학 전공자 원자력산업체 및 연구기관에서의 인턴쉽 제공

       - 대학 교육커리큘럼 개선 지원 즉 첨단기술과 원자력공학의 연계    

     o 원자력 산업계의 전문 인적 자원의 유지

         - 방사선 작업 종사자 또는 원자력 산업 현장업무 종사자들에 대한 지

원(Fringe benefits) 확대

       - 원자력 산업 훈련기관의 교육훈련프로그램 강화

       - 연구기관, 대학, 산업체간에 전문가 교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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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원자력 인적 자원의 국제 경쟁력 확보

       - 젊은 원자력 기술자 및 과학자들에게 국제 경력개발 제고

       - 선진국과 국제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과제 수행 확대

       - 해외 우수 전문가 활용

       라. 원자력 전문 인력의 현황검토

[그림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2년에 원자력 산업계, 연구소, 방사성동위원

소와 관계가 있는 기관에 약 38,000 명의 원자력 인력이 종사하고 있다. 200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현재 18066명의 방사선 동위원소 인력과 20122명의 원자력 

산업인력이 근무하고 있으며, 방사선 동위원소 관련 인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2002년도 원자력 인력수급에 관한 현황보고서에 의하면 원자력산업의 인력

분포는 종형 분포를 가지는 불안정한 인력분포이다. 특히 45세~ 55세들이 퇴직하

는 2020년경에는 대규모 인력란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하 다. 이러한 원자력 1세

대 전문 인력의 노령화와 정년퇴직 증가, 젊은 세대의 원자력 전공기피에 의한 

원자력수급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학 교

육 지원, 원자력 산업의 인적 자원 유지 등을 목표로 하는 원자력 인적 자원 개

발 촉진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그림 2-2] 원자력산업 및 동위원소산업의 인력현황(1999~2005) 

       마. 미래 원자력 인력수요의 예측

미래 원자력 인적자원 예측 도구는 장기 원자력 이용개발 계획을 위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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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인적 자원 수요와 구조를 알기 위해 인적 자원 예측을 위한 확률론적인 

모델로서 Markov Chain 이론을 사용한다. 인적 자원 계획수립을 위한 Markov 

Chain 모델은 미래의 인적 자원 수요와 구조를 평가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 중

의 하나이다. 모델의 수리적 계산방법은 아래 식과 같다. 

[그림 2-3] 인적 자원 계획 수립을 위한 Markov Chain 모델

       바. 원자력 인적자원개발 실행 계획  

원자력 인적자원개발 실행 계획은 정부의 재정 지원을 의미한다. 정부는 원자력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국가 원자력 진흥 종합계획에 포함하

다. [그림 2-4]는 정부가 대학생, 젊은 연구 인력을 대상을 지원하고 있는 원자력 

인력양성 국가 프로그램이다. 동 과제의 지원으로 원자력공학과 대학생 해외 연

수, 젊은 원자력 과학자 및 기술자들의 IAEA와 OECD/NEA 등 해외 원자력전문

기관 진출과 파견 사업을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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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4] 국가 원자력인력양성사업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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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내외 원자력 인력수급 현황 및 예측에 관한 연구

   원자력 산업은 1942년 맨하탄 계획과 함께 인류사회에 제 3의 불꽃을 밝히기 

시작하 다. 이 후 1956년 최초의 상업용 원자로인 국의 Coldar Hall 원자력 

발전을 시작으로 2세대, 3세대 원자로가 우리의 삶속에서 40% 이상의 전기를 공

급하며 우리와 같이 호흡하고 있다. 고도 산업단계에서 개발된 기술집약산업인 

원자력 발전산업은 10여년 이라는 짧은 기간안에 전세계에 급속히 확산되었다. 

이 기간(1960~1980년)에 건설된 원자력발전소는 총 244기 136,967 MW(e) 

[Nuclear Power Reactors in the World, IAEA, 2006]이다. 현재 총 445기가 운전

되는 것을 감안하면 현재 원자로의 반이상이 이기간에 건설되고 운 되었다. 짧

은 기간에 대규모의 산업개발은 필연적으로 대규모의 인력고용이 요구된다. 특히 

원자력산업은 새로 개척되는 산업으로써 산업인력, 연구인력, 법적 규제인력등의 

전반적인 인프라도 병행하여 개발되었다. 이 기간에 고용된 인력들은 1세대 인력

이라 불리우며 현재 50대에서 70대의 인력층을 이루고 있다. 원자력발전의 전성

기는 1979년 TMI 사고와 1986년 체르노빌사고와 함께 급속한 냉각기를 맞이하

게 되었고 이와 함께 원자력산업 전반에 걸쳐 고용 유인력과 산업 성장동력을 

잃게 되었다. 산업전반의 냉각기는 곧 인력고용시장에도 향을 끼치게 되어 원

자력산업의 인력은 이 후 퇴직 인력의 대체인력 수준 또는 그 이하의 고용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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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졌다.

   원자력선진국들은 현재 1세대 원자력인력의 대체와 대규모 퇴직에 의한 원자

력인력구조붕괴를 걱정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속에서 국내 원자력산업의 인력구

조는 어떻게 분포하며 국내 인력시장은 어떤 상태인지 파악하기 위한 정량적 연

구를 2003년 과기부에서 수행하 다[우리나라 원자력계 인력운  현황 및 수급제

도에 관한 연구, 과기부, 2003]. 국내 원자력 산업은 1959년에 원자력원과 함께 

시작한 원자력연구는 1977년 고리1호기 가동과 함께 본격적인 원자력산업국가의 

역량을 갖추기 시작하 다. 1차, 2차 전력수급계획과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토대

로 원자력발전은 꾸준히 건설되어 현재 20기의 원자로가 운전되며 전체 전략의 

40%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국내 원자력산업기술의 국산화전략과 함께 1980

년대에 선진국과 같은 단기간 대규모 채용이 이루어졌다. 2003년 과기부의 보고

서는 이때의 대규모 인력채용과 그 후의 인력채용 감소로 인한 인력구조의 불균

형을 원자력산업 및 연구기관별로 분석하 으며 원자력선진국에 비해 20년 늦게 

나타나는 피크점을 가진 종형 분포 또는 역피라미드 구조가 1980년대 채용대상

자를 중심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인력구조의 불균형은 장기적인 인력수급전략을 통하여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본 절에서는 2003년의 과기부 보고서와 원자력연감, 그리고 

원자력 산업실태조사상의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국내 원자력 산업에서의 인력수

급 문제를 분석하고 미래 원자력인력 수급상황을 예측하 다[원자력추계학회,권

혁 등,2006].    

  

       가. 서 론

   원자력 인력수급은 1세대 원자력 전문가의 급속한 퇴직이 예상되면서 전세계

적인 화두가 되었다. 원자력산업은 IT와 BT와 같은 산업과 달리 거대 장치산업

으로 인력의 계층구조가 갖추어져야만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

다.조선, 우주공학, 석유화학, 반도체산업등은 거대 장치설비산업으로 계층적 인

력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들 산업들은 연속적인 공정을 거쳐 최종산물을 이루어

간다. 한 부분의 누수는 이들 장치 산업공정의 전체적인 정지를 의미한다. 따라

서 인력누수 및 자연적인 퇴직에 의한 인력불균형은 다른 산업보다도 장치설비

산업에서 그 파급효과가 크다.

   원자력산업은 이런 계층적 인력구조외에도 특징적인 인력수급에서의 난제가 

있다. 다른 장치설비산업들은 100여년의 시간안에서 자연적인 시장경제논리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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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발전되어 왔지만 원자력 산업은 정부주도의 프로젝트 및 기술이전, 단기간의 

기술 상용화를 통해 기술탄생 10여년이내에 주요 장치산업으로 발돋움하게 되었

다. 이런 급속한 원자력산업발전은 대규모 인력을 단기간에 채용하게 되어 연령

대의 편향이 발생하게 되었다. 원자력 산업에서의 1세대 인력 퇴진은 단순한 인

력 고령화에 의한 퇴진이 아닌 하나의 거대한 전문가 계층의 손실을 의미한다. 

마치 하나의 기어박스에서 가장 중요한 모터 근처의 기어가 하나 사라지는 것과 

같은 여파를 줄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IAEA, 미국, 국을 중심으로 한 OECD/NEA에서는 1세대 인력퇴진에 따른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인력수급계획을 위한 연구를 진행중이다. 이들 2그룹과 미

국의 원자력공학과 학과장연합(NEDHO)은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에 걸쳐서 

인력수급 연구를 설문 및 문헌조사를 통해 시행하여 3권의 보고서를 작성하 다. 

이들 보고서를 본 절에서 요약보고하고 2003년 과기부의 인력운  및 수급제도

에 관한 국내의 연구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현재 한국의 상황을 진단하 다. 

진단된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의 인력 수급 현황을 예측하고 정책을 제시하기 위

해서는 인력의 분포와 향후의 원자력 산업을 예측할 수 있는 예측 모형이 필요

하다. 이들 모형들은 향후의 인력분포의 형태와 산업에서 요구하는 인력을 구체

적인 숫자로 얻을 수 있는 계량적인 모델과 원자력산업의 특성 및 원자력산업의 

미래상을 예측하는 서술적 정성적인 모델로 구분된다. 본 절에서는 계량적인 모

델과 정성적인 모델중의 하나인 4계(四季)모델을 설명하 다[2003, 과기부].

   이들 두 모형을 통해 얻어진 결과들을 이용하여 국내의 원자력인력구조를 시

나리오별로 분석하여 향후의 안정적인 인력분포를 얻기위한 정책을 제시하 다. 

인력수급의 예측과 진단을 통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인력수급정책은 원자력 산

업의 지속적인 발전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본 절의 연구는 인력수급 정책의 

시도로서 의미있으며 이들 연구의 확장 및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전

문가와 3년이상의 시간투여가 요구된다. 

    

       나. 기존 연구

         (1) OECD/NEA 연구현황1)

           (가) 개 요

   OECD/NEA는 2001년 “원자력 교육과 훈련:우려의 원인(Nuclear Education 

and Training: Cause for Concern?)"이라는 제하의 보고서를 발간하 다. 이 보

1) 본 절은 2003년 과기부 보고서와 OECD/NEA, 2001년 원문을 요약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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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서에는 OECD/NEA 회원국들의 원자력 교육/훈력과 관련한 우려들에 대한 원

인분석과 함께 일련의 해결책을 제시하 다.

16개국 200여개의 기관을 대상으로 행해진 연구는 1998년 조사연구를 대학, 연구

기관, 발전 및 제조관련 엔지니어링 관련기관에 대해 수행하 다. 원자력 프로그

램을 제공하는 과정수, 교육기관 종사자의 연령, 학부 , 석박사 등록생 및 졸업생 

수, 대학이 보유한 연구기자재등에 대해 조사하 다. 

    

           (나) 원자력 교육/훈련에 관한 문제점

   OECD/NEA에서 제시한 문제점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대학과정 내의 종합적

이고 질 높은 원자력 기술 프로그램은 전보다 더 적어졌고 자질이 우수한 학생

들을 유인하고, 미래 원자력 산업 충원 요건을 만족 시키고, 필요한 최첨단 연구

를 수행할 수 있는 대학의 능력은 우려할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평가하 다. 이들

에 대한 각 원인별 분석은 아래와 같다.            

             ① 원자력 프로그램 수의 감소와 타분야 희석(Dilution)

   원자력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대학의 수는 감소하고 있다. 일부 대학들은 등록

자 감소를 해결하기 위하여 역량을 결집하고 강좌의 수를 축소하고 있다. 학부제

내에서 원자력 과목들을 전공선택으로 전환함으로써 부족한 재원을 해결하고 있

다. 어떤 학과는 강좌 내용을 더 넓은 범위로 확장하거나 이름을 바꿈으로써 학

과 과정의 매력을 확대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런 시도는 유행을 통한 신입생

들의 더 많은 유인이 가능하나 원자력 교육의 본연의 정통성을 잃어 버리고 한

꺼번에 원자력교육이 유실될 위험을 내포한다. 

             ② 원자력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수의 감소  

   그림 [2-5]는 1990년에서 1998년 사이에 학사학위 수여자와 대학원 수여자와

의 추이를 보여준다. 학사학위 수여자는 9.8% 줄어든 반면 석사학위자는 1990년 

수준을 유지하 고 박사학위자는 오히려 1990년에 비해 26% 증가했다. 많은 학

사과정에서 원자력 관련 강좌의 시간이 줄어들거나 관련 전공필수가 전공선택으

로 대체되고 있다. 이는 학부생의 전공지식 수준이 줄어듦을 의미한다. 

   전공과목 수의 양적인 줆어듬과 학사학위자의 감소는 인과관계가 있다. 원자

력 전공과목의 줆어듬은 원자력관련 전공희망자의 수강인원이 줄어들게 되고 이

를 조절하고자 하는 대학당국의 노력은 결국 학과의 축소 및 관련 과목의 통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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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등의 조치를 통해 원자력 전공 학사자의 수가 줄어들게 된다. 이는 질적인 면

에도 향을 주어 해당 전공 및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전공 수준에 못미치는 졸

업자를 배출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양질의 졸업자를 충

당하지 못하여 수급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그림 2-5]2) 1990, 1995, 1998에서 원자력전공 학위수여자 추이

             ③ 퇴직 대학교원을 대치할 젊은 대학교원의 결핍

   퇴직 및 고연령 교원의 문제는 각국의 상황마다 다르다. 국과 미국의 경우

는 전임대학교원의 수가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부시 행정부의 Nuclear 

Initiative 및 Hydrogen Initiative 계획을 통해 원자력 분야의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어 조만간 이 추이는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될 전망이다3). 반면 프랑스와 일본

에서는 전임대학교원의 수가 증가하 다. <표 2-1>에 각국의 상황이 제시되어 

있다. 

2) Nuclear Education and Training: Cause for Concern?에서 직접 발췌

3) 현재 이 보고서는 2001년에 작성되었으며 사용된 자료는 1998년까지 조사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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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1998년의 대학교원의 연령4)

     

   이 표에 의하면 젊은 교원의 유입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특별히 한국의 경우 

평균연령이 48세이며 30대 이전의 교원과 30대 초반의 교원의 유입이 없다는 것은 

향후 고령의 대학교원이 퇴직 시 이의 대체 교원이 부족할 수 있는 환경이 예상된

다. 대체 교원이 없다면 교원의 전체적인 수는 줄게 되고 이에 따른 원자력전공 학

생들의 수가 줄게 되는 악순환이 벌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 

             ④ 세대교체 없는 노후화된 연구시설

   대부분의 대학은 연구 및 실험시설이 교내에 설치되어 운 되고 있다. 교내에 

시설이 없는 경우 근교에 있는 연구소 및 타 대학의 연구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실험 및 실습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표 2-2>에는 1990년과 1998년의 실험시설 상태를 비교하고 있다. 많은 연구

용 원자로가 해체되고 있으며 이들의 평균연령이 25년 전후인 것을 감안하면 현

재 원자력 산업에서 요구하는 신기술을 현재의 실험시설과 장비들이 이들 기술

들에 잘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4) Nuclear Education and Training: Cause for Concern?에서 직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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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1990년과 1998년의 대학실험시설 상태의 비교5)

             ⑤ 원자력산업에 흡수되지 못하는 원자력전공자들

   대체적으로 학부생의 20~40%만이 원자력전공 관련 산업 및 연구를 계속 수

행하고 있다. 박사과정의 경우 약 70%가 원자력관련 연구 및 산업체에서 연구 

및 기술개발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 전공자들의 50% 이상이 원자력 산

업에 흡수되지 못함은 분명하다. 이미 몇몇 나라에서는 원자력전공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계속 줄고 있으며 선택한 학생들도 계속하여 원자력분야를 택하는 수

가 줄어들고 있다. 원자력산업이 요구하는 전공인의 원활한 공급이 점점 어려워

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 교육기관 쇠퇴의 원인분석

   OECD/NEA는 원자력 교육 훈련 쇠퇴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문제점 

진단과 함께 원인분석을 수행하 다. 3가지 주요 원인이 도출되었으며 이 중 학

생의부정적인식이 이들 문제점의 주요 쟁점이었다.

             ① 전략적 계획의 부재

도쿄의정서 발효와 치솟는 유가 그리고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제

적인 유일한 대안은 원자력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속하기 위한 노력은 대부분 

잠정적이고 일회성인 대책들뿐이다. 

   각 국가들의 민 화, 기업합병, 시민사회의 성장과 같은 내외적인 요인들에 

의해  OECD 국가의 원자력산업은 합병되고 민 화되고 있다. 정책과 시민사회

의 압력속에서 많은 OECD 국가들이 원자력산업을 폐기 또는 축소를 시도하고 

있다. 에너지 정책은 장기적인 경제수요와 경제성장율에 의하여 수립되는 장기전

5) Nuclear Education and Training: Cause for Concern?에서 직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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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이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안정된 전력공급과 국가경제를 위하여는 보다 전략적

인 계획이 요구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원자력관련 프로그램의 정부지원

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② 학생들의 부정적 인식

   원자력전공 학생 수는 점진적으로 감소되어 왔다. 등록자수의 점진적 감소를 

조장하는 학생의 부정적 인식은 교육환경, 대중의 인식, 산업활동, 정부 지원 원

자력프로그램에 향 받게 된다. 부모님, 동료, 선후배, 메스미디어 등에 의해 학

생들은 원자력분야에 부정적 인식을 받게 된다. 특히 원자력산업을 상징하는 원

자력발전의 민 화와 축소등은 학생들에게 원자력산업의 미래를 불분명한 것으

로 인식케하여 학생들은 이러한 정보들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원자력과는 다른 

긍정적 이미지와 전망있을 것으로 유추되는 분야로 전환한다. 결과적으로 학생들

은 원자력분야의 진출을 망설이게 된다.

             ③ 원자력 교육의 쇠퇴의 향

   학생들의 점진적인 감소는 대학 재정의 감소에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재정의 

감소로 인해 대학은 대형 설비의 운  및 노후설비의 교체등과 같은 시설투자와 

보수에 많은 자원을 투여할 수 없게 된다. 시설의 노후화와 설비투자의 부족은 

학생들이 원자력전공으로의 선택을 주저케하여 결국 학생수의 감소로 연결된다. 

 장기적으로 이러한 원자력전공자의 감소는 아래와 같은 위험성을 내포한다; 기

존 원자력기업의 불이행, 장기적 선택으로서의 원자력발전의 상실, 국제적인 

향 감소, 신기술의 개발의 지연.

           (라) OECD/NEA에서 제안하는 해결책(Best Practice)

9가지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해결책들은 정부, 연구, 산업, 학계의 모

든 분야에서 유기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정부와 산업계에

서의 적극적인 투자와 유치전략을 요구한다. 학계와 연구계에서는 신진 연구자들

과 기존 연구자들의 조화와 공동연구를 통해 신진 연구자 및 전공을 선택하려는 

학생들에게 원자력 산업의 비전을 보여주길 OECD/NEA에서는 요구하고 있다. 9

가지 해결책들은 아래와 같다;

 1) 원자력분야에서의 초기관심 유발

 2) 공학교육과정에서의 원자력과정과 활동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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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원자력교육에서의 교육내용의 변화

 4) 직업선택전의 직업관련 접촉점 증가

 5) 장학금, 연구비와 훈련비의 진흥

 6) 원자력의 교육네트워크 강화

 7) 산업계에서의 고용인력의 유인책 강구

 8) 학생의 조기연구과제 참여를 통한 원자력분야로의 유인

 9) 신진연구구자의 원로그룹(Senior)과의 협력연구 활성화

         (2) IAEA의 NKM 현황6)

           (가) 개 요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1세대의 전문인력의 퇴진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동안 축적된 원자력지식의 온전한 전수를 위해 “원자력 지식의 관리

(Nuclear Knowledge Management)"라는 주제의 고위급 관료 회의를 2002. 6. 17

일부터 3일간 개최하 다. 33개국 60여명의 고위급 관료와 IAEA와 OECD등 국

제 협력기구의 고위급 관료들도 참가하 다. 

          

           (나) 1세대 퇴진을 대비한 원자력지식 계승을 위한 권고사항

   본 회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일반권고사항과 후속조치로 제시되었다. 일반권

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후속세대를 위한 원자력지식의 보존이 시급

 2) 원자력지식보존을 위해서는 정부, 산업, 연구, 학계의 유기적인 역할이 요구

되며 특히 국제협력을 권고

 3) 젊은 과학자와 신입생의 원자력으로의 유인을 위한 비전제시

 4) IAEA는 온전한 원자력 지식계승을 위해 회원국들에게 지속적인 훈련/교육 

제공

 5) 회원국들의 관심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대책을 사무국에서 강구

   본 회의에서 의결한 후속활동은 12개의 후속활동과 6개의 우선조치등으로 정

리되었다. 우선활동(Top Priority Activity)은 다음과 같다;

 1) IAEA 및 기존 원자력지식 기반을 “Nuclear Knowledge Portal"로 통합

 2) 회원국간의 원자력교육 네트워크 구성

6) 본 절은 2003년 과기부 보고서의 원문을 요약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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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원자력 지식보존 지침서 개발

 4) 지식보존 사업 수행(고속증식로)

 5) 대중에 대한 원자력 과학기술 홍보 전략 및 대책 추진

 6) 대학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국제적으로 인증될 수 있는 “고등 원자력학위

과정”을 위한 커리큘럼 개발 촉진

   12개의 추가활동(Additional Activity) 권고사항은 아래와 같다;

 1) 국제 원자력대학 설립 지원

 2) 회원국들의 기존지식 보존 Map 제작

 3) 은퇴전문가와 젋은 과학자간의 네트워크 구성지원

 4) 연구 및 고등교육을 위한 Fellowship 지원

 5) 젊은 학생들이 원자력 교육으로의 유인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6) 회원국의 첨단기술 및 원격학습을 포함한 연구, 교육훈련 능력과 수요파악

 7) 활용 가능한 IAEA 자원과 지식관리 프로그램의 통합

 8) 산학연 협력지원

 9) 교육 및 훈련을 위한 새로운 지역훈련센터 지정

 10) 전문가 시스템 활용으로 중요한 정보와 지식에 대한 접근성 증진

 11) Summer School 지원

 12) 기타 UN 기관들과의 협력강화

         (3) 미국의 인력수급 현황7)

           (가) 개 요

   미국의 원자력사회는 원자력규제의 강화, 핵확산 금지, 신규원전의 건설중단, 

신규인력의 채용부족, 원자력공학전공의 쇄퇴등의 이유로 조성된 위기감을 해소

하기 위하여 1990년과 2000년까지 10년의 기간동안인력수급에 관한 대규모의 연

구가 진행되었다. 

   서로다른 기관에서 조사한 3개의 연구결과들은 비록 다른 목적으로 조사되었

지만 모두 통계적인 수치에 근간을 두고 있기에 객관성에서는 의미있다고 판단

된다. 따라서 이들 3개의 결과들을 통해 미국의 인력수급 현황과 대책을 본 절에

서 살펴볼것이다. 

7) 본 절은 2003년 과기부 보고서의 원문을 요약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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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National Academy 조사결과[NAS, 1990]

   1990년대 초반 미국의 National Academy of Science(NAS)에서는 감소하는 

등록률과 원자력공학의 쇄락에 따라 미국의 학부 및 대학원 과정에 대하여 원자

력 교육과정, 연구 관심사, 다음세대 교육수요와 향후 5, 10, 15, 20년의 인력수급

현황을 조사하 다. 이들은 궁극적으로 아래의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기 위하

여 수행되었다;

 - 향후 20년 미국의 에너지 정책의 향방은?

 - 프로그램의 감소는 지속될 것인가?

 - 인력수요와 공급간의 평형점은 가능한가?

 - 정부와 산업계의 입장은 다음 십여년 동안 어떻게 바뀔 것인가?

 - 수요증가에 따른 교육 및 연구 프로그램의 조속한 확대가 가능한가?

 - 공급부족을 타 분야 전문가가 대체 가능한가?

 - 더 뛰어난 학생이 여전히 원자력공학과에 매력을 느끼는가?

 - 석박사 과정의 경우 대학교원의 연구 관심이나 활동이 향후 십여넌간의 수요

에서 요구되는 원자력 엔지니어를 적절히 훈련시킬 수 있을 것인가?

 - 현재의 교육프로그램이 미래산업과 정부의 필요를 적절히 충족 시키는가?

 - 다음 세대의 원자력 엔지니어에 요구되는 기술과 교육은 무엇인가? 

   

   미국은 1950~60년대에 원자력공학은 인기과목이었다. 주요인은 원자력 위원회

의 장학금과 많은 대학 연구 프로그램에 기인한다. 1963년 미국 원자력위원회는 

128명에게 Graduate Fellowships을 수여 했고 1870년대 76기의 대학연구로가 가

동되었으며 1975년에는 80개의 원자력공학과 및 프로그램과 63개의 보건물리 프

로그램이 진행되었다. 

   1979년 TMI-2 사고와 1986년 Chernobyl 사고 등의 여파로 1970~80년대 예정

되어있었던 신규원전에 대한 건설포기가 이루어졌으며 원자력분야의 연구관심사

는 1978년 이후 전통적인 원자로공학 이외의 비원자로 응용 부문으로 전이되었

다. 

   이에 따라 지난 20년간 원자력 응용분야에 대한 정부의 기여는 상당량 감소

하 다. 1987년에는 단지 27기의 대학연구로만이 가동되었고 1989년에는 원자력

공학 프로그램이 39개로 감소하 다. 

   그 결과 신규 교원을 적기에 채용할 수 없었고 [그림 2-6]에서 처럼 전체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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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1/3이상이 55세 이상, 16%만이 40세 이하인 상황으로 원자력공학분야의 교

수들의 평균연령은 미국 전체 공대 교수의 평균연령보다 10살 이상 많게 되었다. 

이와 같은 원자력분야의 침체분위기는 학부생 및 대학원생의 수가 30~35% 정도 

감소하는 경향을 이끌었다.

   [그림 2-7]을 살펴보면, 미국내 원자력 산업에서 수용가능한 인력은 1981년 

약 1200명에서 1989년 600명 수준으로 감소한다. 그 후에는 상황변화에 따라 감

소율의 기울기가 지속되거나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빗금으로 나타내었다. 미국

내 원자력 관련 일자리 수요는 감소하다가 1989년을 중심으로 증가하게 되는데 

일부 퇴직 수요가 반 된 결과이다. 퇴직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2년 말

에서 1994년 사이에 일자리 수요는 공급능력을 상회하게 된다. 2000년을 기점으

로 한 퇴직인력의 증가로 이 차이는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6]8) 1990년대 원자력공학 분야 교수들이 연령 분포  

  

8) Nuclear Education Status and Prospects, 1990, National Academy of Science에서 직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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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9) 미국의 1990년대 이후의 수급전망과 추이곡선 

             ① 문제해결을 위한 권고사항-정부

  - 훈련비 및 장학금에 대한 자금지원의 증가

  - 발전용 원자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연구비 증액 및 

지원이 요구됨. 특히 혁신적인 설계(innovative design)에 대한 연구비가 증액되

어야 한다10). DOE 연구비는 년간 4백만 $에서 11백만$ 수준으로 증액되어야 한

다.

  - 인류통계학적 경향에 의해 첨예한 수요로서 여성과 소수민족을 원자력공학

에 끌어들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증진되어야 한다.

  - DOE는 NSF에 의해 제정된 소수지향적 과학기술발전의(minority-oriented 

science and technology initiatives)에 원자력공학 참여를 위한 자금지원을 고려

해야 한다.

  - DOE는모든 원자력공학과가 교육목적을 위해 미국내의 연구로에 접근하는 

것을 지원해야한다.

  - DOE는 원자력 관련활동 종사자 조사결과에 따른 원자력 엔지니어링에 대한 

인력자료에 인력 수요와 공급이 즉각적이고 정확히 반 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문제해결을 위한 권고사항-산업계

  - 단기간 수요는 대부분 정부 프로그램에 의존하지만 원자력분야의 장기적인 

9) Nuclear Education Status and Prospects, 1990, National Academy of Science에서 직접 발췌

10) 부시 행정부는 2001년 GEN-IV와 Nuclear 2010을 통해 새로운 지원책과 유인책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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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는 원자력의 중흥으로부터 야기될 것이다. 이러한 연유로 전기사업자와 지지

기반 산업자는 정부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적절히 훈련된 인력공급을 돕기위한 

지원활동에 참여를 늘려야 한다. 이러한 지원은 cooperative student programs, 

research sponsorship, scholarship and fellowships, seminar sponsorship과 대학

내 교원의 자리를 만들고 지원하는 활동들을 포괄한다.

  - 산업계는 원자력학회(ANS)나 기계학회(ASME), 전기전자공학회(IEEE)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원자력 공하교육을 옹호하여야 한다. 

             ③ 문제해결을 위한 권고사항-학계

  - 원자력공학의 교과과정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그러나 학부과정의 

경우 계통지향적 원자로공학, 방사선 공학등을 강조하여야 한다. 학부 및 대학원 

과정 모두에서 방사선 폐기물 처분 및 환경복구등이 보강되어야 한다.

  - 연구로를 활용하는 연구가 더 많이 연구프로그램 및 수업에 포함되어야 한

다.11)

  - 대학 행정당국은 젊은 교수진이 시기적으로 적절히 추가되는 것을 허용하기 

위하여 나이든 교수진이 부분적으로 혹은 단계적으로 은퇴하도록 함으로써 젊은 

교수층이 가지는 능력에 접근성을 유지하는 혁신적인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다) NEDHO 조사결과

미국 원자력공확과과장회의(NEDHO)에서는1999년 DOE의 자금지원을 받아 미국

원자력학회(ANS)와 미국 공학교육학회(ASEE: American Society of 

Engineering Education)과 공동으로 원자력 산업인력 수급에 관한 조사를 수행하

다. 32개 대학가운데 28개가 응답을 하 고 145개 기관 가운데 76개 기관이 설

문조사에 응답하 다. 

실시된 연구의 첫 번째 작업은 17개항의 문제점과 23개의 해결방안을 제시한것

이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원자력 전공자에 대한 수급 불균형의 문제는 정량화되고 사회적 이슈로 부각

되어야 한다.

 - 원자력 분야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할 필요성이 있으며 산업계, 학계, 정부간

의 협력활동과 의사전달이 현재보다 개선되어야 한다.

11) 국내의 경우 대학 4년의 원자로 실험에서 경희대의 AGN-10원자로 실험이나 원자력 연구소의 하나로 

실험만이 유일한 연구용 원자로를 활용한 수업 및 연구프로그램이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연구용 원자로를 

활용하는 연구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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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 연구로의 감소 등 대학의 연구기반 붕괴의 향을 평가해야 한다.

   제시된 해결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인력수급의 불균형 문제점에 대해 산업계와 정부부문에서 인식을 같이하여야 

한다.

 - 원자력공학의 교과과정이다양화 되어야 하며 원자력의 필요성, 도전적 직업기

회 등에 대한 마케팅이 이루어져야 한다.

 - 대학, 산업계, 정부는 원자력공동체의 주요현안에 대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가져야 한다.

   이어 수행된 두 번째 작업은 향후 인력의 공급과 수요를 고려하여 불균형의 

정도가 어느정도인가를 예측했다. 조사에 응한 기관이 52%이었기에 나머지 기관

에 대해서는 응답기관과 유사한 경향을 가질 것이라는 가정으로 인력수요 현황

을 분석하 다. 인력공급의 측면을 담당하는 대학의 경우 대부분의 기관에서 응

답에 답하 고 상당히 신뢰성있는 공급 데이터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림 2-8]에 의하면 1999년부터 인력의 수요가 공급을 상회하게 된다고 조사

되었다. 52%의 산업계에서 신규인력의 수요는 512명이고 가용한 학사 및 석사 

인력이 149명에 불과하다. 이러한 현상은 원자력 공학과의 공급능력을 일부 상향

조정하더라도 2003년까지 계속될 것이라 추정한다.

[그림 2-8] NEDHO의 1999년 이후의 수급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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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국내 인력수급 분석           

         (1) 개요

   본 절에서는 원자력산업에서의 인력수급을 분석하기 위하여 인력수요의 측면

에서는 2차진흥종합계획 수립시 수행된 설문결과와 취업계수를 통한 분석을 통

대로 하 다. 공급에서는 마르코프 연쇄확률을 이용하여 대학 및 대학원 졸업생

수를 예측하엿다. 이들을 통해 시나리오 별로 미래의 수급현황을 분석하 다.[권

혁, 2006]          

          

         (2) 인력수급모형의 필요성

   현재 원자력산업계의 인력수급 예측 및 구조에 관한 연구는 최근 2003년 과

기부의 연구가 유일한 정량적인 연구이다. 그러나 현재의 통계자료와 기존의 연

구결과들을 바탕으로한 현재의 인력구조의 진단을 주요 목표로 연구되었다. 특히 

현재 각 기관의 인력구조의 형태를 조사 분석하여 향후 이들 주요 구성원들이 

은퇴시 각 기관들(KAERI,KINS, KHNP등 원자력 관련 주요기관의 인력조직을 

분석)의 향후 인력 분포를 예측하 다. 그러나 수학적 모델을 사용하지 않고 현

재 상황의 단순한 외삽을 통해 분석한 한계가 있다. 진단된 결과를 요약하면 주

요 연구 단체인 KINS, KAERI는 종형 형태를 가지면 2025년을 정점으로 대규모

의 인력 퇴진이 예측된다. KHNP의 경우 의사결정을 하는 경 층에서의 원자력

전공자가 줄어듦에 따른 원자력산업의 전통적인 이해관계가 많이 약화 될 것으

로 예상하고 있다. 

   2003년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의 인력수급을 조절하는 정부에서

는 어떠한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인력수급 계획을 제안하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정부는 단기적이고 임기응변적인 대책으로 원자력인력수급 정책을 취해왔다. 그

러나 최근 정부는 그 필요성을 원자력 산업 수출 전략 추진과 세계적인 인력수

급에 관한 위기감으로부터 인지하고 있다. 2007년 3차 원자력진흥종합게획에서는 

이러한 필요성을 토대로 인력수급 연구를 위한 연구계획안이 기획되어 있다.

   앞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국의 경우도 국외의 경우처럼 인력수급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80년대 중후반의 원자력연료 국산화 사업과 G-7 프로젝트를 통

해 대규모의 인력충원과 그 이후 10여년간의 극소수의 채용은 불균형은 종형 인

력분포를 원자력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 시켰다. 이러한 단기간의 대규모 인력채

용과 그 이후 기간의 채용냉각기는 향후의 대규모 인력 퇴직을 통한 인력구조의 

불안정성을 조장하여 ‘인력요요현상’12)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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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인력수급형태를 파악하고 현재의 불균형 인력분포를 평탄

화할 수 있는 균형점 도출과 전략이 필요하다. 앞절에서 살펴보았던 해외 사례분

석결과와 2003년 과기부 보고서, 2005년까지의 원자력 연감, 7차 원자력산업 실

태분석자료를 토대로 이들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하여 마르코프 연쇄를 통한 공

급 모형화와 취업계수를 통한 수요모델을 이용하 다.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을 토

대로 낙관적 전망과 비관적 전망에 대한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각 상황별로 수급 

균형을 위한 대책을 본 절에서 모색하 다. 

   

         (3) 원자력 산업에서의 인력수급 모델

           (가) 기존연구

   일반적으로 인력계획은 조직내의 인력의 승진,퇴직, 신규채용등을 통해 조직

내의 인력구조와 조직을 최적화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조직은 총괄계획을 통

해 자원계획, 투자계획, 연구기획 등과 동일한 선에서 인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

다. 조직의 최적인력조직은 조직의 향후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인력의 질과 

양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신상은, 1991].

   인력관리자들은 최적인력조직 달성을 위해 복잡한 의사결정과정과 미래의 불

확실성, 관리의 대상인 조직원과의 갈등등을 통해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

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성적이고 기술적인 모형이 아닌 계량적인 인

력게획 모형이 요구된다. 계량적 인력계획모형의 장점은 아래와 같다[신상은, 

1991];

  - 조직의 미래변화에 효과적인 인력정책 수립

  - 미래 충원 인력의 정량적 결정

  - 필요분야 인력의 적시 공급

  - 인력상태의 장기적 추이 예측

   이러한 인력계획의 구체적인 방법론에 관한 기술은 1945년 Seal에 의해 처음 

시도되었다.  입소, 승진, 재대를 통해 군조직의 유지 및 변화가 발생하는 군대 

조직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이용된 방법론은 민간 조직내로 확대 적용되

었다. 

   인력계획은 그 대상에 따라 거시적 인력계획과 미시적 인력계획으로 구분된

다. 거시적 계획은 노동경제학의 한분야로서 사회체제내의 인력의 지역간 이동, 

12) 2003년 과기부 보고서에서 처음 언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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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간 이동, 인력자원의 질적인 변화등의 문제를 다룬다. 미시적 인력계획은 기

업조직이나 공공조직 특히 군 같은 조직의 인력흐름인 유입, 진급, 이직에 관한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인력수급계획의 모형은 1960년 Computer의 도입과 함께 방대한 자료와 빠른 처

리속도를 바탕으로 수치계산이 가능하도록 발전하 다. 이들 각 모형의 특성 및 

장단점의 개괄은 <표 2-3>에 요약 되어있다.  

<표 2-3> 인력계획 모형의 개요 및 장단점 개괄13)

 

   장기적인 인력수급 및 원자력 산업의 상황을 평가하기 위하여 정범진[2004]은 

13)  경영과학 8권 2호, 1991년, 신상은, 김영호의 “계층적 인력구조를 갖는 연구기관의 인력계획 모형”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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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계 모형을 도출하여 정성적인 평가를 시도하 다. 그의 모형은 <표 2-4>에서 

처럼 요약할 수 있다. 그에 따르면 원자력 선진국(미국, 국, 독일 등)들은 겨울

의 단계에 들어섰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들 모델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현재 가을

의 상황이며 향후 어떤 겨울 맞을 것인가는 그 나라의 노력에 달렸다고 평가하

다.

<표 2-4> 원자력산업의 사계 모델14)

           (나) 적용 모델

             ① 자료분석방법

   자료수집은 1999년 이후부터 2005년까지의 원자력 연감을 통해 국내 원자력

전공계열의 학생수를 분석하 다. 인력수요를 위한 자료는 7자 원자력산업실태조

사의 자료와 IEO 2006자료의 경제전망 수치를 이용하 다. 인력공급측면은 원자

력관련 대학졸업자와 대학원 졸업자수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인력수요는 원자

력산업계에서 발전 및 원자력연구에 관련된 인력만을 분석하 다. RI를 이용하는 

방사선 동위원소계열의 산업 수요는 분석에서 제외하 다.15) 

             ② 인력공급모델

14) 정범진, IYNC, 2004에서 “ Growing Concerns on Nuclear Manpower Shortages and Korea 

Initiatives"라는 주제로 발표한 자료에서 발췌 

15) 방사선 동위원소 이용산업 실태조사가 최근 방사선협회를 주관으로 하여 연구된 자료가 최근 도출되었

다. 이를 이용하면 방사선 동위원소 이용 산업이 포함된 전체적인 수요통계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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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전공자의 인력 구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계속해서 변화한다. 변화하

는 인력구조를 시간간격을 두고 관찰해 나간다면, 인력구조는 일정시점에서 정지

된 인력의 상태를 나타낸다. 인력구조간의 변화는 수량적인 흐름을 통해서만 설

명이 가능하다. 정지된 인력구조상태와 관찰시점간의 수량적 흐름은 stock과 

flow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때 흐름의 유형은 마르코프 연쇄(Markov 

Chain)에서 사용하는 전이확률로 전환 될 수 있다. 인력구조는 상태의 구성으로 

볼 수 있다. 인력구조의 변화를 마르코프 연쇄의 기본적인 속성으로 전환할 수 

있음은 인력공급예측에 마르코프 연쇄 모형을 이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이광

희, 1999].   

   원자력전공자의 인력흐름에 관한 기본흐름에 관한 흐름도와 그에 의해 발생

하는 전이확률은 [그림 2-9]와 같이 나타난다. 각 입학생수는 학사입학, 석사 및 

박사입학으로 평가되며 각 진급은 상위학년으로의 승격만 있지 아래로의 강등은 

없다고 가정하 다.

[그림 2-9] 마르코프 연쇄를 활용한 원자력인력공급의 모형화

             ③ 인력수요모델

   인력수요분석은 2차 진흥종합계획의 설문조사 결과와 취업계수를 이용한 거

시적 인력계획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취업계수는 일정기간동안 생산활동

에 투여된 취업자수를 총 산출액으로 나눈 수치로 정의된다. 일반적으로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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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삼는 산출액은 1억원을 기본단위로 한다. 매년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각 산업의 

취업계수를 산출하여 제공한다. 취업계수는 노동경제학적으로 산업의 고용흡수력

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취업자수를 실질 GDP(1억원당)로 나눈값으로 계산한다.

   본 계산을 위해 사용된 취업계수는 전력산업의 발전분야에 관한 값을 이용하

다. 이를 원자력 산업에 적용하기 위하여 적절한 가정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 

이들 가정은 아래와 같다;

  - 총전력산업에 대하여 3대 발전에 대한 GDP 분율은 일정하다.(화력=원자력=

신재생에너지)

  - 발전소 건설에 따른 토목사업에 관한 GDP 기여분은 고려되지 않는다.

  - GDP는 총 매출액-총지출액으로 어림계산하 다

  - GDP 예측값은 에너지 소모율에 선형비례한다는 가정하에 계산한다.

  - 원자력 발전의 이용율은 0.9로 가정한다.

  - Gen-IV, 원자력수소, 원전수거물처분장, RI 산업은 현재 원자력 산업의 

GDP에 기여하지 않는다.

   6가지의 가정하에서 도출된 취업계수는 그림 2-10에 제시되었으며 이들 취업

계수를 통한 수요예측을 위한 전개과정은 우선 취업자에 관한 실질 GDP를 산출

하고 시간에 대한 취업계수의 추이를 얻어낸 후 이들 자료를 토대로 취업계수에 

관한 회귀식을 도출한다. 

[그림 2-10] 원자력발전산업에 관한 취업계수의 회귀식과 취업계수의 개형

         (4) 원자력 산업에서의 인력수급분석

           (가) 인력수요전망 예측결과

   인력수급 모델을 적용하여 인력수요전망을 2030년까지 예측하 다. 이를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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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발전량을 2003년 18GW에서 2030년 30GW까지 발전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하 다. 2차 진흥종합계획에 의거한 예측결과의 자료는 2010년에 35,000여명 수

준으로 예측하 다. GDP를 통한 취업계수 분석은 2010년까지 25,000명 수준으로 

지속성장하여 2020~2030기간에 21,000명 수준으로 포화상태에 도달할 것으로 나

타났다. 이들 분석된 결과는 최대 오차 30 ~ 0.4%로 나타났다. 

 

 [그림 2-11] 원자력산업의 자료와 예측자료를 토대로 한 2030년까지의 인력

수급 예측 결과

           (나) 인력수요전망 예측결과

   취업계수를 통한 인력수요전망 예측의 자료와 자료내의 정성적인 분석을 위

하여 원자력연감과 산업실태조사자료를 이용하 다. 그림 2-12에서는 원자력산업

의 인력수요전망을 보여주고 있다. 분석된 결과는 원자력전공자는 전체 대졸이상 

취업인력의 5.3%에 불과하다고 평과되었다16). 이는 기계 및 전기전자의 원자력 

산업계로의 취업하는 전공자의 1/3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2002년부터 2005년까

지의 취업인력수는 160명에서 54명으로 약 100여명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

러한 인력채용의 불안정성은 결국 원자력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불안정한 미래

산업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어 전체 원자력 인력의 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17). 취업  

16) 원자력발전 분야의 산업계의 수요에 관한 정확한 통계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인사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17) 이러한 분석은 앞서 분석된 OECD/NEA와 NAS, NEDHO 분석결과에서 공통된 결론으로부터 지지된다. 



- 31 -

   계수를 통한 원자력전공자의 순수 채용인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기존 자료를 

토대로 매년 채용인력의 10%를 신규채용하며 이중 5%가 원자력 전공자라는 가

정하에서 계산된 결과이다. 이런 가정하에서 최대 127명을 산업계는 필요로 하며 

2025년 이후에는 약 103명 수준으로 수요인력이 포화될 것으로 예측하 다. 2차 

진흥종합계획에 의한 설문결과는 Gen-IV와 원자력수소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

될 경우에 관한 설문으로 매우 낙관적으로 원자력산업을 평가하 다. 이들 신규

사업에 의한 취업유발은 아직 정량적으로 경제성 평가가 되지 못하 기에 전문

가의 설문결과인 이 설문의 결과로 대체하여 평가하도록 한다. 설문결과는 2010

년에 현재 인력의 2배인 약 300명을 2015년에는 150% 성장한 450명을 신규인력

으로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일치된 의견을 보여주었다. 

[그림 2-12] 원자력산업의 인력수요 현황 분석 결과

           (다) 인력공급전망 예측결과

   원자력인력 공급은 전적으로 원자력전공 대학에 의해서 공급된다고 가정하

다. 학부생과 석박사 과정을 통해 원자력산업으로 유입되는 인력은 원자력산업실

태조사와 원자력연감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하 다. 필요시 직접 해당학과 사무실

에 전화와 메일을 통하여 졸업생 현황을 파악하 다. 이들 결과들을 토대로 마르

코연쇄의 전이확률을 계산하고 전이행렬을 구성하 다. 구성된 결과를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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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마르코프 연쇄의 가정하에서 결과를 전망하 다. 

   이들 원자력인력의 구조는 학과제에서 학부제 개편을 통해 인력에서 많은 변

화를 보여준다. 특별히 2003년도의 학부생수가 전년도 대비 216명에서 147명으로 

급감한 이유는 바로 이러한 학부제의 향으로 사료된다. 원자력연감에 의하면 

2002년을 제외하고는 1999년도부터 전체졸업생수는 매년 감소하는 반면 대학원

생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1998년 IMF 이후 취업경기의 악화로 대학원으

로 졸업생수의 선회와 BK21사업 및 주요대학원의 연구대학원으로의 전화을 통

한 대규모 대학원생 유치를 통해 대학원생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림 2-13

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2030년까지 213명선으로 2000년대비 9% 증가하며 이들 

구조는 학부생 157명, 석사 37명, 박사 19명선의 구조로 인력이 원자력산업으로 

유입된다. 

 

[그림 2-13] 원자력산업의 인력공급의 학사, 석사, 박사의 추이

         (5) 원자력 산업에서의 인력수급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

           (가) 전력수급계획에 따른 시나리오

   현재 수급계획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2030년에 현재에 대비해 발전용량이 

12GW로 신설된다고 가정하여 수요량을 취업계수를 통해 도출하 다. 공급은 현

재의 대학인력구조가 유지되며 마르코프 연쇄를 통해 인력이 공급된다고 가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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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시나리오 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그림 2-14와 같다.

   이들 시나리오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는 매년 100여명 수준으로 공급초과의 

사항이 발생한다. 2030년까지 약 760여명의 누적 실업자가 발생할 것으로 에상된

다. 이러한 결과는 선진국의 공급부족과는 상이한 결과이다. 따라서 국내원자력

산업은 기존 선진국과는 다른 접근을 통해 인력 불균형을 해소하여야 할 것이다. 

대안으로는 원자력산업계 전반에서 10% 수준으로 원자력 전공자를 모집하면 인

력수급은 균형점에 도달 가능하며 이는 파란색 원형실섬과 수요자의 실선이 교

차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이러한 10% 수준은 기준보다 원자력 전공인력비율을 

2배로만 높여주면 해결될 수 있는 과제로 판단된다. 

[그림 2-14] 원자력산업의 인력수급 시나리오 분석(현재 전력수급유지의 경우) 

           (나) 고도성장 시나리오

   공급은 대학의 인력구조가 현상유지 된다고 가정한다. 고도성장의 경우라도 

우리나라의 인력공급은 정부의 교육부에 의해서 정책이 결정되며 산업구조와 상

관없이 학과의 입학생 및 졸업생수가 결정되기 때문에 공급에 대한 유연성이 매

우 떨어진다. 따라서 공급측면의 변화가 산업의 고도성장과 독립적이라는 가정은 

신뢰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수요는 산업계의 전망에 의해 결정되는 변수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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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적 경제 전망값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원자력산업의 고도성장은 Gen-IV 및 

원자력수소사업이 순항한다고 가정한다. 고도성장 시나리오를 통한 경제전망치는 

현재 정량적으로 도출된 것이 없기 때문에 2차 진흥종합계획의 설문결과를 이용

하 다. 

   설문결과는 2030년까지 1356명의 인력공급이 미달된다고 전망한다. 특히 이들 

수요를 유인한 산업들은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장기간의 숙련된 전공자나 연

구자가 요구된다. 따라서 이들 시나리오를 통해 원자력산업이 고도성장 할 경우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인력공급 계획이 절실하다. 현재 원자력 전공 배출인력을 2

배이상으로 끌어오려야만 이러한 산업수요를 유사하게나마 해소할 수 있다. 이러

한 인력공급은 매년입학생수의증가, 대학원생 증가 및 원자력공학과의 신설과 같

은 특단의 대책이 고도성장 시나리오 하에서 요구된다.

 

[그림 2-15] 원자력산업의 인력수급 시나리오 분석(고도성장의 경우) 

         (6) 국내 원자력산업 인력수급 전망

   원자력산업에서의 인력수급이 마르코프 연쇄확률과 취업계수를 통해 시나리

오별로 분석하 다. 전력수급계획을 토대로 한 분석의 경우 인력수요와 공급은 

산업계와 정부 그리고 학계의 상호 긴 한 대화와 협조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별히 좀더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산업계의 취업인력에 대한 

전공분포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고도성장의 경우 현재의 공급인력으로는 

예상 수요인력의 50% 수준을 충족 시켜줄 것으로 보이며 고도성장에 대비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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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계의 대책이 시급하다. 무엇보다도 고도성장과 신원자력산업에 대비한 경제적 

분석이 요구된다. 정량적인 경제적 분석이 산출된 경우에만 이들 고도성장 시나

리오의 수요전망을 좀 더 견실하게 예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장기 전략적인 인력수급 계획 수립은 단순한 통계분석이나 설문조사차원이 

아닌 동적모델(Dynamic Model)을 통한 시간에 따라 변해가는 인력구조 분석 자

료를 요한다. 이들 인력수급모델들을 견실하고 충실하게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이 

요구되며 특히 현재시점에서 인력수급의 균형점을 찾고 이를 위한 지속적인 정

책을 간구하지 않을 경우 원자력산업 및 연구계의 불안정한 인력구조로 인한 인

력수급의 간극이 점점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 

     3. 교육훈련의 SAT 방법론

   교육훈련을 수행함에 있어 기본적인 접근 방식은 교육훈련을 효율적이고 효과

적인 방법으로 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체계적인 교육훈련접근법(Systematic 

Approach to Training; SAT)’은 교육훈련에 있어서 매우 실용적인 방법으로 인식되

고 있으며, 원자력 교육훈련에서도 ‘원자력발전요원의 훈련과 평가에 관한 IAEA 지침

서’에서 SAT의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SAT는 훈련프로그램과 훈련활동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방법들을 제공하고 

개개인의 강사들에게 훈련자료와 훈련기법을 향상시키도록 도와주며 아울러 훈련

생의 요구를 충족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절차로 구성되어 있다.

  원자력연수원에서는 교육훈련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일환으로, 올해 IAEA 

전문가를 초청 “원전 안전성 제고를 위한 체계적 교육훈련 및 효율적 인력관리” 

라는 교육과정을 개최하 으며, 주요 내용은 SAT에 관한 내용이다. SAT의 주

요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SAT 방법론

   SAT를 바탕으로 하는 훈련과정은 훈련대상자들을 성과중심으로 평가하며 훈

련프로그램의 평가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훈련과정이 훈련목적을 충족하는지 증

명하는 것이 가능하다. SAT는 직무와 훈련필요성 분석(Analysis of jobs and 

training needs), 훈련프로그램의 설계(Design of training programmes), 훈련자

료 및 교재개발(Development of training materials), 훈련과정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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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lementation of training), 훈련 효과의 평가(Evaluation of training 

effectiveness)등 총 다섯 단계로 구성되며 [그림 2-16]에 나타내었다. 이 다섯 단

계가 하나의 주기로 훈련과정의 개선활동이 수행됨과 함께 각 단계에 피드백된

다. 직무와 관련된 분석, 설계, 개발 단계는 훈련활동의 사전에 수행되며, 수행단계

는 훈련활동 중에 이루어지고 마지막으로 훈련활동 후에는 평가단계가 실행된다.

   SAT의 다섯 단계를 단계별로 간략히 정의하면 아래와 같다.

  1) 분석 단계: 직무 및 훈련 필요성 분석

   분석단계는 훈련필요성과 훈련 역량을 도출하는 단계이다. 분석단계에 필요한 

입력은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훈련생이 갖추어야할 자격이나 또는 IAEA나 회원

국에서 도출하는 일반적인 훈련 필요성 또는 목적이다. 분석단계에서 얻는 것은 

훈련과정에 의해 언급되는 특별한 훈련 필요성의 항목과 훈련생의 능력이 향상

되어야 한다는 명백한 기술서이다.

[그림 2-16]. SAT 방법의 훈련과정 흐름도

훈련 필요성 분석

훈련프로그램의 설계

훈련 자료의 개발

훈련효과의 평가

훈련의 수행

피드백

피드백

피드백

피드백

피드백

훈련 필요성 분석훈련 필요성 분석

훈련프로그램의 설계

훈련 자료의 개발훈련 자료의 개발

훈련효과의 평가

훈련의 수행훈련의 수행

피드백피드백

피드백피드백

피드백피드백

피드백피드백

피드백피드백

  2) 설계 단계: 훈련프로그램의 설계

   분석단계에서 도출된 훈련 필요성과 훈련생 역량은 설계단계에서 훈련목적으

로 변환된다. 이 훈련목적은 훈련계획 속으로 조직화되어 진다. 훈련계획, 훈련목

적, 훈련생평가도구가 훈련프로그램 설계 단계에서 생산된다. 그리고 이러한 것

들이 훈련과정 교재개발단계의 입력자료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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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개발 단계: 훈련자료(교재)의 개발

   개발단계는 훈련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모든 훈련자료를 준비하는 것을 의

미한다. 설계단계에서 얻은 훈련목적을 지원하기 위한 훈련계획으로 강사의 강의

계획서, 강의자료와 교재가 개발된다.

  4) 수행 단계: 훈련과정 운

   훈련과정 수행단계에서는 개발단계에서 만들어진 훈련자료를 사용하여 훈련

과정이 진행되는 것이다. 개발단계에서 만들어진 훈련생 평가자료도 이 단계에서 

사용된다. 이상의 3가지 단계에서 얻은 개선자료도 훈련과정 수행단계에서 다시 

제공된다. 수행단계에서 얻는 결과물은 역량을 갖춘 인력이다.

  5) 평가 단계: 훈련의 효과성 평가

   평가단계의 목적은 훈련활동의 효과를 결정하는 것이고 어디에서 훈련활동의 

개선이 필요한가를 도출하는 것이다. 차기 훈련과정 또는 미래의 훈련활동에 개

선되어야하는 훈련의 관점과 강도를 도출하는 것이다. 각 단계에서 훈련과정 개

선을 위하여 수집된 자료가 훈련활동의 모든 과정에서 평가된다는 확신을 주기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피드백은 훈련담당자, 과정책임자, 강사들에게 지속적인 

과정개선을 위해 제공되어야 한다. 평가단계에서 얻는 결과물은 훈련평가보고서, 

훈련생 평가의 분석자료 같은 것이 있다.

       나. 훈련활동 수행에 필요한 작업

   훈련활동을 위해 수행되어야 하는 모든 작업은 세 가지 즉, 훈련과정 수행 이전, 

훈련과정 진행 중 및 훈련과정 종료후의 작업으로 나눌 수 있다. 수행활동을 세 가

지로 분류하여 각 단계별 작업목록을 열거하 다.

  

  1) 훈련과정 수행 전에 완료되어야 하는 작업

분석 1단계 : 과정수행을 위한 자료와 훈련 주제의 접수

분석 2단계 : 훈련생 자격을 배포하고 참가 회원국 훈련생 후보자 접수

분석 3단계 : 훈련과정 목표와 목적을 정의하고 강의되어야 할 훈련

훈련 종료 후 훈련생이 획득하는 자질을 정의함으로써 훈련 목

표와 훈련목적이 생산된다. 또한 이미 훈련생이 갖추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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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들은 이 훈련목표와 훈련목적에서는 제외되어야 한다.

설계 1단계 : 훈련계획서 준비

순차적인 순서로 강의되어야 할 훈련 교과목을 나열함으로써 훈

련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

설계 2단계 : 모든 훈련 부대 준비물(Settings)과 현장견학에 대한 정의

훈련과목별 목표와 목적의 달성도를 위해 훈련활동에 소요되는 

모든 시설과 장비, 자료들을 정의

설계 3단계 : 훈련과목별 목표나 목적의 도출

개발 1단계 : 훈련생 선정과 평가

훈련후보자 신청서에서 적격 훈련생을 선정한다.

개발 2단계 : 강사선정

기술적으로나 강의기법의 자질을 갖춘 적정 강사를 선정하여 동 

강사는 SAT 적용에 관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개발 3단계 : 안전등의 문제에 대한 정의

훈련생들이 요구되는 보안 조건 등에 합당한지를 도출

개발 4단계 : 재원의 확인

개발 5단계 : 과정지원 인력의 지명

훈련과정 운 의 지원 인력의 역할과 책임을 도출

개발 6단계 : 통역 강의 필요시 통역자의 내정

개발 7단계 : 강사핸드북이나 강사의 역할이 포함된 기초자료들의 제공

강사가 훈련과정에서의 역할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확인

개발 8단계 : 강사들이 요구하는 일정이나 항목 목록의 제공

개발 9단계 : 발표일정 및 시간표 준비

개발 10단계 : 기술담당자로부터 참고자료와 관련 간행물 및 배포책자 요청

 개발단계 12, 13의 종료를 위해 필요한 교과목 관련자료를 입수

개발 11단계 : 과정 행정에 필요한 사항의 확인

개발 12단계 : 강의발표 자료(교재) 준비

훈련생에게 배포할 교재, 자료 등의 개발

개발 13단계 : 훈련생 배포자료 준비

개발 14단계 : 훈련장소에서 필요한 훈련장비, 그리고 특정한 준비물 도출

훈련목적 달성에 필요한 훈련장비 및 준비물의 확인

개발 15단계 : 훈련생 평가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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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생이 훈련목적을 달성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자료

의 준비

개발 16단계 : 초청연회, 현장견학 및 산업시찰 주선 관련된 모든 사항 확인

개발 17단계 : 강사, 훈련생들의 이동, 호텔 숙소로의 이동 사항 확인

개발 18단계 : 훈련생 숙소 주선 및 확인

개발 19단계 : 훈련생 초청 및 참여 확인

개발 20단계 : 훈련과정운 에 필요한 자원 목록 준비

훈련과정을 성공적으로 운 하기 위한 모든 자원 목록 확인

개발 21단계 : 기술담당자와 과정책임자에게 훈련 자료 제공

개발단계8에서 전달된 훈련문서의 확인

개발 22단계 : 강의노트의 점검

모든 교과목의 강의노트 확인

개발 23단계 : 수료증 문안에 의한 조언

개발 24단계 : 강의자료 생산에 대한 확인

충분한 부수의 강의자료가 생산되었는지 또는 생산 가능한지를 

확인

개발 25단계 : 여행계획서를 과정책임자에게 전달

개발단계 8에서 수립된 일정에 따라 여행계획서가 제대로 되는

지의 확인

개발 26단계 : 훈련생 출입에 따른 사항들에 대한 조치 사항

  2) 훈련과정 진행 중에 종료되어야 하는 작업

   훈련과정 진행 중에 완료되어야 할 작업목록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실시 1단계 : 강사들의 준비사항 점검

강의발표를 위해 개발단계 9-12에서 생산된 훈련자료들의 사용

실시 2단계 : 개강식

과정진행 행정사항, 목표, 목적, 시간표, 평가 등이 포함된 기술서

의 배포 등

실시 3단계 : 훈련생 배포물 제공시기 도출

강의자료가 강의 전, 강의 중, 강의 후 배포되어야 하는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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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지시

실시 4단계 : 훈련과정 실시

실시 5단계 : 훈련과정 미비점에 대한 점검

훈련생에게 훈련 목적에 대한 검토, 훈련생 이해도 관찰

실시 6단계 : 훈련과정 진행도 모니터

훈련생에게 적절히 강의와 실습이 제공되고 있는지 관찰

실시 7단계 : 주최기관의 활동이나 주요관점에 대한 정보 제공

실시 8단계 : 강의의 요약 토의 실시

실시 9단계 : 훈련생 평가 수행(시험)

실시 10단계 : 훈련생 도착 상황을 주최기관에 통보

의료보험과 관련 최종 훈련생 목록을 제공

실시 11단계 : 자금 지급(훈련생에게 체재비등)

    

  3) 훈련과정 종료 후 취해야 할 작업

   훈련과정 종료 후에 취해야 할 작업목록은 다음과 같다.

평가 1단계 : 평가서 형식 완료를 확인

훈련진행 중에 평가서에 대한 사항을 여러번 주의를 주고 훈련

과정 종료시 취합될 수 있도록 확인

평가 2단계 : 평가서 종합 및 검토

평가 3단계 : 과정평가서 준비

평가 2단계에서 종합한 평가서를 바탕으로 결론을 도출하고 권고

사항을 처리

평가 4단계 : 훈련생 평가(성적) 보고서 작성

평가 5단계 : 경비집행 보고서 포함 최종 보고서 제출

추가 1단계 : 여행비 및 경비 사용보고서 제출

추가 2단계 : 미사용 경비 회송

       다. SAT의 세부 사항      

         (1) 분석단계

   SAT의 첫 단계는 분석단계로 기술담당자, 과정책임자, 강사가 훈련시켜야 될 역량

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주최기관에 의해 훈련과정개설에 관한 일반적인 필요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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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한다. 기술담당자와 주최기관 스텝은 훈련과정에 참여할 최소한의 훈련생 

자격을 결정한다. 이들도 마찬가지로 예상 훈련생에 대한 구체적인 훈련 필요성과 

과정에서 얻어지는 역량을 도출한다. [그림 2-17]에 분석단계의 입력과 출력을 

나타내었다. 

[그림 2-17] 분석단계의 입력과 출력 

입 력

IAEA와 회원국으로부터 도출된
일반적인 훈련 필요성

훈련생 자격 기준

분석단계에 필요한 참고자료

입력/출력SAT 단계

훈련필요성
분 석

역량기술서 구체적인
훈련필요성

입 력

IAEA와 회원국으로부터 도출된
일반적인 훈련 필요성

훈련생 자격 기준훈련생 자격 기준

분석단계에 필요한 참고자료분석단계에 필요한 참고자료

입력/출력SAT 단계

훈련필요성
분 석
훈련필요성
분 석

역량기술서 구체적인
훈련필요성
역량기술서 구체적인
훈련필요성

 

   훈련과정은 훈련과정으로부터 얻는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 훈련생 중심으로 목

표를 세워야 한다. 훈련주제와 친숙한 훈련생의 초기 수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훈련재료를 개발하는 사람은 훈련생 수준을 반드시 알아야하며 훈련생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한다는 확신을 훈련생에게도 제공해야한다. 분석단계에서 역량기술서와 

세부 과정개설 필요성이 산출된다. 

   첫째는 훈련과정을 성공적으로 종료했을 때 기술, 기법, 자세의 관점에서 훈련생

이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역량기술서 목록으로 명확히 작성하여야 한다. 

   둘째는 그러한 강의를 위한 세부훈련 필요성의 목록을 만들어야 한다. 세부훈련 

필요성은 훈련생 자격 요건과 과정 종료 후 개인이 취득하는 역량과의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분석단계에서 강사는 훈련주제와 일반적인 훈련 필요성을 검토한다. 이

것은 강사들이 강의해야하는 세부훈련 필요성의 목록을 작성하고 도출하기 위함이

다. 도출된 훈련 필요성을 만족시키기 위해 개발되는 역량은 구체적이고 세부적이어

야 한다. 이러한 역량은 명백히 정의되어야하며 이러한 역량은 간단한 문장으로 되

어야 한다. 이 역량 기술서가 설계 단계의 입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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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설계 단계

   설계단계의 목적은 분석단계에서 도출된 역량을 훈련목적으로 바꾸는 것이다. 훈련

목적이 논리적인 강의순서로 훈련계획서에 포함되어 지며 훈련생에게 필요한 재료들

이 개발된다. 설계단계의 입력과 출력을 [그림 2-18]에 나타내었다. 

   훈련계획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논리적 순서를 가진 훈련목적 목록(교과내용)

・이러한 훈련 목적을 만족시키는 훈련 방식

・훈련 시간 계획

・훈련생 자격기준

・훈련생 역량 시험 방법이나 시험 관련 서류

・훈련재료의 승인과 검토에 대한 책임

・훈련재료의 개발에 대한 책임

・훈련의 개발과 수행에 소요되는 예산의 예측

   [그림 2-19]는 설계 단계에서 수행되어야 하는 작업들간의 관계도를 보여 준다. 

중요한 첫 단계는 역량을 측정 가능한 훈련목적으로 바꾸는 작업이다. 이 단계는 훈

련생 입학요건을 만드는 작업이다. 이러한 요건은 훈련 목적을 작성하는 수준을 결

정한다. 이 단계의 출력은 훈련계획서이며 훈련계획서는 훈련재료의 승인과 검토가 

포함된 프로그램개발과 수행에 필요한 책임을 도출하는 것이다.

   훈련목적은 훈련생 표준역량을 도출하는 것이다. 따라서 훈련목적은 강사들뿐만 아

니라 훈련생에게도 정확히 알려져야 한다.

[그림 2-18] 설계단계에서의 입력과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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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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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9] 설계단계에서 각 단계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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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셋팅의
가용성 평
가

훈련 스케쥴
훈련프로그
램에 투입

훈련 스케쥴
훈련프로그
램에 투입

시험문제의 생산시험문제의 생산

훈련목적을
훈련 모듈
에 적용

훈련목적을
훈련 모듈
에 적용

훈련과정
개발 및
수행에
필요한
소요재원
파악

훈련과정
개발 및
수행에
필요한
소요재원
파악

훈련계획서 작성훈련계획서 작성

개발단계에
출 력
개발단계에
출 력

훈련목적의
생 산
훈련목적의
생 산

훈련 자격
기준 결정
훈련 자격
기준 결정

분석단계로
부터 얻는
입 력

분석단계로
부터 얻는
입 력

 

   설계단계에서 훈련목적에 따른 훈련생 성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시험방법이 정의

된다. 훈련생 시험의 2가지 중요한 이유는 시험이 훈련생이 달성한 성취도를 훈련생에

게 피드백하는 것과 훈련과정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자료가 제공되기 때문이다. 훈련생 

역량에 대한 시험은 훈련생이 성공적으로 마쳤는지 아닌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훈

련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시험방법은 아래와 같다.

・필기시험(정/오, 4지선다형, 괄호 매우기, 연결하기, 단답기술식,

  에세이 기술식)

・질의응답식

・훈련생이 유능하게 실현하는지에 대한 성과도 측정

・훈련생이 훈련목적을 실연하는 것에 대한 과제

   모든 평가시험에서 훈련생은 조건과 기준을 포함한 훈련목적에 대해 평가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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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3) 개발단계

   개발단계의 목적은 훈련과정 수행에 필요한 훈련재료를 생산하는 것이다. 개발단

계에서 강의계획서, 강사준비물, 훈련생 준비물이 개발된다. 일반적으로 강사들이 훈

련재료를 개발하는데 훈련과정에서 기술담당자는 보유하고 있는 훈련재료를 강사에게 

가능하다면 제공해야 한다. [그림 2-20]는 개발단계에서의 입력과 출력이다. 강의계획

서의 목적은 강의 계획안을 준비하고 강의를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으

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들은 강의계획서에 부분적으로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훈련생 배포자료는 각 훈련활동을 위해 표준화되어야 한다. 훈련생 배포자

료는 배포물, 매뉴얼, 참고책자, 기초 정보자료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다.

   훈련과정에 사용하기 위해 개발된 자료는 사용 전에 훈련목적에 일치하고 기술

적으로 정확하며 적절한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반드시 검토되어야하며, 가능하다면 훈련

재료는 실제 사용에 앞서 다른 사람들에게나 작은 그룹에 검증되어야 한다. 기술담당자

는 훈련에 필요한 훈련시설과 재료(절차서, 도면, 교재, 시험, 도구, 미디어, 모델, 

강의시설, 화상)의 현황과 가용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검토는 전문가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기술담당자와 과정책임자는 

훈련자료의 사용의 검토와 승인에 책임을 진다. 기술담당자나 과정책임자 둘 중 하

나는 강사와 검토현황에 대해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훈련재료의 변경은 훈련과정 시

작 전에 마쳐야 한다.

[그림 2-20] 개발단계에서의 입력과 출력 

개발 단계시
필요한 참고자료

훈련재료의
개 발 강의계획서

훈련 재료

훈련목적
훈련계획서
훈련생 시험평가 도구

입력

개발 단계시
필요한 참고자료
개발 단계시
필요한 참고자료

훈련재료의
개 발
훈련재료의
개 발 강의계획서

훈련 재료
강의계획서
훈련 재료

훈련목적
훈련계획서
훈련생 시험평가 도구

훈련목적
훈련계획서
훈련생 시험평가 도구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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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수행단계

   훈련과정 수행은 이전단계에서 개발된 훈련재료와 강의계획서를 사용하여 훈련과

정을 집행하는 것으로 이 단계에서 훈련생들은 훈련과정을 종료하며 교과목이 내

포하는 역량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림 2-21]에 수행단계에서의 입력과 출력을 나

타내었다.

[그림 2-21] 수행단계에서의 입력과 출력 

과정수행 참고자료

훈련과정 수행 단계

강의계획서
훈련 재료

훈련기록
훈련평가를 위한 자료

입력

역량을 갖춘 인력

출력

자격 갖춘 강사
적절한 훈련설비

훈 련 생

과정수행 참고자료과정수행 참고자료

훈련과정 수행 단계훈련과정 수행 단계

강의계획서
훈련 재료
강의계획서
훈련 재료

훈련기록
훈련평가를 위한 자료
훈련기록
훈련평가를 위한 자료

입력

역량을 갖춘 인력역량을 갖춘 인력

출력

자격 갖춘 강사
적절한 훈련설비
자격 갖춘 강사
적절한 훈련설비

훈 련 생훈 련 생

   훈련을 수행하기 위한 준비에서 훈련생들이 훈련과정에 참가하도록 하는 조건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훈련의 효과성은 적절한 훈련환경을 갖추는 것과 관련된

다. 강의실이나 실험실의 조명, 냉난방, 환기 조건이 충분히 갖추어 지도록 해야한다. 

훈련지역 근처에 훈련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여가 활동시설이 있으면 훈련과정 수행

에 도움이 될 것이다. 안락한 의자, 좌석배치와 같은 것도 훈련생에게 주어져야 하며 

U자 형태의 좌석배치는 토의를 증진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모든 훈련생은 강사

를 볼 수 있어야하며 훈련생은 강의실에서 적절한 공간이 주어져야 한다. 

   교과목 모듈에 따라 강의가 수행되기 전에 강사들은 반드시 전체 강의내용을 검토해야 

되며 특별한 주의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훈련재료에 어떤 변경

이 있으면 과정 시작 전에 종료해야 한다. 그리고 강사는 자신의 조작해야 하는 훈련장비

도 확인해야한다. 강사는 필수적으로 강의 시작시에 훈련목적을 언급해야하며 강의 

종료시 훈련목적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 좋은 교과내용을 훈련생에게 전달하기 위

해서 강사는 그들의 강의가 전체 교과내용에 어떻게 적합한지를 알고 있어야 하며 

강의는 분명하고 간결하게 훈련생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실제적인 예를 들어 설명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며 특히 그 예가 강의주제나 직접 연결된 것이면 더욱 좋다. 

훈련생의 관심과 주의를 강의에 붙들어 두는 방법이 매우 중요하다. 

   훈련과정 진행중이나 종료시 훈련생 성과의 평가는 훈련조정의 핵심요소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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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평가는 훈련생이 훈련 목적을 달성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하고 그리고 훈

련생이 훈련과정에서 제공한 역량을 습득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러

한 평가는 강사나 훈련과정 수행 주체에게 훈련과정의 효과성에 대한 피드백 정보를 

주는 것이다. 훈련과정 시작시 수행하는 훈련생 사전평가는 훈련전의 훈련생 수준을 

평가하는 것이다. 평가로부터 얻는 피드백 정보는 훈련과정의 필요한 개선을 할 수 

있게 한다. 평가의 목적은 훈련과정 시작시 훈련생에게 분명하게 전달되어야 한다. 

훈련 중 훈련생 성과와 진도는 자세히 관찰되고 지속적으로 관찰되어야 한다. 진도 

측정자료는 정형적인 시험평가로도 할 수 있고, 매일의 토론, 강의 중 질문, 실습의 

성과로도 할 수 있다. 훈련생 성과측정은 각 과목별로 규칙적으로 할 수 있고 훈련과정 

종료시에도 할 수 있다. 평가일정은 훈련생에게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모든 시험 내

용은 설계단계에서 추출한 훈련목적으로 바탕으로 해야 한다. 시험결과는 채점 후 가능

하면 빨리 훈련생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험결과는 강사와 훈련생 공동으로 검

토되어야 한다. 미비점이 도출되어야 하며 훈련생들이 개선할 수 있도록 충고도 해야

한다. 훈련생이 사전에 수집된 지침에 만족시키지 못하고 강의 중 혼란이 오는 상황

에서는 미비점이 수정되기 전까지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방해가 된다. 만약 시험 

성적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강사는 추가 수업과 실습을 해야 한다. 만약 훈련생

이 기간내 평가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과정책임자와 기술담당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훈련기록 문서는 훈련과정을 수행하는데 핵심적인 부분이다. 수행된 훈련기록과 

훈련생 개인성과 기록의 두 가지의 훈련기록 형태가 필요하다. 훈련기록은 자세한 

강의일정과 훈련생 출석현황, 사용된 훈련시설, 훈련생 배포자료, 강의계획서, 훈련

생 시험이다.

         (5) 평가단계

   평가단계의 목적은 훈련과정의 효과성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필요한 개

정이나 개선이 어디에 있는가를 도출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또 다른 훈련과정의 

개선에 적용될 수 있는 것들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평가를 위한 4개의 평가설문서 양식은 다음 <표2-5>와 같다. 이러한 양식들은 

설문서 작성을 요구한다. 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평가설문서<표 2-5>은 훈련생들에

게 훈련환경, 교재, 훈련과정의 전반적인 가치를 묻는 것이며, 훈련목적 달성 평가

설문서<표 2-6>는 훈련생에게 훈련목적의 달성여부를 묻기 위한 것이다. 기술담당

자, 과정책임자, 강사는 평가되어야할 훈련목적을 선별해야 한다. 강사의 수행능력 

평가설문서<표 2-7>은 훈련생에게 강사들의 교수기법과 같은 것을 묻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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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강사, 과정책임자 및 기술담당자의 훈련과정 평가설문서<표 2-8>는 이들 

개인으로부터 훈련과정의 피드백을 얻기 위함이다. 1주 이상의 훈련과정에서는 피

드백이 주 단위로 수행되어야 한다. 말로 하는 피드백도 수행될 수 있다.

   강사는 훈련과정의 단점과 개선 필요성 그리고 보강해야할 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훈련생 시험결과를 분석한다. 피드백은 훈련과정의 필요한 개선점에 관한 정

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이러한 개선이 만족스럽고 적절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림 2-22]은 필요한 개선점의 피드백

이 이루어지는 SAT 평가단계의 주 요소를 보여준다. 기술담당자는 접수된 피드백과 

훈련생 시험결과 분석의 자료를 훈련평가 보고서로 작성한다.

[그림 2-22]. 평가단계의 주 요소 

훈련과정 평가 보고서

필요한 개선의 피드백

평가 과정

과정책임자로
부터의 입 력

기술담당자로
부터의 입 력 훈련생 시험결과 분석의 자료

강사들로부터의
입 력

독립적인 검토와
외 부 평 가

훈련생으로
부터의 입력

훈련과정 평가 보고서훈련과정 평가 보고서

필요한 개선의 피드백필요한 개선의 피드백

평가 과정

과정책임자로
부터의 입 력

기술담당자로
부터의 입 력 훈련생 시험결과 분석의 자료

강사들로부터의
입 력

독립적인 검토와
외 부 평 가

훈련생으로
부터의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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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훈련생용)

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설문서

가장 적합한 답에 동그라미를 치시고 질문사항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례) ①=매우 불만족  ②=불만족   ③=만족   ④=매우 만족   ⑤=모르겠다.

1. 이번 훈련과정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훈련 목적이 명백히 알고 있었다.

1 2 3 4 5

훈련목적을 개선해야 되는 분야와 보강할 점을 기술해 주십시오.

2. 훈련과정이 기술된 훈련목적을 만족한다.

1 2 3 4 5

훈련목적 개선을 위한 분야와 보강할 점을 기술해 주십시오.

3. 훈련 교부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었고 품질이 뛰어나다.

1 2 3 4 5

강사들이 개선해야 할 분야와 보강할 점을 기술해 주십시오.

4. 훈련교재는 잘 만들어졌고 유익하다.

1 2 3 4 5

훈련교재의 개선부분과 보강할 점을 기술해 주십시오.

5. 시험은 배운 범위 내에서 나왔으며 자신의 훈련성과를 측정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1 2 3 4 5

시험문제에 대한 개선부분과 보강할 점을 기술해 주십시오.

6. 시청각 교육 기자재의 사용이 이번 과정에 적절했다.

1 2 3 4 5

시청각 교육 기자재의 개선점과 보강할 점을 기술해 주십시오.

7. 훈련환경이 편안했으며 훈련에 도움이 되었다.

조 명 :    1 2 3 4 5

환 기 :    1 2 3 4 5

외부소음:  1 2 3 4 5

온 도 :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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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 :    1 2 3 4 5

훈련환경의 개선점과 보강할 점을 기술해 주십시오.

8. 교통편 제공이 만족스러운가?

1 2 3 4 5

훈련과정 지원에 대한 개선점과 보강할 점을 기술해 주십시오.

9. 과정기간에 훈련목적에 충분한가?

1 2 3 4 5

훈련기간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기술해 주십시오.

10. 이번 훈련과정에서 배운 것을 적용할 수 있다고 나는 기대한다.

1. 즉시  2. 1년 이내 3. 3년 이내 4. 적용불가 5.모르겠다.

훈련과정의 유용성에 대한 개선점과 보강할 점을 기술해 주십시오.

11. 전체적인 이번 훈련과정의 평가는 무엇인가?

1. 효과가 없다.  2. 유용하다.  3. 매우 효과적이다.  4. 아주 뛰어나다.

이번 훈련과정의 전반적인 개선점과 보강할 점을 기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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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훈련생용)

훈련목적 달성 평가설문서

가장 적합한 답에 동그라미를 치시고 질문사항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례)  ①=매우 불만족  ②=불만족   ③=만족   ④=매우 만족  ⑤=모르겠다.

1. 이번 과정의 훈련목적이 나의 업무에 매우 중요하다.

1 2 3 4 5

2. 훈련과정 진행동안 훈련목적이 제대로 가르쳐졌다.

1 2 3 4 5

3. 시험에 훈련목적이 나왔으며 훈련목적이 잘 평가되었다.

1 2 3 4 5

4. 우리 시설에 이와같은 훈련목적이 제대로 수행될 것이다.

1 2 3 4 5

만약 이번 훈련 목적에 추가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면 기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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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훈련생용)

강사의 수행능력 평가설문서

가장 적합한 답에 동그라미를 치시고 질문사항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례)  ①=매우 불만족  ②=불만족   ③=만족   ④=매우 만족   ⑤=모르겠다.

1. 강사의 강의가 우수하고 많이 배웠다.

1 2 3 4 5

강사의 개선점이나 보강할 점을 기술해 주십시오.

2. 강사의 강의 방법이 아주 좋았다.

1 2 3 4 5

강의기법에 대한 개선점이나 보강할 점을 기술해 주십시오.

3. 강의가 잘 조직되었다.

1 2 3 4 5

강의의 조직에 대한 개선점이나 보강할 점을 기술해 주십시오.

4. 실제상황에 이론적 개념이 관련되어 설명된 정도

1 2 3 4 5

실제상황과 관련된 강의의 개선점이나 보강할 점을 기술해 주십시오.

5. 강의에 연수생의 참여를 고무시킨다.

1 2 3 4 5

연수생 참여도 향상에 대한 개선점이나 보강할 점을 기술해 주십시오.

6. 발표된 주제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강의로 실현되었다.

1 2 3 4 5

주제의 이해와 지식함양에 대한 개선점이나 보강할 점을 기술해 주십시오.

7. 강사가 훈련생이 알아듣기 쉽게 좋은 태도로 설명하 다.

1 2 3 4 5

강사의 강의 태도에 대한 개선점이나 보강할 점을 기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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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강사는 이해도를 보다 쉽게 하기 위해 시청각 자료를 사용하 다.

1 2 3 4 5

강의 보조재료에 대한 개선점이나 보강할 점을 기술해 주십시오.

9. 이번 강사가 강의하는 다른 과정에도 참가하고 싶다.

1 2 3 4 5

강사의 개선점이나 보강할 점을 기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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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강사)

(과정책임자)

(기술담당자)

훈련과정 평가설문서

1. 훈련 분석단계에서 훈련필요성, 수강예정자의 수준과 필요한 역량이 분명히 도출되었

다.

1 2 3 4 5

개선점이나 보강사항을 기술해 주십시오.

2. 훈련기간동안 훈련생이 배워야 할 훈련목적이 명확히 기술되었다.

1 2 3 4 5

개선점이나 보강사항을 기술해 주십시오.

3. 훈련계획서에 강사가 준비해야 할 사항과 책임이 잘 기술되었다.

1 2 3 4 5

개선점이나 보강사항을 기술해 주십시오.

4. 훈련생 시험이 강사가 훈련의 효과를 평가하는데 도움을 주고 훈련생의 피드백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되었다.

1 2 3 4 5

개선점이나 보강사항을 기술해 주십시오.

5. 수업계획서가 강사들이 강의를 하고 자료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1 2 3 4 5

개선점이나 보강사항을 기술해 주십시오.

6. 강사의 강의안과 훈련생 교재가 수업을 잘 되도록 하 다.

1 2 3 4 5

개선점이나 보강사항을 기술해 주십시오.

7. 훈련과정이 수업계획서에 따라 높은 수준의 질로 진행되었다.

1 2 3 4 5

개선점이나 보강사항을 기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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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훈련환경(강의실, 부교재, 시청각 자료 등)이 훈련생 공부에 도움이 되었다.

1 2 3 4 5

개선점이나 보강사항을 기술해 주십시오.

9. 전체적인 훈련 과정 평가는?

  1. 효과없음     2. 유용함    3. 매우 유용함    4. 매우 유용함    5. 아주 뛰어남

개선점이나 보강사항을 기술해 주십시오.

 

                                      성명 :                  일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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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원자력 교육프로그램 개발 

     1. 개요

   원자력연수원은 지금까지 축적한 경험을 기반으로 교육훈련의 체계화와 전문

화를 더욱 기하고, 새로운 교육수요 창출을 위하여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 다.

그동안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던 소원교육체계를 정립하여 단계적, 체계적, 종합적 

교육체계를 갖추었고 효율적 교육과정개발을 위한 SAT(Systemetic Approch to 

Training)기법 연구 및 산업현장 인력양성 수요조사 등을 통하여 교육훈련의 다

양화, 다각화를 기하 으며 또한,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사이버 교육을 외국어 3

개 분야를 선정 최초로 시도하 다. 이러한 노력으로 정부의 각종 규제철폐에 따

른 법정교육대상인원의 감소, 원자력교육기관의 증가에 따른 교육대상인원의 분

할에도 불구하고 신규교육과정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맞춤형 교육 개발 및 

질 높은 교육서비스 제공 노력과 함께 효율적 교육훈련 관리를 통하여 전년대비 

교육과정운  실적이 대폭 향상되었다. 

   교육개발과 관련, 특기할만한 사항은 “과학기술 연구윤리 현황 및 사례”집을 

편찬한 것과 원자력 관련 전력/전기계열의 30개 산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연구윤리가 점차 강조되는 시점에서 원자력연수원은 선도적으로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고, 연구윤리 책자를 편찬하여 정부부처 및 출연연구소, 

대학 등에 배포하여 연구윤리의식 고취에 일조하 다. 또한, 원자력 관련 30개 

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는, 체계적인 교육니즈 조사 및 분석을 통하

여 교육 필요점 및 우선순위를 도출하여 산업현장 인력양성 교육프로그램을 개

발하고자 하는 것으로 맞춤형교육에 의한 효율적 산업인력양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본 절에서는 원자력교육프로그램개발과 관련한 대표적 활동들을 간략하

게 기술하 다.

  

     2. 정부정책요원교육프로그램 개발

   원자력산업의 수출을 위해 산자부를 주관으로 플랜트 수출을 위한 대책 및 

전략이 마련되고 있다. 이들 수출을 위하여는 외교적인 전략 및 국내외 정치 및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략을 도출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략도출을 위

한 중심적인 역할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관련 정부 공무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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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정책요원들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은 크게 그 목적에 따라 3가지로 구분

된다. 수출산업을 위한 정책요원과 외교안보분야 요원 그리고 원전수거물처분장 

관리 감독을 위한 핵주기 분야이다. 이들 각 분야의 목적과 프로그램 내용은 아

래와 같다.

       가. 정부정책요원과정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의 확보는 장기 원자력 이용개발 계획의 성공적인 추

진의 관건이다. 특히 전문 산업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정책당국자 역시 

그에 상응하는 기초지식이 요구된다. 2006년 산자부는 수출 3,180억불, 플랜트 수

주 180억불 달성을 위해 원자력 플랜트 수출을 도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에너지

산업 수출 산업화 전략 중 원전의 대상국가별 진출전략 수립과 원자력 발전 기

술인력 훈련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따라서 산자부 정책 관리자들이 이를 해

결하기 위해 필요한 원자력 전문 지식 및 최근 국제 동향에 관한 정보가 요구된

다. 산자부내 정책관리자들은 단기간에 유효적절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

를 위해서 원자력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및 최신 국제 동향을 제공하는 연수과

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산자부 정책관리자들에게 기본적으로 아래의 과정들이 제공된다;

         (1) 원자력 산업과 국가경제

         (2) 원자로 및 원자력 안전성

         (3) 핵비확산 체제 및 최근 국제동향

         (4) 원자력 대중수용성 방안 

         (5) RT기반 기술의 이용증진

         (6) 방사성 폐기물 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 

이런 과정을 통해 정책관리자간의 인적 네트워크와 원자력에 관한 국내 및 국제

정보를 정기적으로 얻을 수 있는 루트를 본 과정은 제공할 것이다. 상세 교육프

로그램은 표2-5와 같다.

 <표 2-7> 원자력정책관리자 과정의 교육프로그램

 분야  과정  내용 시간 비고

 원자력일반 4시간

   원자력기초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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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개론, 핵연료주기 및 폐기물 관리 1

 원자력발전사, 원자력과 환경, 원자력 법 1

 방사선 응용기술

 방사선응용 및 미래 원자력기술 1

 방사선응용기술의 이용증진사례 1

 원자력산업과 국가경제 2시간

 기후협약과 원자력의 경제성, 에너지경제 1

 원자력산업, 원전건설사업의 동향 및 전망 1

 국제원자력 5시간

 국제원자력협력

 주요 원자력 협력정책 개요, 국제기구 종류 및   역
할

1

 국제 인력양성 교류 정세 1

 국제원자력정세

 국제 원자력 주요 이슈와 동향 1

 각국의 원자력정책 1

 핵비확산과 국제정세 1

 대중 수용성 2시간

 국내 대중수용성 사례분석, 국외 대중수용성     해
결 사례 

1

 미래 수소경제를 위한 수용성 증진 전략 1

 유관기관방문 1일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전 
원자력연료㈜

1일

 원자력발전소, 원자력산업체

 총과정소요시간 1일 1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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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과정  내용 일수 비고

 원자력일반 0.6 주

 원자력기초이론

 원자력개론, 핵연료주기 및 폐기물 관리 0.5

 원자력발전사, 원자력과 환경, 원자력 법 0.5

 원자력정책

 국가원자력정책과 향후 전망 0.5

 원자력 연구개발, 안전규제의 현황과 전망 0.5

 원자력산업

 원자력산업, 원전건설사업의 동향 및 전망 0.5

 방사선응용 및 미래 원자력기술 0.5

 국제원자력 1 주

 국제원자력협력

 주요 원자력 협력정책 개요, 국제기구 종류    및 역
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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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핵 및 NGO 단체, 양자간⋅다자간 협력협상   사례 1

 국제원자력정세

 국제 원자력 주요 이슈와 동향 1

 각국의 원자력정책 0.5

 핵비확산과 국제정세 0.5

 특강 및 토론

 국제 원자력 협력 특강, 관련 주제발표 및 토론 1

 유관기관방문 0.4 주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전   원
자력연료㈜

1

 원자력발전소, 원자력산업체 1

 국제협력회의 1 주 (선택)

 국제회의 및 영어

 국제회의 운영, 모의 국제회의, 의전실무 2

 국제회의 영어, 발표기법, 영어문서작성, 원자력   영
어

2

 협상 및 교섭기법

 협상이론, 협상 전략과 준비, 모의 협상 실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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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용후 핵연료 관리와 국내외 현황 및 추세분석

         (3) 국제 핵비확산체제 및 동향

         (4) 원자력 대중수용성 방안

         (5) 현장견학 및 해외선진사례탐구

이들 교육을 통해 국내 스테이크 홀더간의 컨센서스와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것이고 핵주기 및 사용후 핵연료 정책에 관한 국내 및 국제 정보를 정기적으로 

얻을 수 있는 루트를 제공하는 통로가 될 전망이다. 상세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

다;

<표 2-9> 핵주기 전문가 과정의 교육프로그램

 분야  과정  내용  시간 비고

 원자력 일반 6시간

　  원자력 일반 　

　 　  원자력 발전 원리 및 특성,원자력 안전 1 　

　 원자력 에너지 　

　 　  원자력 에너지의 역할, 미래 수소 경제 2 　

　  핵연료주기 시스템 　

　 　  선행핵연료주기, 후행핵연료주기 2 　

 사용후 핵연료 관리 방안 4시간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 및 방안별 특성 2 　

　 　
 세계 주요국의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 및 연구   동
향

2 　

 사용후 핵연료 관리 기술 6시간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 1 　

　 　  사용후핵연료 처리(습식/건식) 3 　

　 　  사용후핵연료 처분 2 　

 핵비확산과 국제동향 4시간

　  국제 핵비확산 체제 　

　 　  핵비확산과 핵연료주기 1 　

　 　  국제 핵비확산 체제 1 　

　 　  원자력 통제 체제(안전조치, 물리적방호, 수출통   제) 1 　

　  미국의 핵비확산 체제 및 정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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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원자력산업인력교육프로그램 개발

   원자력 산업인력 양성 교육은 원자력에 신규 접근하는 산업체들 또는 기존 

업체들이 원자력분야에서 작업 종사 시 필요한 전문지식을 제공한다. 이들 교육

은 전문적이고 필요 사업체가 원하는 맞춤형, 문제 해결형으로 제공되야 한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문제해결형 산업중심 교육의 몇가지 제안과 유형을 제시할 

것이다. 

  

       가. 맞춤형 현장 중심 교육을 위한 교육방안 

   3박자 교육은 산업현장교육의 교육개발 및 시행을 3차로 구성하여 완성도 

있는 교육안 및 현장적용의 애로점과 현장에 개발한 아이디어를 교육현장에 적

용하기 위한 전략적인 교육안이다. 3박자 교육의 구성은 1차로 교육니즈조사에 

의한 맞춤형 교육안 도출, 2차로 수강평가와 만족도 평가가 반 된 공 (共營)

형 교육, 3차로 교육 수료생이 현장에서 교육안을 적용시 겪게되는 현장경험을 

사후 분석팀의 분석을 통해 교육안에 재 반 되는 현장 진화형 교육의 3박자로 

구성된다. 이들 교육을 통해 맞춤형 현장 중심교육을 위한 교육전략이다.

 대중 수용성 3시간

　 　  국내외 대중수용성 사례분석 1.5 　

　 　  경주 및 부안사례로 본 국내 원자력 대중수용성 1.5 　

 유관기관방문 2시간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전   원
자력연료㈜

2 　

 총 과정소요시간(강의시간) 3일(24시간)



- 62 -

[그림 2-23] 3박자 현장인력양성 교육 개념도

   3박자 교육전략과 함께 효율적인 산업인력교육을 시행하기 위해 3위1체 교

육전략이 도출되었다. 원자력연수원은 연구소 산하 기관으로서 연구와 교육을 

공히 담당하는 독특한 교육기관이다. 이 특성을 최대한 활용한 산-학-연 교육모

델을 3박자교육과 연계 적용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3위의 구성

은 첫 번째로 산업현장이며 현장 기술자의 실제경험과 실제 기술의 발현에서의 

문제점을 교육현장으로 피드백을 담당한다. 두 번째로 학교현장이며 졸업자와 

졸업예정자들에게 현장 기술의 취득을 통한 취업유발과 함께 현장과 연구소간

의 인적 네트워크 구성을 담당한다. 마지막으로 연수원 교육현장으로 강의와 연

구소 신기술파급의 창구로서 학교현장과 산업현장의 피드백 연결고리로써 산업

현장교육을 활용할 수 있는 장을 담당한다. 

  

 [그림 2-24] 삼위일체 교육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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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산업인력교육의 니즈분석

         (1) 설문조사의 일반사항

   원자력 관련 전력 전기 계열 대기업, 중소기업 및 한수원, 한전계열사등 30업

체에 임의적으로 표본을 추출하여 총 300부를 발송하 다. 현재 8월 1일~ 31일 

현재까지 210부 회수 약 70%의 회수율을 기록하 다. 설문의 내적신뢰도는 

alpha =0.597로 신뢰할 만한 수준이다. (사회과학에서는 0.6 이상이면  신뢰할 만

한 수준으로 간주함)

         (2) 대상자의 일반사항

   남성과 여성의 성분포는 남성이 91%로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근무처별로는 

대기업이 43%, 중소기업이 12% 그리고 한전계열 및 한수원이 45%이다. 직무별

로는 연구개발 및 기술운  관련 업무가 44%를 나머지 기획 사업관리 등이 56%

이다. 최근 3년간 직무관련 교육경험에 대한 설문에는 38%가 교육을 받지 못했

다고 답하 으며 3년간 2회 이상의 경험자는 전체의 30%에 불과하 다. 원자력 

관련 전문지식에 관한 설문에는 5개의 전문 지식 질문을 통하여 2개 이하는 초

보, 3개~4개는 원자력 기사수준 5개는 담당 전문가 수준으로 분류하여 조사하

다. 설문에 참가한 대상자의 대부분이 원자력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작업종사자

임에도 불구하고 약 51%가 초보 수준의 지식만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문항별 분석

   교육훈련에 참가할 수 있는 직업환경인가를 묻는 1,2번 문항에 대해 긍정항목

인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에 관한 대답이 각각 68%와 65%로 응답하여 사원

의 교육에 대해 사측은 투자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자신이 직무수행

에 적절한 교육을 받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54.9%가 그렇지 않다와 보통으로 

대답하 고 45%만이 만족한다고 대답하 다. 현재 자신의 직무에 원자력 교육에 

대한 필요성에는 61.1%가 반드시 필요하고 30%가 보통으로 대답하여 산업 현장

에서 원자력 교육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교육이 있을 때 교육을 방해하는 요소

들은 예산상의 이유가 50%, 시간상의 이유가 30.6%, 개설과정의 부재가 63.9%로 

나타났다. 따라서 원자력 교육과정은 현장이 원하는 니즈를 상세히 파악하여 조

속히 개설하여야 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적당한 교육기간에 대한 질

문에 3일이상 일주일이내의 교육과정을 71.5%의 응답자가 원하는 것으로 조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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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를 토대로 수강희망에 대한 우선순위가 분석되었다. 수강 과목을 10개군

으로 분류하여 1순위부터 10순위까지 순서척도로 응답자에게 나열하도록 요구하

다. 1순위는 1, 2순위는 0.9 그리고 10순위는 0.1의 가중치를 두어 최종 우선순

위를 계산하 다. 계산된 결과 원자력기초 과정, 안전 및 규제, 산업과 국가경제, 

신재생 및 원자력 수소과정 그리고 사용후 핵연료 과정의 순서로 조사되었고 이

들 과정들은 최고점수 101에서 82까지 분포하 다. 나머지 과정들은 표에서 보여

지는 것과 같으며 낮은 요구도를 보이고 있다. 

  [그림 2-25] 산업현장교육에서 도출된 우선순위

 

       다. 산업현장현장인력 프로그램 

         (1) 전력산업 디지털 계측제어 설계 및 검증과정

   디지털 제어 및 가상 현실을 전력산업내에 응용가능한 부분에 실제 적용 할 

수 있도록 이론, 실습을 병행하는 교육이다. 이를 위해 제공되는 주요 교육사항

은 패턴인식 기술,  전력산업 기기검증 관련 Code & Standards, 기기검증 절차

서 작성 실습 및 온라인 감시, 전력설비 이상상태 진단기술, 전력계통 상태 진

단기술등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요구되는 교육내용은 

  - 패턴인식 기술, 정보검색 기술, 컴퓨터 비전 기술 적용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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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력산업 기기검증 관련 Code & Standards, 기기검증 절차서 작성 실습

  - 안전 소프트웨어 검증 관련 Code & Standards, 안전성 분석기술 

  - 계측제어 컴퓨터 보안, 전력산업 통신망의 보안, 보안위험도 평가 및 보안

  - 온라인 감시, 전력설비 이상상태 진단기술, 전력계통 상태 진단기술

  - 가상현실 기술의 유지보수 분야 적용, 가상현실 기술의 제어실 설계/시뮬레

이션 분야 적용

  - 표준통신망 프로토콜, 무선통신기술의 적용, 스마트 센서 네트워크

         (2) 전력산업 확률론적 안전성 분석(PSA)과정

   전력시스템을 효율적인 관리와 6시그마 수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시

스템의 위험도와 안전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여야 함. 이를 위해서는 확률이라

는 개념을 적용한 확률론적 안전성 분석 기술을 교육한다. PSA의 핵심인 확률

의 이해와 사건들의 정량적인데이터 베이스화와 실제 사고들의 이력들을 정량

화시키는 방법론들을 실제 원자력 발전소와 고속철도에 적용된 예를 통하여 실

습 및 이론을 교육한다.

  - PSA 개요, 신뢰도 방법론의 개요, KIRAP-KwTree 소프트웨어 사용법 및 

실습

  - Fault Tree(FT) 작성방법, 모의 시스템 FT 작성 실습, 정량화 방법, Event 

Tree(ET) 작성 방법 및 실습

  - 인간신뢰도 분석 방법, 기기 신뢰도 DB, 외부사건 PSA 개요

  - 원전에서의 PSA, Level-1 PSA, Level-2 PSA

  - 계통 FT 작성 및 분석 실습, Risk Informed Application, 민감도 분석 개요 

및 실습 

         (3) 원전 수거물 처분 및 관리 실무과정

   원전수거물 센터의 안전한 운  및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단기간의 인력양

성이 아닌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전문인력 양성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를 위해 원자력 연구소의 연구들을 강의자료로 활용하여 연구와 

실제 현장에서 겪게 될 사항들을 실습하고 시뮬레이션하여 이론과 실무를 겸비

한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이 과정의 목적이다. 중점 교과목은 방사선 생물학, 개

인 및 작업장 방사선 관리, 방사성 폐기물관리 및 처분 평가절차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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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사선 물리, 물리량과 상호계수, 방사화학

  - 방사선 생물학, 방사선 안전관리개론, 방사능 방재, 환경 방사선 관리

  - 개인 방사선 관리, 작업장 방사선 관리, 방사선 검출기, 방사선 측정

  - 방사선 방호 원리, LSC를 이용한 방사성 핵종 측정실험

  - 방사선 안전차폐, 방사선 계측기술

  - 원자력관계법령 방사성 폐기물관리

  - 방사선 처분 평가절차, C-14 측정 및 분석, 평가, 처분 심사절차

     4. 학•연협동 교육프로그램 개발 

   원자력연수원에서는 학연협동 교육의 보다 효율적인 실험실습을 위하여 최신

식의 실험실습 장비 도입 설치와 실습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2006년도에는 비파괴검사장비 등 일부장비를 도입하여 실습조건을 개선하 고, 

실습교육 프로그램으로는 원자력공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을 원

자로 실험실습 교육프로그램과, 이공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을 이공

계 대학생 원자력분야 실험실습 교육프로그램을 개선하여 개발하 다.

   원자력공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주로 원자로 가동과 원자로

와 관련된 실험을 위주로 하 으나, 이공계 대학생인 경우에는 원자로 이론과 실

습뿐만 아니라 방사선분야와 비피괴검사 분야에 대한 이론 및 실습도 포함하여 

교육과정을 개발하 다. 그리고 원자력공학과의 경우에는 대학교 및 전공분야가 

정해졌으나, 이공계의 경우에는 다른 많은 여러 대학교를 선택할 수 있어 계속증

가하고 같은 대학이라도 전공분야가 다르면 교육과정도 서로 달라 다양하게 개

발할 수 있었다.

   특히 2005년도 6월부터는 원자력기반확충사업의 하나인 인력양성 사업 `중 “ 

이공계 대학생 연구용 원자로 체험 및 활용”과제로 2006년까지 계속하여 매년 

단위로 원자로 및 원자력분야 전체의 실험실습 교육과정을 운 하게 되어 보다 

많은 대학과 보다 많은 전공으로 그 역을 확대하게 되었다.

       가. 원자로 실험실습 교육과정 프로그램 개발교육과정

   본 교육과정은 1999년 이전에는 자체연구비 등으로 지원을 받아 운 하는 등 

일정한 지원이 없다가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원자로 실험실습은 원자력기반확



- 67 -

충사업비중 하나로 활성화 사업의 하나인 하나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

과제를 이용하여 개발하고 운 하여 왔다. 2003년도에는 기관고유사업 중 인력

양성사업의 한 부분으로 원자력공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 하 으나 지원이 중지되었다. 그러나 2004년 이후에도 본 교육과정이 계속되

어야 하므로 연속적인 안정적인 지원이 요구되었다. 그런데 2005년도 6월부터 원

자력기반확충사업으로 2006년까지 계속하여 본 교육과정을 운 하게 되었다.

   2006년도 원자로 실험실습 교육과정에서는 원자로 가동과 관련된 교육과정으

로 학교의 특별한 요구나 실습조건에 따라 일부 변경하여 개발하 으면 그 개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교육대상 

   2006년도에 원자로 실험실습대상 학교로는 서울대학교(원자핵공학과), 한국과

학기술원(원자력공학과), 한양대학교(원자력공학과), 조선대학교(원자력공학과), 

제주대학교(에너지공학과), 경희대학교(원자력공학과)로 6개 대학교가 대상으로 

되었다.

         (2) 교육과정 개발 단계

           (가) 대학과 연구소와 교육과정 협의

   본 교육과정은 대학과 연계된 과정이므로 대학과 협의하여 교과목 및 시간, 

교육내용 및 범위, 실험범위, 교육과정 운  시기 등을 정하여 개발하 다.

           (나) 교육과목 및 시간표 작성 확인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일정한 교육과정으로 운 되므로 대학별 요구되는 과목 

및 시간표의 선정(학교 및 학교별 특성에 따라 변경은 가능)은 거의 변동이 없이 

개발하여 운 할 수 있었으나, 연구소의 운  조건을 확인(연구소 실험장치, 강

사, 교재 등 조건 확인)하여 개발하 다.

           (다) 교육운 실무 협의

   실제 교육과정운 에 따른 조건은 대학마다 다를 수 있으나 거의 일정하다. 

혹시 변동을 위하여 교육운 방법(이론 및 실습배분), 교재(제작 및 유인물등), 

숙식(장소 및 수송수단, 기타) 등 준비하여 운 하도록 개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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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교육과정 운 준비 및 운

   모든 실무협의가 끝나면 확정된 시간표 작성, 운 비 예산 결재, 강사선정 및 

통보, 교재제작, 강의실 및 실험실 확인, 설문서 등을 준비하여 과정운 을 준비

하 다.

           (마) 교육과정 운  후 평가

   교육과정 운  후에는 설문서 및 대화평가를 통하여 의견을 수집하 다. 이는 

교과목에 대한 이해도, 효율성, 장래결정, 교육과정운 상의 문제점 및 경

험 등을 파악하여 차후 교육과정에 반 하는 데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3) 교육과정 개발내용

   본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해 검토된 교과목 및 교육내용은 표 1에서와 같이 

원자력공학과 대학생 대상 교과목 및 교육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실제운 에는 

이들 과목 중 5-6개를 선택하여 이론과 실험 실습 교육과정을 5일간에 걸쳐서 

운 하도록 개발하 다. 본 교육과정의 운 에 관한 것은 제 4장에서 상세하게 

기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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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0> 2006년 원자력공학과 원자로 실험․실습 교과목 및 교육내용

순번 교 과 목 교   과    내   용

1 연구로 이론

․ 원자로 이론  

․ 연구로 개요

․ 하나로 이용 현황 및 특성

2 방사선 안전관리

․ 방사선의 인체 향  

․ 방사선 장해 방어

․ 방사선 방호 모니터링

3 방사선 차폐 ․ 보건물리 일반 및 실험

4 동위원소 생산

․ 조사표적준비         

․ 원자로에서 중성자 조사

․ 수율계산             

․ 용매추출법

․ Mo-99로부터 Tc-99m 분리

5
중성자 

방사화분석

․ 방사화 분석법의 원리  

․ 기초적 이론

․ 실험의 각 단계        

․ 방사화 분석의 응용

6
중성자 래디오 

그라피

․ 방사선 투과 사진법의 원리  ․ 중성자원

․ 코리메이터                 ․ 화상법

․ 화질등급 규격              ․ NR 특성

․ 국내현황                   ․ 장래전망

7 중성자속 측정

․ 산란이론 및 이용

․ 중성자 회절

․ 중성자빔 이용 실험

8 시뮬레이터 교육

․ 시뮬레이터 작동법 연수

․ 원자로가상사고 유발

․ 과도현상분석

․ 사고대처 보고서

9
핵연료 연소도 

측정

․ 핵연료/재료조사 시험용 캡슐설계 및 조사시험 

․ 캡슐제어 시스템

․ 캡슐고정장치, 절단기, 이송용 C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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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공계 대학생 원자력분야 실험실습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금까지 원자로 실험실습은 대부분 원자력공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

다. 2006년도에는 원자력기반확충사업이 계속하여 운 되어 이공계 대학생 특

히 물리학분야, 기계공학 및 금속재료분야, 방사선과 및 기타 대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그 교육과정을 운 하 다.

   원자력공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때에는 주로 원자로를 이용하여 실습하

는 과목이 대부분이었으나, 이공계 대학생인 경우에는 대학마다 그 특성이 달라

서 학교별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작성하 으며, 대부분 방사선분야와 비파괴검

사분야를 많이 취급하게 되어 교육과정의 제목도 원자로 실험실습보다는 원자력

분야 실험실습으로 교체하여 개발 운 하게 되었다.

   이공계 대학생들의 원자력분야 실험실습 교육과정은 원자로 및 방사선 관련 

교육과정으로 학교의 특별한 요구나 실습조건에 따라 일부 변경하여 개발하 으

며, 그 개발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교육대상 

   2006년도에는 이공계 대학생 중 물리, 금속재료 및 기계, 방사선 및 기타분야 

대학에서 제주대학교(청정에너지분야), 청주대학교(나노과학과), 대전대학교(전자

재료공학과), 선문대학교(금속재료공학과), 남부대학교(방사선학과), 순천대학교

(금속재료공학과), 한남대학교(광전자물리학과), 한남대학교(기계공학과), 목원대

학교(광전자물리학전공), 충남대학교(물리학전공), 수원대학교(물리학과), 대구대

학교(물리학과), 인제대학교(방사선응용공학부)로 13개 대학교가 대상이 되었다.

         (2) 교육과정 개발 단계

           (가) 대학과 연구소와 교육과정 협의

   본 교육과정은 대학과 연계된 과정이므로 대학과 협의하여 교과목  및 시간, 

교육내용 및 범위, 실험범위, 교육과정 운 방식 등을 정하여 개발하 다.

           (나) 교육과목 및 시간표 작성 확인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일정한 교육과정으로 운 되므로 대학별 요구되는 교과

목 및 시간표의 선정(학교 및 학교별 특성에 따라 변경은 가능)은 거의 변동이 

없이 개발하여 운 할 수 있었으나, 연구소의 운용 조건 확인(연구소 실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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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교재등 조건 확인)하여 개발하 다.

           (다) 교육운 실무 협의

   실제 교육과정운 에 따른 조건은 대학마다 다를 수 있으나 거의 일정하다. 

혹시 변동을 위하여 운 교육운 방법(이론 및 실습배분), 교재(제작 및 유인물 

등), 숙식(장소 및 수송수단, 기타), 수료증, 수료사진 등 협의하여 준비하도록 개

발하 다.

           (라) 교육과정 운 준비 및 운

   모든 실무협의가 끝나면 확정된 시간표 작성, 운 비 예산 결재, 강사선정 및 

통보, 교재제작, 강의실 및 실험실 확인, 수료증, 설문서를 준비하여 과정운 을 

하도록 개발하 다.

           (마) 교육과정 운  후 평가

   교육과정 운  후에는 설문서 및 대화평가를 통하여 의견을 수집하 다. 이

는 교과목에 대한 이해도, 효율성, 장래결정, 교육과정운 상의 문제점 및 경험 

등을 파악하여 차후 교육과정에 반 하는데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3) 교육과정 개발내용

   본 교육과정에서는 이공계 대학생의 원자력분야 실험실습이므로 교과목으로

는 표 2와 같은 교과목 및 상세내용을 소개하 다. 대부분은 대학마다 교육과정

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계공학분야, 물리학 분야, 금속재료분야로 구분하여 개발

하 으며, 이들 과목 중 5-6과목을 선택하여 대학에 따라 2일, 3일, 5일간에 걸쳐

서 이론 및 실험 실습과정을 운 하도록 개발하 다. 이러한 교육을 위한 교재도 

각각 구분하여 개발하 으며, 본 교육과정의 운 에 관한 것은 제 4장에서 상세

하게 기술하 다.

   특히 2006년도에는 기존에 실습한 6개 대학 외에도 제주대학교, 선문대학교, 

순천대학교, 청주대학교, 대전대학교, 남부대학교, 인제대학교의 7개 대학이 추가

하여 총 13개 대학을 운 하 으나 내년도 2-3개 대학이 추가로 실험실습이 실

시될 수 있도록 각 대학과 협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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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2006년 이공계 대학생 원자력분야 실험․실습 교과목 및 교육내용

순번 교 과 목 교   과    내   용

1 연구로 개요

․ 원자로의 분류와 특징  

․ 전 세계의 연구로 현황

․ 우리나라의 연구로

2 방사선 안전관리

․ 방사선의 인체 향   

․ 방사선 장해 방어

․ 방사선 방호 모니터링

3 방사선 차폐 ․ 보건물리 일반 및 실험

4 동위원소 생산

․ 서론   

․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 실험

5
중성자 

방사화분석

․ 방사화 분석법의 원리       ․ 기초적 이론

․ 실험의 각 단계             ․ 방사화 분석의 응용

6 환경방사능 ․ 환경중 자연방사능의 거동

7 원자로 재료

․ 원자로 재료에서의 조사손상 연구

․ 중성자 조사손상 과정

․ 원자로 재료 조사효과 연구

․ 흑연재료(graphite materials) 조사효과 연구

․ 우주조사환경재료 조사효과 연구

8 방사화학 ․ 방사화학 분석기술

9
중성자 래디오 

그라피

․ 방사선 투과 사진법의 원리   ․ 중성자원

․ 코리메이터                  ․ 화상법

․ 화질등급 규격               ․ NR 특성

․ 국내현황                    ․ 장래전망

10
중성자 빔 

이용장치

․ Properties of Neutron &Neutron Scattering

․ HANARO and  Neutron Beam Facilities

․ Introduction to the  Neutron  Diffraction

11 CNS

․ 원자로 냉각수 계통 충수 및 배기

․ 상온정지 상태로부터 고온정지 상태운전

․ 고온정지 상태로부터 고온대기 상태로 발전소 기동

․ 2차 계통 가열 및 기동

․ 고온대기에서 2% 출력까지의 발전소 운전

․ 2% 출력에서 100% 출력까지 출력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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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사이버 교육프로그램 개발 

       가. 사이버연수원 운

      원자력연수원 홈페이지(www.kntc.re.kr)에 탑재되어있는 사이버연수원은 

현재 “원자력과 에너지” 과정 등 12개의 VOD(Video on Demand)와 13종(한 교

재 : 11종, 문교재 : 2종)의 멀티미디어 교재를 공개 학습 형태로 운  [그림   

  ]참조 중이며, 사이버연수원 학습관리시스템(LMS)의 정비 후에는 연수원내 각 

과정 담당자/책임자가 선정한 기 제작된 교육훈련 컨텐츠를 탑재하여 운  할 

예정이다.

       나. 사이버 방재교육과정 개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에 의거 방사능방재시설에 근무하

는 자는 방사능방재교육을 받도록 의무화 되어있다. 원자력연수원 2005년 4월 1

일자로 방사능방재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 방사능방재요원은 물로 비방재요원에 

대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정되었다. 

  특히 방재요원의 교육중 비방재요원은 그 수가 많아서 방재법에서는 집체교육

으로 불가하여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 다. 다음은 사이버 방재교

육과정의 개발되는 과정을 소개하고자 한다.

   본 교육과정의 개발은 방사능방재실과 원자력연수원에서 공동으로 개발하도

록 하 으며, 회의 결과와 과제계획서(초안)은 다음과 같으며, 현재까지도 이 교

육과정은 개발 중에 있다. 

     (1) 회의 결과

       (가) 회의 일자 : 2006. 10. 31(화) 11-12:00

       (나) 참석자 ; 이태 , 이관엽, 한경원, 김 택, 유병훈, 서경원

       (다) 검토사항

         1) 시범운  검토를 위해 한수원 출장(10/18)결과 검토

         2) 시범교재 작성내용 및 S/W 방법 결정

         3) 과제계획 추친 검토(2007년 1월 - 6월)

     (2) 과제계획서(초안)

       (가) 과제명 : 사이버 방재교육과정 개발 및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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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과제기간 : 2007. 1. 1 - 2007. 6. 30(6개월) 예상

       (다) 목  적 : 방사능 방재교육과정의 사이버 운 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

       (라) 내  용 : 사이버 교육운  프로그램 개발

                    사이버 교육용 교재 개발

                    시범교육과정 개발 및 운  

                    과기부 교육과정 인정 프로그램 협의

                    정상 사이버교육과정 운

       (마) 필요성 : 방사능방재교육이 법정의무교육으로 지정되어

                    연구소 직원 다수의 인원(약1000명)을 매년 집체 교육으로 

                    실시하기에는 시간적, 공간적 또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우므로 사이버를 통해 교육을 운 하고자 함

       (바) 기대효과 : 사이버를 통한 교육은 방재요원의 신규 및 보수교육과

                      직원의 신규 및 보수교육의 4가지 과정이 있으므로

                      1차적으로 1개 과정을 통하여 개발하나 가능하면 

                      다른 과정도 개발하는 데 효율적일 것임

       (사) 과제참여자 : 업무

          서경원 : 과제 전체운  총괄

                 (과제개발, 회의주도, 중간점검, 과제정리, 법정지정협의)

          한경원 : 사이버 운 체제 프로그램 개발 지원

                 (과제개발, 운 상의 문제 수정 개발)

          김 택 : 사이버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운

                 (사이버 교육용 프로그램 탑제, 제작 및 운 , 문제점 보완)

          유병훈 : 사이버 교육과정 개발 및 운  지원

                 (과제 개발, 법정지정협의, 정상운 준비)  

          이태  : 교재 및 사이버 교육과정 개발 지원

                 (과제개발, 강의내용, 강의, 운 상의 문제 지적, 법정지정협의)

          이관엽 : 교재 및 사이버 교육과정 개발 지원

                 (강의내용, 강의, 운 상의 문제 지적, 법정지정협의) 

       (자) 일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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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 한수원(본사, 교육원) 사이버 교육과정 관련(운  및 교육내용)

                 자료 수집(10/17-20), 교육내용 작성완료(10월말-방재실)

          11월 : 현재 연수원에서 운 되고 있는 홈페이지 이용 시범 제작

          12월 : 사이버 방재교육과정 과제로 신청(예산과, 소내과제) 

          1월  : 사이버 방사능 방재 교육과정 개발 및 운 과제 시작

                 홈페이지를 일부 개선하여 정상 사이버 교육과정 운  준비

          2월  : 법정 교육과정으로 과기부와 협의

          3월  : 정상 사이버 교육과정운

          4월  : 운 상의 문제점 보완

          5월  : 최종 수정 및 보완

          6월  : 최종보고서 작성 제출

       (차) 예   산 :  3,000 만원 범위 

     6. HPGe 교육프로그램 개발

   원자력연수원에서는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수행된 “교육용 모사 HPGe 검출

기 스펙트럼개발 및 교육과정개발” 과제와 연계하여 개발된 교육과정을 2006년

도에 한수원(주)와 협의한 결과 2007년 4월경 HPGe 교육과정(방사능 스펙트럼분

석기술(중급실무과정)을 운 하도록 하 으며, 그 과정의 개발 및 운 과정의 상

세한 것은 다음과 같다. 

       가. 방사능 스펙트럼 분석기술(중급실무과정)의 개요 

   본 교육과정은 실습위주의 교육과정으로 본 연구과제를 통하여 개발된 교재 

및 실습절차서를 이용하여 운 된다. 대부분의 방사능측정시에는 측정자체에 장

시간을 소요하여 측정값에 대한 직접적인 분석평가는 제대로 시행하지도 못하고 

실습이 종료되어 중요한 분석평가부분을 소홀히 하게 된다. 이에 본 교육과정에

서는 측정보다는 측정 후 측정자료를 분석평가하는 실습을 위주로 개발되었다. 

   본 교육과정은 중급실무과정이므로 우선 교육과정의 특성상 방사선/능의 이

론적 배경을 알고 있어야 실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론적 인 것과 실습에 해당

하는 것으로 구분하 으며, 각 분야별 과목과 시간은 다음과 같다. 그리고 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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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요약하여 교과목 및 시간 등을 설명하여 비교한 것은 표 1.과 같으며, 신규

과정의 시간표는 표 2.와 같다.  

       나. 교육과정의 특징

         (1) 모사 스펙트럼을 이용한 스펙트럼 분석교육

             최적의 피크분석조건 설정 방법

         (2) 현장 사용 스펙트럼 분석 프로그램 운  교육

             핵종 라이브러리,  교정선원 정보 파일 관리 방법

             피크 탐색, 에너지교정, 효율교정

         (3) 방사능 농도 평가 교육

             검출기-시료간 Geometry 보정

             시료자체 흡수 및 동시합성 효과의 보정

             보정결과를 스펙트럼 분석 프로그램에 반 하는 방법

       다. 모사 스펙트럼

         (1) 액체 혼합 교정 선원 스펙트럼을 수정하여 제작한 것으로

             피크 및 그 면적과 중심위치가 정확하게 정의

         (2) 피크 모양과 백그라운드 스펙트럼이 측정 스펙트럼과 유사

         (3) 스펙트럼에 포함된 핵종

             Am-241, Cd-109, Co-57, Ce-139, Hg-203, Sn-113, Sr-85

             Cs-137, Y-88, C0-60

         (4) 교육용 모사 스펙트럼

             교정용, 피크탐색, 피크분리 시험용 스펙트럼

             검출기-선원간 Geometry 보정 교육용 스펙트럼

             방사능 측정용 스펙트럼

             P/T비 교정용 스펙트럼

             백그라운드 및 방사능 측정용 스펙트럼

       라. 교육용 장비

         (1) HPGe 검출기 및 다중파고 분석기 : 4대

         (2) 스펙트럼 분석 프로그램 운  PC : 30대

         (3) 스펙트럼 분석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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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tec V7.04,  Genie2000 V3.0, GammaVision 6.01

         (4) 교육용 모의 스펙트럼

       마. 대상: 한전 및 환경방사능 측정관계자 등 20명으로 제한

         (1) 각 원자력발전소 환경방사능측정담당자

         (2) 원전주변 환경감시기구 요원

         (3) 전국 환경방사능 측정감시 요원

         (4) 각 대학, 연구소, 산업체 방사능측정 및 분석관계자

       바. 교육기간 : 5일(2007년 4월경 개강 예정)

       사. 교육과목 및 내용 : 

         (1) 이론과목(1일,7시간) : 방사선/능, 방사선측정 및 분석 이론 

             HPGe검출기의 특성 및 방사선 검출이론 

             스펙트럼 분석 이론(특성, 피크분석, 효율보정)

          (2) 실습과목(4일,27시간) : 방사능측정분석 실습

             스펙트럼분석 시스템 이해 실습

             스펙트럼 분석조건 최적화 설정 방법

             S/W이용한 스펙트럼 분석 실습

             효율 보정 방법과 S/W에 보정 결과 적용방법 실습

<표 2-12> 교육과정 교과목, 강사 시간, 실습장소

구 분 과   목 강사 내   용 시간 비 고

이 론

 방사선/능, 측정 및  

 분석 이론
 서경원

 방사선/능 특성,   

 방사능 검출기의 특성,  

 방사능측정 및 해석

2
KAERI

연수원

 HPGe검출기의 특성 및 

 방사선 검출이론 
 이모성

 HPGe 검출기 및 특성

 스펙트럼 검출의 개요
2

"

 스펙트럼분석 이론  이모성
 에너지교정, 핵종분석, 

 자기흡수, SUM PEAK,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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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과제 종료후 실제 원자력연수원에서 이 교육과정의 운 을 위하여 운 전

에 관계자들과 교육과정 운 을 위한 강사단회의(07년 상반기 예정)를 개최하여 

운 상 또는 수강생에게 미흡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여 보완한 후 운 할 예정

이다.  

<표 2-13> 신규 교육과정 시간표(방사능 스펙트럼 분석기술(중급실무과정))

 방사능계산

        소   계 7

실 습

 S/W 종류 및 이용방법  이모성  S/W 소개, 비교평가 3 전산실

 핵종분석 실습
 이모성

 서경원
 스펙트럼의 특성 2 전산실

 HPGe 방사능측정기  

 사용 방법
 지광용

 HPGe 기기사용법,   

 검출기특성, 

 방사능계측기

2 연구실

에너지스펙트럼분석방법
 이모성

 서경원

 피크구분, 피크면적, 

 오차, 교육용 스펙트럼
4 전산실

 에너지교정
 지광용

 최근식

 찬넬과 에너지관계,  

 교정, 피크에너지
4 연구실

 계측기효율  최근식
 계측효율계산 및 

 그라프
4 연구실

 핵종분석실습,방사능계산
 박태순

 황한열

 핵종분석, 핵종결정,

 방사능계산 실습
4

KRISS

연구실

 시판 S/W 사용 방법  이동명  S/W 사용 비교 실습 4
KINS

연구실

소   계 27

   시간

날짜

제1교시 제2교시 제3교시 제4교시 제5교시 제6교시 제7교시 제8교시

 9-10  10-11  11-12  13-14  14-15  15-16  16-1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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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일째 KAERI 연수원에서 이론, 2-3일째 KAERI 전산실, 연구실에서 실습

  * 4-5일째 KRISS, KINS, KAERI 연구실을 순회 방문 실습

       아. 강사진

         (1) KAERI(한국원자력연구소) - 최근식, 지광용 

         (2) KINS(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이동명, 

         (3) KRISS(한국표준과학연구원) - 박태순, 황한열(목원대)

         (4) 청주대학교 - 이모성,  KAERI 연수원 - 서경원 

       자. 운 일정(2007년)

       2월 - 강사단회의(2월말), 교육과정 관련 관련기관 협의(1월말)

              KINS, KRISS, KAERI, 전산실 등

       3월 - 교재, 절차서 개발 편찬, 실습장비 확인, 예산 확인(한수원)

       4월 - 모집공문, 학생모집 접수, 과정운  점검, 교육과정 개강(4월 중순)

     7. IAEA 방사선방호 및 방사성폐기물 안전 교육프로그램 개발

      가. IAEA 5차 운 위원회 참가

   IAEA에서는 방사선방호 및 방사성폐기물 안전에 관한 교육훈련 관련부서에

서 그에 속하는 교육과정인, Post-Graduate Education Course(PGEC), 

Specialized Training Course(STC), On-the-Job Training(OJT), Train the 

Trainer(TTT), E-learning, Inter-Centre Network(ICN)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제1일째
과정

소개

 방사선/능 측정, 

분석이론

 (서경원)

 HPGe 검출기의 특성 

및 방사선 검출이론 

(이모성)

 스펙트럼 분석이론

 (이모성)

제2일째
 S/W 종류 및 이용방법

 (이모성,전산실))

 핵종분석 실습

 (이모성,서경원,

 전산실)

HPGe 방사능 

측정기 사용방법

(지광용,연구실)

제3일째
 에너지교정

 (지광용,연구실)

 에너지 스펙트럼 분석방법

 (이모성,서경원,전산실)

에너지교정

(최근식,연구실)

제4일째
  계측기 효율교정 

 (KAERI연구실,최근식)

 핵종분석실습, 방사능계산

 (KRISS연구실,박태순, 황한열)

제5일째
 시판 S/W 사용 방법

 (KINS연구실,이동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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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하기 위한 5차 운 위원회(5th Meeting of the Steering Committee on  

Education and Training in Radiation Protection and Waste Safety)를 2006년 

12월 4일 - 8일(5일간) 개최하 다. 이에 본 연수원의 관계자가 운 위원 자격으

로 참여하여, 각 회원국의 방사선 방호에 관련한 교육 현황 파악 및 PGEC 과정

을 유치하도록 노력하 다.

       나. 회의내용 및 결과

0 개회사 : 운 위원회의 개회 및 환 인사 

   K. Mrabit, Section Head, Policy and Program Support Section ,IAEA

   2002년 1차 운 위원회 이후 지속적인 노력으로 방사선방호교육 분야에 많은 

진전이 있었음에 감사하다고 하 으며, 계획한 2010년도까지 지속적인 교육훈련

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고, 이를 위해 각 교육훈련센터와 LTA(Long Term 

Agreement)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 다. 이어 금년에 새로 운

위원회 회장직을 수행하게 된 말레이시아의 M. Daud씨를 소개하 다.

0 회의 안건 및 회의목적 소개 검토 

   M. Daud, 운 위원회 회장

   금년도부터 새로 운 위원회 회장직을 수임하게 된 말레이시아의 M. Daud씨

가 회의 진행 순서 및 안건, 목적, 할일 등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 하 다. 국의 

Joanne씨를 서기로 정하고, 5 일간의 회의 일정 중 가장 중점적으로 검토할 몇 

가지 안건에 대해 운 위원들의 의견조율이 있었다. 소회의(Group Working) 시 

작년과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동일 주제에 대해 작년과 같은 소그룹을 구성하자

는 의견이 있었으나, 그럴 경우 각 주제에 대해 운 위원 전체의 의견이 반 되

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어, 회장을 중심으로 의견수렴을 통해 소그룹을 구성하기

로 결정하 다.  기타 공지로는 새로 참가하기로 계획했던 중국의 운 위원이 참

석 못함을 공지하 다. 5차 운 위원회의 주요 논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

1. Introduction

   1) 배경 및 목적 검토

   2) 추진 방법 및 핵심 사항 체크

2. Implementation of the Strategic Plan and Future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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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추진현황 정리

   2) 평가 지수 결과 및 교정

   3) 지속적 교육훈련을 위한 추진 전략 검토

3. Education and Training Needs

   1) 교육훈련 수요 분석

   2) EduTA 수행 우선순위 결정

   3) 훈련 지침서 개발

4. Status of RPO and PGEC Training

   1) RPO syllabus 및 훈련자료 준비

   2) PGEC Syllabus 교정

   3) E-learning

   4) 교육훈련 자료 개발 및 번역

5. Long Term Agreement

   1) EduTA 정책 : 실행은 어떻게, 사용 결과는 어떻게 할 것인가

   2) LTA 프레임워크 제안

6. Other Issues

   1) Action Plan 검토

   2) 지역훈련센터 조화

   3) IAEA 출판 및 ICN

   4) 기타 운 위원회의 권고사항

0 IAEA 총회 결의안 검토

   General Conference Resolutions & Long Term Agreement, K.Mrabit

   방사선방호에 있어서 IAEA, 회원국, 회원국의 규제기관 등의 역할을 규정하

고, 특히 IAEA의 교육훈련을 위한 지원 역할을 정리하 다. 방사선 방호분야의 

안정적인 교육훈련 여건 확립을 위해 본 운 위원회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 다.

   이어서, 2001년 IAEA 총회에서 언급되어 시작된 방사선방호분야 교육훈련의 

전략에 따라 지난 5년간의 총회 결의안을 검토하 다. 2006년 IAEA 총회에서 지

난 수년간 강조했던 원자력, 방사선안전, 핵물질수송, 폐기물처리에 있어서의 교

육훈련의 중요성을 상기하고, 이와 관련한 교육수요조사가 가장 먼저 수행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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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을 언급하 다. 특히 EduTA(Education and Training Appraisal) 수행을 통한 

교육수요조사를 기초로 IAEA와 직역훈련센터 사이의 LTA(Long Term 

Agreement) 수립을 최우선 과제로 강조하 다. 이와 관련하여 2006년 한 해 동

안 아르헨티나와의의 EduTA 수행 및 LTA 제안서 및 심사 등 일련의 과정을 

언급하며, 최종 LTA 체결이 임박했음을 축하하 다. 향후 중점적으로 지속해야

할 분야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리하 다.

교육훈련 전략의 지속적인 평가와 개선

지역훈련센터와의 장기합의 (LTA)

로벌 네트워크의 효율적 운 과 이용

RPO(Radiation Protection Officer) 훈련 수행

검증된 훈련자료들의 번역

E-learning 2단계(양방향교육) 수행

0 연간 IAEA 교육훈련 활동 종합

   IAEA Training Activities 2006, G. Sadagopan

   IAEA 에서는 교육훈련 전략에 따라 구성된 운 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운 위원회의 권고를 반 하여 1년간 여러 가지 실적을 이끌어 내었다. 또한 

IAEA와 지역훈련센터 및 회원국 국내 교육훈련센터들 간의 네트워크인 

ICN(Inter Centre Network)을 구축하여 교육훈련 경험 및 자료 교환의 창구로서 

활용하 다. 방사선방호분야의 강사개발 활동을 수행하 으며, PGEC Module에

서 Part XI Tain the Trainer 분야 신설, 특화훈련(Specialized Training)용 교육

자료 개발완료 등 방사선 방호와 관련한 교육훈련 자료의 개발, 번역, 표준화 및 

훈련센터로의 제공을 확산하 다. 교육훈련 수요조사를 위한 설문서의 자료 번역

(프랑스어, 스페인어) 및 회원국 배포, 결과 수집을 진행 중에 있으며, 아르헨티

나에서의 EduTA를 완료하고 LTA를 위한 선행 작업을 모두 완료하 다. 

RPO(Radiation Protection Officer)과정 Syllabus는 최종 의견수렴을 하 고 핵심 

내용 교재개발을 완료하 다. E-Learning 분야에서는 원격교육 모듈의 웹 형식 

준비가 완료되었으며 웹 인터페이스가 개발되었다. 회원국 규제 인프라의 자체평

가를 비롯한 아직 개발 중인 여러 분야를 정리하여, 5차 운 위원회에서 검토될 

주제를 소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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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운 위원회 소그룹 토의

  본 운 위원회의 회의는 4개의 소그룹으로 나누어, 주요 안건에 대한 심도 있

는  토의를 수행하고, 그 결과는 다시 전체 운 위원회의 종합토의를 거쳐 수정 

검토하고 정리하 다. 이에 대한 최종보고서는 추후 정리되어 발간될 것이다. 이

번 회의에서 소그룹별로 토의된 주제는 다음의 <표1>과 같다.

<표 2-14> IAEA 5차 운 위윈회 소그룹 토의 내용

소그룹 토의내용

A

- IAEA 회원국 교육훈련 수요 조사 및 우선순위결정

- BSS 안전지침서 검토

- 교육훈련지침개발

B

- 방사선방호관리자교육(RPO) Syllabus 검토

- PGEC Syllabus 검토

- E learning 개발 계획

C

- 교육훈련평가(EduTA) 실행 방안

- 장기합의(LTA) 샘플 표준화

- RTC 조화운 방법 및 경험 공유

- 기타(ICN, 연간보고서, 교육CDs)

D
- 평가지수(PI) 검토

- 교육훈련 전략 추진현황 및 검토

0 지역훈련센터(RTCs: Regional Training Centers) 운 보고

- 아르헨티나의 PGEC 운  소개:

   아르헨티나의 방사선방호교육은 1958년부터 시작하여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갖

고 있으며, PGEC 운 도 25년간 운 하 다. 2006년도에는 방사선방호 및 방사

선원 안전에 관한 PGEC과정(25주, 27명-IAEA지원 15명), 원자력안전에 관한 

PGEC과정(10주, 14명-IAEA지원 4명), 그리고 방사선방호 기술교육과정(8주, 27

명-IAEA지원 6명)을 운 하 다. 특히 아르헨티나는 IAEA EduTA 수행, 장기

합의(Long Term Agreement) 체결을 위한 평가 등을 마쳐 2007년 초, 최초의 

LTA 체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일련의 EduTA 수행 및 LTA 

체결준비는 3.4MY 가 소요될 만큼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언급하 다.

- 벨라루시 PGEC 운  소개:

   2001년부터 운 해온 PGEC 과정은 International Sakharov Environmental 

University (ISEU)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최초 9주를 시작으로 현재는 23주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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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확대되었다. 120명의 국내 강사진 중 ISEU 소속의 강사진 46명이 과정의 

60%를 담당하며, 기타 해외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강사로 활용하고 있다. 2006년

도에는 18개국 19명의 외국인이 수료하 으며, 2007년도에는 12개국 18명의 참가

자가 계획되어 있다. 공식 언어는 러시아어로 진행이 된다.

- 그리스 GAEC 연간보고:

   IAEA와의 협력을 통한 방사선방호 및 방사선원 안전에 대한 PGEC 과정은 

2002년부터 대학과 연구소 등이 연합하여 어로 과정을 운 하고 있다. 2006년

에는 45명의 국내강사, 5명의 해외강사를 활용하여 23주 과정, 13개국 18명(자국 

2명 포함)이 참여하 다. 2007년도에는 PGEC를 포함한 6개의 과정이 IAEA 지

원으로 계획되어 있다. IAEA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운 하고 있는 과정도 5 개

가 있으며, 대표적으로 대학들과 연계하여 의료방사선물리에 관한 국내 PGEC 

과정을 1994년부터 운 해 오고 있다.

-시리아 PGEC 운 :

   시리아의 PGEC는 크게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1단계는  1997년 9주 과정

의 PGEC를 시작해서 연간 20-30명이 수료하 고, 2000년 2단계로서 9.5개월(학

사력 1년)의 과정으로 확대시켜 연간 약 20명, 3단계로서 2006년부터 IAEA 규격 

Syllabus에 의한 교육과정 1년과 논문연구 1년을 통해 석사학위를 수여하는 단

계로 발전하 다. 현재 20명 이상의 학생이 과정 중에 있다.

-말레이시아 교육훈련 실적:

   방사선 안전분야의 RPO, PGEC 과정을 포함해 비파괴, 의료, 환경 안전 등 5

개 분야의 여러 개의 과정이 운 되고 있다. IAEA 지원과정으로 3과정이 운 되

었으며, 이중 PGEC는 4년차인 2006년에 어로 진행되는 32주 과정의 25명(자

국 3명)이 수료하 다.

-모로코 교육훈련:

   IAEA 지역훈련을 비롯한 다수의 과정이 운 되고 있으며, 특히 자국 내 교육

훈련 수요가 많이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0 ENETRAP/EUTERP 소개

   방사선방호 분야의 교육훈련을 위한 통합 인프라 구축뿐 아니라 유럽 내 각

기 다른 교육훈련 시스템을 표준화할 필요가 대두되어 시작된 

ENETRAP(European Network on Education and Training in Radiological 

Protection)에 대한 배경 소개가 있었다. 주요 활동으로는 QE(Qualified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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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O(Radiation Protection Officer) 등 전문 인력의 교육훈련 시 표준화된 과정 

제공을 위해, 용어정리 및 표준화, OJT 필수 분야 선정을 위한 31개 질문서 작

성 및 43개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동일한 지식수준에서 교

육이 시작될 수 있도록 E-learning을 통한 선수과정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과 통합시스템을 위해 유럽 방사선방호 훈련 및 교육 운 위원회에

서는 EUTERP(European Training and Education in Radiation Protection 

Platform)를 운 하고 있다.

       다. 5차 운 위원회의 참석결과

   IAEA에서 주관하는 “5th Meeting of the Steering Committee on Education 

and Training in Radiation Protection and Waste Safety" 회의 참석으로 본 운

위원회의 운 위원으로서, 방사선방호와 폐기물안전에 관련한 교육훈련 현황 

및 교육훈련센터와의 네트워크 유지, PGEC 과정 유치를 위한 토의를 수행하

다. 17개국에서 20명이 참석하여 5일간 개최된 운 위원회에서는, IAEA에서 수

행되는 방사선방호와 관련된 교육과정의 운 (PGEC, STC, TTT, OJT 등) 및 

각 회원국의 교육훈련 수요 조사 및 분석 메커니즘, 지역훈련 센터로서의 역할과 

장기합의(LTA) 체결과정 및 준비사항, 각 국의 교육훈련센터로서의 매년 종합보

고서 작성 방법 등 전체적인 교육훈련 사항을 검토하 다. 또한 향후 운  방향

을 수립하는데 일조 한 점은, 우리 원자력연수원이 국제 교육훈련센터로의 확립

과 국제교육과정 특히 장기교육과정인 PGEC 교육과정을 유치하는데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이번 5차 운 위원회에서는 LTA 샘플 표준화, EduTA 실행 방안, 평가

지수(PI), 교육 자료의 검증방법 및 일치성, 개정, 번역 등의 내용을 4개의 소그

룹으로 나누어 검토하고 작성한 후, 다시 전체모임으로 토의하여 종합하 다. 이 

결과는 본 운 위원회의 보고서로 추후에 정리하여 방사선 방호분야 교육에 적

용되어 이용될 것이다. 운 위 보고서는 3주간의 검토 교정 기간을 가지고 3월 

31일까지 완성하고, 각 국의 연간보고서는 2월까지의 결과를 정리하여 5월까지 

IAEA에 제출하기로 합의하 다. 차기모임 일자는 2007년 11월 19일부터 11월 23

일까지 비엔나에서 갖는 것으로 결정하 다.

   본 운 위원회를 통하여 한국에서 국제교육과정의 하나인 PGEC 교육과정

(Post Graduate Education Course) 유치에 대한 입장과 각국에서 운 되고 있는 

사용교재 및 운 상황, 교재 검증과 번역을 위한 IAEA의 노력 등의 정보를 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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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다. 또한 지역훈련센터와의 LTA 체결을 위한 사전 준비로 EduTA를 수

행해야 하는 점 등 여러 가지 준비하여야 할 절차, 단계가 더욱 많이 있음을 알

게 되었다. 지역센타로서 지정되기 위해서는 방사선방호 및 폐기물안전에 관한 

국제연수과정 중 대학졸업 후 교육과정(PGEC)을 유치하는 것과 ICN 

(Inter-Centre Networks) 에 참여하여 우리의 IT기술을 첨가하면, 보다 유리하게 

선정되리라 생각된다. 그러므로 먼저 본 운 위원회에서 요청하는 국제교육과정

의 운 에 대한 계획을 보다 상세하게 관련기관(IAEA, 정부 및 국내기관)과 협

의하여야 할 것이고, 그 다음단계로는 이를 받침으로 운 을 준비하여야 할 것이

다. PGEC 교육과정 유치를 위해서는 강의실, 실험실, 숙소운  등 시설 및 실험

기자재 준비와 강사진 구축 등 원자력연수원 차원의 준비뿐만 아니라, 학위연계

를 위한 대학의 참여방법 및 시설확보를 위한 재정문제까지 장기적이고 구체적

인 추진 계획이 구축되어야 한다. 

     8. 소원교육 프로그램 개발

   원자력연수원은 2005년에 단계적이고 체계적이며 종합적인 소원교육을 위한 

체계를 개발하 으며 2006년 운 프로그램도 수립하 다. 이 운  프로그램에 대

하여 년 초에 구체적인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라 2006년 교육을 실시하

으며, 교육 후에는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

하여 2007년도 소원교육프로그램을 수립하 다. 이와 같은 접근 방식을 [그림 

2-26]에 표시하 으며, 이와 관련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2006 소원교육 성과 분석 

및 2007 소원교육 프로그램 개발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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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6] 소원교육 프로그램 개발 접근 방법

       가. 2006년 소원교육 성과 분석

         (1) 과정 직후와 사후 평가 반응 만족도

   2006년 전체 과정 실시 결과, 직후의 반응 만족도 평균은 4.05 이었고, 3-6개

월 후 측정한 사후 평가 만족도 평균은 4.16로서, 직후-사후 GAP은 -0.11로 나

타났다. ([그림 2-27] 참조)

 - 사후 만족도가 직후만족도 대비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

리  사후 만족도를 높게 지각.

 - 교육 회상도는 전체 과정의 만족도와 비례한다는 이론에  따라 전체적으로 

학습 중 습득한 지식, 스킬 등을 잘 기억하고 있다고 사료됨.

 - 생애설계, 부분활성화 과정 등은 0.5이상으로 높음 (역량교육이 아닌 삶의 질

이나 조직 건강도를 높이는 교육이 현업에 돌아가 더욱 강한 동기를 유발함을 

알 수 있음).

         (2) 과정 직후와 사후 평가 현업 적용도

   과정 실시 직후의 현업 적용도 결과는 평균 4.08이었고, 사후의 경우는 3.81

로, 직후-사후 GAP은 -0.27로 나타났다. 이는 타 조직 학습자의 일반적인 경향

과 유사하다.

 - 직후 사후평가간  평균 GAP이0.27로 나타남 (교육과정이 끝난 후 컨텐츠에 

  대한 망각현상이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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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체적으로 사후 현업적용도는 3.81로서 실제 현업에서 관련 직무스킬을 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현업 적용도를 높이기 위해 조금 더 교육생들의 니즈가 잘 반 된  컨텐츠 

구성이 필요함 (향 후 보완 필요).

         (3) 과정 직후와 사후 평가 자기계발 측면

   과정 실시 직후 자기계발의 도움 정도 평균은 4.15 이었고, 사후의 경우는 

4.05로, 직후-사후 GAP은 0.1로 나타났다.. 자기계발의 도움 정도가 현업 적용도 

보다는 높게 지각하 으나, 실제 자기개발을 위해 관련 스킬을 활용하는 면은 떨

어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 직후-사후평가간  평균 GAP이 0.1로 나타남 (자기개발과 관련한 스킬의 사

용이 상대적으로 부족함).

 - 현업적용도에 비해 높이 지각되고 있음. 

 - 관련 스킬의 사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교육 사후 관리 시스템

의 이용 검토).

 

[그림 2-27] 과정 직후와 사후 평가 반응 만족도

         (4) 학습자의 필요점

   사후 평가에서 나타나는 학습자의 기타 교육 요구 등을 통해 학습자의 교육에 

대한 니즈를 가치혁신 (Value Innovation) 방식에 따라 창조할 것 (Create), 향상시킬 

것(Raise), 감소시킬 것 (Reduce), 제거할 것 (Eliminate)으로 구분하여 [그림 2-28]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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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 다. 

[그림 2-28] 학습자의 필요점 요약

         (5) 2006 소원교육 계획의 시사점

   경 관리 부문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 고위 간부 과정, 프로젝트리더과정, 직무교육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과정은 

입안 (계획 대비 교육차수의 70% 실시).

 .- 계획대비 실시율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저조함 (구성원의 체계적인 역량개발 

기회 축소 우려).

 - 경 관리 부문의 평균만족도는 4.16으로  대부분의 학습자는 과정운 에 대해 

만족하고 있음 (학습자 만족도를 더욱 높일 수 있는 학습컨텐츠의 구성 필요). 

 - 대국민 홍보커뮤니케이션의 경우, 직후 반응 만족도(3.8)에 비해 사후 만족도

(4.0)가 높게나와 현업 연계가 높은 과정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음. 

한편, 자기계발 및 이슈 교육 부문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 프로젝트미수행자 과정과 과정 차수의 축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과정은 입안  

되었고 윤리경  과정은 추가되어 진행.

 - 생애설계, 혁신교육, 부문조직활성화 과정만 엑스퍼트 실시.

 - 엑스퍼트가 수행한 과정의 사후만족도 측정결과 4.15로서 직후 만족도 3.86보

다 크게 개선된 결과치를 보여 줌 (학습 당시의 기대성과보다 현업에서 오히려 

학습내용이 도움이 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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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2007년 소원교육 프로그램 수립 

         (1) 기본 방향 및 추진전략

  2007년 소원교육 기본 추진 방향은 [그림 2-29]에 표시한 바와 같이 다음의 네 

가지 방안을 정하 다.

 - 계층별 리더십 역량 강화

 - 현업 적용도 강화

 - 컨텐츠의 다양화 및 확대

 - 고객 만족도 향상

이 외에도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교육 참여분위기를 만들기 위하여 필수과정보다

는 선택과정 위주로 운 하고, 체계적교육훈련기법(SAT) 도입을 통한 효율적 교

육시스템 (수요조사, 사전평가, 사후평가, 분석정착) 정착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

다 ([그림 2-29]참조).

 

[그림 2-29] 소원교육 기본 추진 방향

   도출된 2007년 교육 방향 속에서 기본 추진 전략을 크게 4대 역으로 구분하여 

수립하 으며, 이를 [그림 2-30]에 요약하여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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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0] 소원교육 기본 추진 전략

   2007년 소원교육을 통한 인재상 실현은 “인재경 을 통한 우수한 연구자원의 확보”

를 목표로 하는 기본 틀 하에서 다음과 같이 설정하 다.

 - 창조와 혁신을 선도하는 인재육성,

 - 팀워크를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인재육성,

 - Multi-tasking이 가능한 인재육성.

[그림 2-31] 2007 소원교육 추진 전략을 통한 인재상 실현

         (2) 프로그램 추진 체계

   2007년 소원교육 프로그램 추진 체계는 당초에 수립한 소원교육체계의 기본 

틀을 바탕으로 2006년 수행성과 분석 결과를 반 하여 [그림 2-32]와 같이 수립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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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 2007 소원교육 프로그램 체계도

         (3) 2007 소원교육 프로그램

   앞에서 수립한 소원교육 체계에 따라 표 ---과 같이 과정명과 수행일정을 정한 

세부적인 소원교육 프로그램을 작성하 다. 그리고 정해진 각 과정에 대하여 목적, 

내용, 구성 개념 등의 세부사항을 개발하 다. 이 프로그램은 실시에 앞서 2007년 

초에 전 소원에게 공지하고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세부적인 조정을 거친 후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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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5> 2007 소원교육 프로그램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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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원자력 실험실습을 위한 하드웨어 구축

     1. 실습장비확보계획

   원자력연수원에서는 원자력분야 실험실습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과 관련하여 

실험실 및 실험실습장비 등의 하드웨어 구축을 위한 장기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

립하여 매년 점차적으로 구입하거나 설치하면서 실험실습교육과정을 확대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우선 현재 운 되고 있는 원자력연수원의 실험실습 현황과 실습장비의 운

상황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부가적으로 필요한 장비의 구매목적 및 운  방법 

등에 관한 것과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장기 구매계획 순으로 설명하 다.

       가. 연수원 실험 실습장비 현황

         (1) 주요 보유시설

<표 2-16> 주요 보유시설

번호 실험실명 주요특성 수량 비고

1  방사선측정 실험실 . 방사선측정기 1실  -3층

2  방사능측정 실험실

. 알파,베타용(Counter)

. 베타,감마선용(GM)

. 감마선용(MCA) 

3실  -3층

3  화학분석 실험실 . 화학분석장비 1실  -개봉선원 사용불가

4  NDT 실험실 . 초음파/와전류장비 1실  -2층

5  NDT 실험실

. X-ray 및 필름판독실

. 액체침투탐상실

. 자분투과탐상실(Prod/Yoke) 

4실  -지하

6  CNS실 . Compact Nuclear Simulator 1실  -1층

7  전산교육실 . 컴퓨터 28대 1실  -1층



- 95 -

          (2) 주요 보유장비

<표 2-17> 주요 보유장비

번호 장비명 주요특성
가격

(천원)
수량 비 고

1
Multi Channel 

Analyser
감마핵종분석  10,000 6

NaI 검출기용 

노후화 교체장비

2 GM Counter
감마 및 베타 

방사능측정
  5,000 13 사용가

3
Alpha Scintillation 

Counter
알파방사능측정  5,000 4 사용가

4 Alpha Beta Counter
알파 및 

베타방사능측정
 5,000 4 사용가

5 Survey meter 알파방사선측정  2,500 2 사용가

6 Survey meter 베타방사선측정  2,500 2 사용가

7 Survey meter 감마방사선측정  2,500 10 사용가

8 Radon Monitor
라돈방사선

연속측정
 5,000 1 사용가

9 Alpha Spectrometer 알파핵종분석 20,000 1 사용가

10 X-ray Generator
엑스선 발생, 

비파괴검사용 
30,000 2 사용가

11 초음파 검사기 
초음파 

비파괴검사용
5

사용가

표준시편 보유

12
Compact Nuclear 

Simulator

원자로 

모의운전교육용
22억 1

사용가

별도실험실 운

13 Beam Project 일반강의용 10

14 Personal Computer 전산교육용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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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장비관리 관련 인원 현황

   원자력연수원에서 실험실습장비의 운 방법은 크게 방사선 및 일반강의 관련 

장비분야, 전산실 관련분야, 국제원자력훈련센타의 장비분야 등으로 구분된다. 각 

분야별 구분과 담당자는 다음과 같다.

  - 방사선/비파괴 및 일반 교육장비 관련 : 주용창, 서경원

  - 전산실 장비 관련 : 김 택, 양혜정 

  - 국제원자력교육훈련센타 시스템장비 관련 : 현하욱, 주용창, 박수민

   현재로서는 전담 장비운 요원이 없으므로 많은 실습장비가 일반관리로 운

되고 있어 실제 실험장비의 실습을 위한 가동상황 점검 및 예비실험 등의 사전 

점검이나 실습 등의 일부는 가능하지만,  앞으로 실험실습과정의 확대와 이를 기

반으로 한 실습과정 과제화를 통한 장비의 효율적인 운 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전담 장비운 요원과 연구요원을 보충하여야 할 것이다. 

       나. 부가적으로 필요한 시설, 장비 및 인원

         (1) 목적 

   원자력연수원 실험 실습교육과정의 개발과 관련한 것으로 크게는 방사선방호

분야, 비파괴검사분야, 일반 종합실험실 및 전산운 실로 구분된다.

   방사선 방호분야의 경우 IAEA에서 지원하는 6개월에서 2년까지의 장기 국제

교육과정인  PGEC (Post Graduate Education Course) 신설과 기타 국제과정 실

습운  및 RI과정(일반, 감독, 특수 등)의 효율적 운   등 방사선 관련 실험으로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확대 운 하기 위한 것이다.

   비파괴검사 분야의 경우 비파괴검사과정(국내, 국제)의 효율적 운 을 위해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확대 운 하기 위한 것이다.

   일반 종합실험실의 경우 원자력연수원내 여러 실험실습장비의 효율적 운 을 

위해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종합관리하거나 특수한 실험실의 경우 별도로 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국가기술자격검정 원자력기사 시행을 위

한 장비의 운 도 이에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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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운 실 운 의 경우 전산분야의 이용이 확대되고 있는바, Homepage 관리, 

사이버 교육관리, 전산실습 장비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확대 

운 하기 위한 것이다.

         (2) 부가적으로 필요한 추가시설

<표 2-18> 부가적으로 필요한 추가시설

번호 실험실명  주 요  특 성
크 기

(모쥴)
비고

1  방사선원저장실
. 방사성물질 저장

 보관용
  1

2
 방사선원 사용

 실험실

. 개봉방사성물질

  사용실

. 출입구관리시설, 

. 선원준비실 및 분배실

  3

3  측정실

. 저준위 방사선/능 

  측정실용

. 정 측정장비 사용실

  2
 자연방사선준위 

 이하로 차폐

4  교정실 . 방사선측정기교정실용   1
 외부에 방사선 향

 을 주지 않는 곳

5  종합 비파괴실험실
. 비파괴실험 전용 및

  종합과정 
  1

6
 종합 일반실험실

및 실험장비 보관실

. 종합 일반실험 

. 실험장비 보관실
  2

7  전산운 실

. Homepage관리

. 사이버교육관리

. 전산실습장비관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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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부가로 필요한 추가장비

<표 2-19> 부가로 필요한 추가장비

                                                                (단위:천원)

번

호
장비명 주요특성 가격 수량 합계 비  고

 1 Multi Channel Analyser
정

감마핵종분석
80,000 6 480,000

HPGe용

및 NaI용

 2 
Fume Hood Apparatus 

Facility

개봉방사선

취급시설
20,000 8 160,000 고정설치용

3 TLD Reading System 개인방사선측정 20,000 1 20,000 “

4 Alpha Spectrometer 알파 핵종분석 20,000 6 120,000 “

5
Liquid Scintillation 

Counter

저준위 베타

방사능 측정
50,000 1 50,000 “

6 실습용 Notebook
실습이용장비 및 

자료작성
2,000 20 40,000 휴대용

7 Portable NaI Detector 휴대용방사능분석 20,000 6 120,000 “

8 ZnS Survey meter 알파방사선 측정 3,000 8 24,000 휴대용

9
Low Background 

Counter
베타방사능측정 30,000 6 180,000 고정설치용

10 Neutron Survey meter 중성자 측정 500 8 40,000 휴대용

11 전산장비
정기 노후 및 

교체
10,000 3 30,000

12 NDT 장비 “ 20,000 3 60,000

13
일반 강의  및 

실습 장비
“ 20,000 3 60,000

합  계 1,38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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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장비운 을 위해 필요한 인원

   원자력연수원에서 필요한 시설 및 장비 갖추어 졌을 경우 실험실습장비의 운

방법은 방사선 및 일반강의 관련 장비분야, 전산실 관련분야, 국제원자력훈련

센타의 장비분야 외에도 실험실습강사와 전담 장비관리요원의 추가가 추가적으

로 요구된다. 각 분야별 구분과 담당자 등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방사선/비파괴 및 일반장비 관련 : 주용창, 서경원

  - 전담 장비관리요원 추가 - 정기점검 및 보수유지 등 장비관리

    (예: HPGe 8대외 수종 확보, 실험실 10개 실험실 증가)

  - 실험강사 추가 - 분야별(방사선/비파괴) 실험강의(국내외) 및 장비운

    (예: 실습과정 확대 개발 및 관련 장비 과정 확대운  준비 등)

  - 전산실장비 관련 : 김 택, 양혜정 

  - 국제원자력훈련센타의 시스템 및 교육장비 관련 : 현하욱, 주용창, 박수민

       다.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장기 구매 계획

         (1) 목적 

   원자력연수원 실험 실습교육과정의 확대 개발과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 에 

관련한 된 것으로 크게는 방사선방호분야, 비파괴검사분야, 일반 종합실험실 및 

전산운 실 분야로 구분하여 운 할 수 있도록 시설 설치 및 장비구매를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장기구매 및 장비운 계획을 수립하 다..

                                                               

         (2) 장기구매 및 장비운 계획

   장기구매계획 연차적으로 후반부에서 설명될 것이며, 이에 앞서 우선 이들의 

장비운 계획을 소개하고자 한다.

   연수원의 실험실습 장비를 확보하여 효율적으로 운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처야 할 것이다.

           (가) 과정운  결정 

   장기 국제교육과정인 PGEC(*) 및 기타 국제 교육과정 운 이 결정되어야 하

고 이에 따른 실습과정 확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나) 시설확보



- 100 -

   교육과정의 결정에 따른 확대시설의 건설 및 이를 유지하기 위한 운 비를 

확보하여 필요한 시설을 건설하여야 할 것이다. 

           (다) 인력확보

 확대된 교육과정을 운 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여 충원하여야할 것이

다.

           (라) 장비구매

   시설 및 인원 등이 확보된 상태에서 필요한 장비를 구매하고 점검하여 운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PGEC 및 국제교육과정 및 과정개발은 특별관리팀을 구성하여 과제화 

하여 검토한 후 결과로 과정운 의 타당성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PGEC 과정운 의 경우 정부와 협의하여 기숙사 시설 건축(매년, 

1년간 20명이상 거주, IAEA 지원인력), 실험시설 증축 보완, 운 경비, 장비구매, 

운 요원확보(과정관리, 생활관리 등), 관련기관(대학, 발전소) 실습 및 강의 협조 

등의 문제를 검토되어야 하며, 기타 교육과정개발에서도 요청되는 실습장비구매

와 관련하여 과제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는 다음과 같이 보완 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 방사선방호 분야 PGEC,  국제과정 및 RI과정용(일반, 감독, 특수 등)으로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보완

  - 비파괴 검사과정용(국내, 국제과정)으로 필요한 시설 보완

  - 일반 종합실험실 준비 및 보완

  - 전산운 실에 필요한 장비 보완

        (2) 년차별 구매 계획

           (가) 2007년 구매계획

   0 목표

  - 노후화 장비 대체 계획에 의한 구매(노후화 장비비)

  - 연간 교체 장비 보완 (NDT장비, 방사선/능 측정장비, 일반 강의 및 실험시

설보완 , PC 교체 등) [인력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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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예상 구매 장비

<표 2-20> 예상 구매 장비

                                                        (단위 : 천원)

재  원 장  비  명 가  격  용  도 비  고

 노후화  

 장비비

 MCA

 (NaI&HPGe용)
100,000

 방사능측정교육

 과정 운

 Portable NaI

 Detector
 25,000

 방사능측정교육

 과정 운

 X-ray 

 Generator
 50,000

 NDT교육과정

 운  

 인력

 양성

 PC 교체  10,000  정기 upgrade  전산실 장비교체

 방사선측정장비 

 교체
 20,000

 정기 노후 보완

 교체 장비

 Surveymeter

 Counter 등

 비파괴검사장비 

 교체
 20,000

 정기 노후 보완

 교체 장비

 Eddy Current

 Magnetic Tool 등

 일반 강의 및 

 실험 보완장비
 20,000

 정기 노후 보완

 교체 장비

 Beam Project,

 Notebook, 등

 시청각 교육장비

 합  계  245,000

   

           (나) 2008년 구매계획

   0 목표

  - PGEC운  기본 장비 구매 준비

    정부와 PGEC 운 계획을 통한 시설건설 등의 자금 확보(기숙사 시설 건축

(매년, 1년간 20명 거주), 실험시설 증축 보완, 운 경비, 장비구매, 운용요원확보, 

관련기관(대학, 발전소) 협조 등) 

  - 연간 보완장비(인력양성)

  - 비파괴 및 기타 과정용으로 필요한 시설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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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 종합실험실 준비 및 보완

  - 전산운 실 보완 장비

   0 예상 구매 장비

<표 2-21> 예상 구매 장비

번

호
장비명 주요특성 가격 수량 합계 비  고

 1 Multi Channel Analyser 정 감마핵종분석  80,000 5 400,000
HPGe용

및 NaI용

 2 
Fume Hood Apparatus 

Facility

개봉방사선

취급시설
 20,000 8 160,000 고정설치용

3 TLD Reading System 개인방사선측정 20,000 1 20,000 “

4 Alpha Spectrometer 알파 핵종분석 20,000 6 120,000 “

5
Liquid Scintillation 

Counter

저준위 베타 

방사능 측정
50,000 1 50,000 “

6 실습용 Notebook
실습이용장비 및 

자료작성
2,000 20 40,000 휴대용

7 Portable NaI Detector 휴대용방사능분석 20,000 5 100,000 “

8 ZnS Survey meter 알파방사선 측정 3,000 8 24,000 휴대용

9 Low Background Counter 베타방사능측정 30,000 6 180,000 고정설치용

10 Neutron Survey meter 중성자 측정 500 8 40,000 휴대용

11 전산장비
정기 노후 및 

교체
10,000 1 10,000

12 NDT 장비 “ 20,000 1 20,000

13
일반 강의 

 및 실습 장비
“ 20,000 1 20,000

합계 1,18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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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2009년 구매계획

    0 목표

  - PGEC 정상 운  장비(PGEC운 자금) - 2008년도에 구입되지 못한 장비  

  - 연간 정기 보완장비(인력양성) 

    0 예상 구매 장비

  - 구입되지 못한 PGEC장비 및 일반 장비

   2. 실습장비운 현황    

               

       가. 장비교체 및 보완 

   본 연구과제는 기관고유사업으로 기기도입 등 예산상의 문제로 일부의 NDT

교육장비인 Magnetic testing Equipment(Yoke.AC/DC 겸용), Black Light(자외

선등UV-100N)-4개, Coil Type Magnetic Tester(MC-20)-1개, Magnetic 

tester(Yoke.AC/DC겸용,MY-200)-4개를 보충하 으며. 또한 일부 교육용 기자재

들을 구매하여 보강하 다. 

   연수교육시설의 노후화된 연수생용 컴퓨터(1층 계단강의실, 1강의실, 2층 및 2

층 강의실)를 교체하 고, 전산교육실은 교육생들의 눈부심 방지 등을 위해 노후

화된 CRT Monitor를 LCD Monitor로 전면 교체하 으며, TOSHIBA 

PROJECTOR 및 디지탈카메라와  NOTEBOOK COMPUTER(3대)를 구입하여 

업무 및 세미나 등 효율적인 과정운 을 위해 기기를 보강하 다. (<표 2-22> 

2003년 신규 구매된 장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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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2> 2003년 신규 구매된 장비

 

No 자산번호 자산명 모델명 취득일자 자산구분 취득금액 관리자

1 A30-06-2534 PENTIUM-4 PC _1  조립 2006-08-01 전산장비 1,120,000 김영택

2 A30-06-2535 PENTIUM-4 PC _2  조립 2006-08-01 전산장비 1,120,000 김영택

3 A30-06-2536 PENTIUM-4 PC _3   조립 2006-08-01 전산장비 1,120,000 김영택

4 A30-06-2537 PENTIUM-4 PC _4   조립 2006-08-01 전산장비 1,120,000 김영택

5 A30-06-2538 PENTIUM-4 PC _5   조립 2006-08-01 전산장비 1,120,000 김영택

6 A30-06-2539 PENTIUM-4 PC _6   조립 2006-08-01 전산장비 1,120,000 김영택

7 A30-06-3452 17" LCD Monitor  _1  L170B 2006-10-20 전산장비 329,135 김영택

8 A30-06-3453 17" LCD Monitor  _2 L170B 2006-10-20 전산장비 329,135 김영택

9 A30-06-3454 17" LCD Monitor  _3 L170B 2006-10-20 전산장비 329,135 김영택

10 A30-06-3455 17" LCD Monitor  _4 L170B 2006-10-20 전산장비 329,135 김영택

11 A30-06-3456 17" LCD Monitor  _5 L170B 2006-10-20 전산장비 329,135 김영택

12 A30-06-3457 17" LCD Monitor  _6 L170B 2006-10-20 전산장비 329,135 김영택

13 A30-06-3458 17" LCD Monitor  _7 L170B 2006-10-20 전산장비 329,135 김영택

14 A30-06-3459 17" LCD Monitor  _8 L170B 2006-10-20 전산장비 329,135 김영택

15 A30-06-3460 17" LCD Monitor  _9 L170B 2006-10-20 전산장비 329,135 김영택

16 A30-06-3461 17" LCD Monitor  _10 L170B 2006-10-20 전산장비 329,135 김영택

17 A30-06-3462 17" LCD Monitor  _11 L170B 2006-10-20 전산장비 329,135 김영택

18 A30-06-3463 17" LCD Monitor  _12 L170B 2006-10-20 전산장비 329,135 김영택

19 A30-06-3464 17" LCD Monitor  _13 L170B 2006-10-20 전산장비 329,135 김영택

20 A30-06-3465 17" LCD Monitor  _14 L170B 2006-10-20 전산장비 329,135 김영택

21 A30-06-3466 17" LCD Monitor  _15 L170B 2006-10-20 전산장비 329,135 김영택

22 A30-06-3467 17" LCD Monitor  _16 L170B 2006-10-20 전산장비 329,135 김영택

23 A30-06-3468 17" LCD Monitor  _17 L170B 2006-10-20 전산장비 329,135 김영택

24 A30-06-3469 17" LCD Monitor  _18 L170B 2006-10-20 전산장비 329,135 김영택

25 A30-06-3470 17" LCD Monitor  _19 L170B 2006-10-20 전산장비 329,135 김영택

26 A30-06-3471 17" LCD Monitor  _20 L170B 2006-10-20 전산장비 329,135 김영택

27 A30-06-3472 17" LCD Monitor  _21 L170B 2006-10-20 전산장비 329,135 김영택

28 A30-06-3473 17" LCD Monitor  _22 L170B 2006-10-20 전산장비 329,135 김영택

29 A30-06-3474 17" LCD Monitor  _23 L170B 2006-10-20 전산장비 329,135 김영택

30 A30-06-3475 17" LCD Monitor  _24 L170B 2006-10-20 전산장비 329,135 김영택

31 A30-06-3476 17" LCD Monitor  _25 L170B 2006-10-20 전산장비 329,135 김영택

32 A30-06-3477 17" LCD Monitor  _26 L170B 2006-10-20 전산장비 329,135 김영택

33 A30-06-3478 17" LCD Monitor  _27 L170B 2006-10-20 전산장비 329,135 김영택

34 A30-06-3479 17" LCD Monitor  _28 L170B 2006-10-20 전산장비 329,135 김영택

35 A30-06-3480 17" LCD Monitor  _29 L170B 2006-10-20 전산장비 329,135 김영택

36 A30-06-3497 LCD Monitor 19" 190B 2006-10-20 전산장비 392,740 김영택

37 A30-06-4546 Laserjet Printer  P3005 2006-12-21 전산장비 987,864 김영택

38 A30-06-4547 HP SERVER (416892-371) ML350TG5 2006-12-21 전산장비 9,088,350 김영택

39 A30-06-2241 NOTEBOOK COMPUTER Sens Q30/YDR1 2006-07-11 전산장비 2,845,133 민병주

40 A30-06-2315 노트북 컴퓨터 NT-Q35/C180(삼성) 2006-07-18 전산장비 2,394,000 안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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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실험실습 교육과정 개발 및 운

        (1) 방사선이용과정 운 현황 

   방사선이용과정에서 사용되는 방사선측정 장비는 연수원 교육과정 중 가장 

많은 수강생이 이용하는 장비로서 연수원 3층에 있는 5개의 실험실로 나누어서 

운 되고 있다. 

41 A10-06-1278 HP Officejet 복합기 9120 2006-04-12 공기구비품 1,450,000 유병훈

42 A20-06-2006 디지털카메라 ＃1MP3(삼성) 2006-06-23 연구기자재 486,034 유병훈

43 A30-06-2989 LCD MONITOR 193ST 2006-09-07 전산장비 617,000 유병훈

44 A30-06-3835 노트북 LW25 2006-11-16 전산장비 2,495,648 유병훈

45 A30-06-3843 19"모니터 LCD1940B 2006-11-17 전산장비 294,500 유병훈

46 A30-06-3844 PENTIUM CORE DUO SYSTEM
Core2 Duo 콘로 

E6600
2006-11-17 전산장비 1,631,160 유병훈

47 A10-06-4480 TOSHIBA PROJECTOR  2006-12-18 공기구비품 2,750,000 유병훈

46 A30-06-4663 프린터 레이저 4700DN 2006-12-26 전산장비 4,465,000 유병훈

48 A10-06-4776 SONY DIGITAL CAMERA DSC-N2 2006-12-28 공기구비품 782,000 유병훈

49 J30-06-1161 LCD Monitor  2006-04-04 전산장비 615,000 조붕제

50 A30-06-2988 PENTIUM IV SYSTEM  2006-09-07 전산장비 1,689,000 조붕제

51 J30-06-1160 PENTIUM IV SYSTEM (강의실용)  2006-04-04 전산장비 1,389,000 주용창

52 A30-06-3565 PENTIUM IV SYSTEM - Atopia_1  2006-10-27 전산장비 2,726,079 주용창

53 A30-06-3566 PENTIUM IV SYSTEM - Atopia_2  2006-10-27 전산장비 2,726,079 주용창

54 A30-06-3567 PENTIUM IV SYSTEM - Atopia_3  2006-10-27 전산장비 2,518,650 주용창

55 A30-06-3568 PENTIUM IV SYSTEM - Atopia_4  2006-10-27 전산장비 2,518,650 주용창

56 A30-06-3569 PENTIUM IV SYSTEM - Atopia_5  2006-10-27 전산장비 2,518,650 주용창

57 A30-06-3570 PENTIUM IV SYSTEM - Atopia_6  2006-10-27 전산장비 2,518,650 주용창

58 A30-06-3571 PENTIUM IV SYSTEM - Atopia_7  2006-10-27 전산장비 2,518,650 주용창

59 A20-06-4087 Magnetic testing Equipment Yoke.AC/DC 겸용 2006-11-30 연구기자재 10,120,000 주용창

60 A20-06-4088 Black Light (자외선등) _1 UV-100N 2006-11-30 연구기자재 478,400 주용창

61 A20-06-4089 Black Light (자외선등) _2  UV-100N 2006-11-30 연구기자재 478,400 주용창

62 A20-06-4090 Black Light (자외선등) _3  UV-100N 2006-11-30 연구기자재 478,400 주용창

63 A20-06-4091 Black Light (자외선등) _4  UV-100N 2006-11-30 연구기자재 478,400 주용창

64 A20-06-4092 Coil Type Magnetic Tester MC-20 2006-11-30 연구기자재 1,380,000 주용창

65 A20-06-4093 Magnetic tester _1
Yoke.AC/DC 겸용 

MY-200
2006-11-30 연구기자재 230,000 주용창

66 A20-06-4094 Magnetic tester _2
Yoke.AC/DC 겸용 

MY-200
2006-11-30 연구기자재 230,000 주용창

67 A20-06-4095 Magnetic tester _3
Yoke.AC/DC 겸용 

MY-200
2006-11-30 연구기자재 230,000 주용창

68 A20-06-4096 Magnetic tester _4
Yoke.AC/DC 겸용 

MY-200
2006-11-30 연구기자재 230,000 주용창

69 A30-06-4762 강의실용 PC-본동(1계단강의실)_1  2006-12-27 전산장비 2,756,000 주용창

70 A30-06-4763 강의실용 PC-본동(2계단강의실)_2  2006-12-27 전산장비 2,756,000 주용창

71 A30-06-4764 강의실용 PC-본동(1강의실)_3  2006-12-27 전산장비 2,756,000 주용창

합  계 91,28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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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실험실에는 방사선의 특성 및 기본적인 이해를 위해 방사선만을 측정하기 

위해 주로 베타선 및 감마선의 방사선측정기가 있는 방사선측정실이 있다. 또한 

방사성핵종을 분석하거나 방사능을 측정하여 방사능의 양과 방사능측정기의 특

성과 사용방법 등을 이해하기 위한 방사능 측정실이 있다. 그리고 공기 중 방사

성오염의 분석과 알파선, 베타선의 측정분석을 위한 실험실습실과 기본 방사화학

실습을 위한 방사화학 실험실습실로 구분되어 있다.

   기존의 방사선측정 장비는 모두 주로 이용되며, 대부분 방사성동위원소이용과

정 및 방사선장해방어과정의 실험실습에서 이용된다. 연간 실험실습과정에 이용된 

주요 방사선/방사성 측정장비는<표 2-23> 이용현황은 <표 2-24>과 같으나, 과정

에 참여하는 수강생수가 많아 장비 및 실험실습실이 매우 부족한 형편이다.

   현재 연수원의 상황으로 볼 때 이러한 장비의 수가 너무 부족하며, 또한 최신

의 장비로 구매 설치해야 최근의 신개념에 의한 방사선방어분야 등의 효율적인 

실험실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2-23> 실험실습과정에 이용된 주요 방사선/방사성측정 장비  

장       비      명 용     도

 Multichannel Analyser  감마선의 핵종 분석용 

 Liquid Scintillation Counter  베타선의 총 방사능 측정용        

 NIM/BIN Counting System  감마선의 스펙트럼 분석용

 GM Counting System   GM검출기 측정 및 분석 검사용  

 Scintillation Alpha Counter  알파선의 총 방사능 측정용

 Multipurpose Digital 

 Survey meter
 감마선등 각종 방사선량 측정용

 Survey meter

 (Low, Medium, High)
 감마, 베타, 알파선의 선량 측정용

 Teletector
 원거리 감마선 측정기

 (저준위, 중준위, 고준위)

 Personal meter

 (Pocket dosimeter,

  Pocket Alarm meter. etc.)

  개인방사선측정기 

 Radon Continous Monitor  라돈방사능측정 장치

 Alpha Spectroscopy System  알파선 스펙트럼의 분석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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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4> 방사선측정 장비 이용현황

과   정   명 이용분야 비      고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일반과정 

 RI 취급법

 방사선/능측정

 방사성핵종분석

 방사성오염측정

 방사성동위원소취급

 기초에 관한 내용

 실습

 방사화학 분석기술과정

 방사선/능측정

 방사성핵종분석

 방사성오염측정

 방사화학분석에

 관한 내용 실습

 방사선장해방어 감독자과정

 방사선/능측정

 방사성핵종분석

 방사성오염측정

 방사선장해방어의 

 관리에 관한 내용

 실습

 방사성동위원소 의학적이용

 방사선/능측정

 방사성핵종분석

 방사성오염측정

동위원소의 

의학적이용관리에 

관한 내용 실습

 방사성동위원소 취급과정

      (국군대상)

 방사선/능측정

 방사성핵종분석

 방사성오염측정

 국군 내 방사선.능

 관리 및 취급에 

 관한 내용 실습

 방사능방재대책 요원교육과정

 방사선/능측정

 방사성핵종분석

 방사성오염측정

 방사능방재대책에

 관한 내용 실습

       (2) 비파괴검사 실습과정 운 현황

   원자력분야에서 비파괴검사는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 분야

는 원자력발전소는 물론이고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하는 기관에도 필수적으로 

이용되는 기술로 최근에는 일부 사설학원까지 이 분야를 개설하여 운 하고 있

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원자력분야에서는 무엇보다 실습을 통한 교육과정운

이 제일 먼저 이루어 져야 한다.      

   그러나 수년에 걸쳐 연례행사와 같이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 중(방사선투과탐

상, 자분탐상, 침투탐상, 와전류탐상, 초음파탐상 부문)의 실기분야에만 이용되었다.

   비파괴검사장비 중 지하층에 방사선투과탐상장비인 엑스선발생장치와 암실 

및 필름판독장치에 대한 자체 조사 및 KINS조사 이후 X-ray발생장치 Key관리

를 별도로 하여 보다 더 안전하고 적절한 관리.운 을 하고 있다. 이들 장비들은 

<표 2-25>와 같으며, 대부분 연수원 자체 내에서 직접 실험실습을 할 수 있도록 

관리.운  되고 있다. 

   이 비파괴검사장비를 이용한 실험실습을 실시한 과정은 대부분 현장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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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를 위주로 한 실험실습이었으나 특별한 경우에는 고가의 장비로 본 연수원

에서는 실험실습 장비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필요시 이를 

대비하여  연구소내의 비파괴검사 관련 연구팀의 협조를 얻어  직접 연구실의 

장비를 견학하거나 직접 장비를 취급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방법도 강구하었다. 

장비의 활용 면으로는 국가기술자격검정 비파괴분야 실기시험분야에 이용하여 

보다 더 효율적인 운 을 할 수 밖에 없었다.  

<표 2-25> 실습과정에 이용된 주요 비파괴 검사장비

장    비    명 용     도 위    치 

 X-ray Unit, 250kVp, 5mA

             260kVp, 5mA 
 방사선투과탐상용  연수원지하층

 Ultrasonic Test Instrument  초음파탐상용  연수원 2층

 Eddy-current Tester  와전류탐사용  연수원 2층

 NDT Demonstration Kit
 RT, UT, MT용

 표준시편
 연수원 2층

 Magnetic Particle 

 Inspection Equipment
 자분탐상용 연수원 지하층

 Film Reading system 

 (Dark Room)
 필름현상 및 판독 연수원 지하층

 Fiberscope  육안검사용 연수원 2층

 Black Light  침투탐상용 연수원 지하층

 Acoustic Emission System  음향발생검사용 연수원 2층

 

  

         (3) 컴퓨터 실습교육과정 운 현황

   현재 연수원 전산교육실에서 보유.운 하는 전산장비는 <표 2-26>와 같다. 

<표 2-26> 전산교육과정에 이용된 컴퓨터 내역

품           명 수 량 규       격 비 고

 Personal Computer

 Pentium Ⅳ
 29 set  

강사용  1

학생용 28

 LCD Monitor  29 s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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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교재자료 개발과 편찬

     1. 신규 교육자료 편찬

   2006년도 원자력연수원에서 개발, 발간한 교재는 14종이다. 신규교재로 발간된 발간 

교재의 교재명과 저자 등은 <표 2-27>와 같다.

<표 2-27> 2006년도 연수원 발간 원자력전문교재 목록

분 야 교    재    명 저자명

1 원자력발전  원전 리스크 정보활용과 기술혁신 훈련과정 한상훈 외

2 원자력발전
 원전 안전성 제고를 위한 체계적 교육훈련 및

 효율적 인력관리
임남진 외

3 방사선RI이용  군방사선안전관리자보수교육 서경원 외

4 경영관리 및 일반  생애설계교육 이영훈 외

5 경영관리 및 일반  과학기술 연구윤리 현황 및 사례 민병주 외

6 경영관리 및 일반  연구윤리교육 강재성 외

7 경영관리 및 일반  프로젝트관리 기본과정 황재일 외

8 경영관리 및 일반  창의사고력혁신과정 김수양 외

9 경영관리 및 일반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 과정 이긍호 외

10 경영관리 및 일반  기획력향상과정 김종구 외

11 경영관리 및 일반  커뮤니케이션스킬과정 김준성 외

12 경영관리 및 일반  미팅(회의)스킬과정 김종구 외

13 경영관리 및 일반  부문조직활성화과정 김수양 외

14 경영관리 및 일반  홍보스킬과정 이주호 외

15 경영관리 및 일반  프리젠테이션 스킬과정 민승기 외

국내과정 소계: 14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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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도에 신규로 발간한 교재들의 표지 사진과 교재 목차는 다음과 같다. 

       가. 원자력발전소 리스크 정보활용과 기술혁신 훈련과정

<표 2-28> 원자력발전소 리스크 정보활용과 기술혁신 훈련과정

목  차

 1. Risk Informing Process at NPP

 2. Risk Management Activities at US Nuclear      

   Plants 

 3. Development of PSA Software

 4. License Renewal Project, SAMAs at Entergy   

    Nuclear Stations

 5. ROP MSPI Implementation Experiece

 6. Risk Informed Technical pecification(RI-TS)

 7. Risk-Informed Physical Protection

 8. Integrated Leak Rate Test(ILRT) Interval       

 Extension at Entergy Nuclear Stations

 9. MR Full Implementation Strategy

10. Preparation of Graded Periodic Inspection       

Program

11. Regulatory Perspective on Risk-Informed       

  Changes of Tech Requirements

12. PRA Support for Maintenance Rule             

   Implementation at Entergy Nuclear Stations

13. High-Lisk and Low-Margin Inspection Support

14. Overview of the Fire PRA Methodology, ANS  

     Fire PRA Standard & Risk Informed Fire       

   Protection 

15. MR Pilot Implementation Lessons Learned

16. PRA Support of AOV and MOV Programes at  

       Indian Point Energy Center

17. Risk Assessment in Support of Power          

   Uprates,RITS Application

18. ORION Projects for Uljin and Wolsong NPPs 

19. Status of PSA,RIA in Korea

20. Significance Determination Process(SDP) and    

  Insights at Entergy Nuclear Stations

21. Risk-Informed In-Service Testing (RI-IST)     

   and In-Service Inspection(RI-ISI)

     - Risk-Informed LOCA50.4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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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원전 안전성 제고를 위한 체계적 교육훈련 및 효율적 인력관리

<표 2-29> 원전 안전성 제고를 위한 체계적 교육훈련 및 효율적 인력관리

목  차

 1. Introduction to IAEA Training Programs   

   in Nuclear Safety (원전 안전성관련 IAEA    

  교육훈련 프로그램) 

 2. Competency Framework for Regulatory

    Bodies (원전 규제기관을 위한 자격(능력)  

    강화)

 3. Introduction of Local Nuclear Training     

 Organizations(국내 원자력 교육훈련기관)

 4. Practical Demonstration of SAT

   ( 교육훈련 체계화에 대한 실무 교육)

   - Analysis Phase (교육훈련 니드 분석)

   - Design Phase (교육훈련과정 설계)

   - Development Phase (교육훈련과정 개발)

   - Implementation Phase(교육훈련과정실시)

   - Evaluation Phase (교육훈련과정 평가)

 5. ANSN/ANENT Activities

   (원자력안전네트웍 및 아시아지역원자력

    교육훈련네트웍)

 6. Presentation of General Training

    Courses (국내 연수원 교육과정)

 7.Computer Based Tools for Training 

   Development Iplementation and 

Management

   (컴퓨터를 활용한 교육훈련과정 개발, 실시  

    및 관리)    

 8. TRS. 380 Guide Book on "NPP Personnel 

    Training and Its Evaluation"

 9. IAEA-TECDOC-1254 "Training the Staff 

of 

    the Regulatory Body for Nuclear

    Facilities: A Competency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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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군방사선안전관리자 보수교육

<표 2-30> 군방사선안전관리자 보수교육

목  차

 1. 원자력 관계 법령

 2. 방사선안전관리

 3. 군 방사선안전관리 실무

 4. 군 방사선이용 실무

    - 비파괴검사 분야

    - 계측기교정 분야

       라. 생애설계교육

<표 2-31> 생애설계교육

목  차

1. Half-Time에의 초대

2. 전반전의 재평가

3. Well-Being Training

4. 내면세계의 재 구축 

5. 관계의 힘

6. 후반전의 승리전략

7. 행복한 삶을 여는 열쇠

8. 성공적인 후반전을 위하여



- 113 -

       마. 과학기술 연구윤리 현황 및 사례

<표 2-32> 과학기술 연구윤리 현황 및 사례

목  차

1. 연구 윤리의철학적 배경

2. 과학윤리의 쟁점

3. 연구진실성

   (Research Intergrity)

4. 과학윤리 제도 및 교육현황

       바. 연구윤리교육

<표 2-33> 연구윤리교육

목  차

1. 윤리의식과 연구경 에 대한

   문제제기

2. 윤리경 의 필요성과 추진 성과

3. 윤리적 딜레마와 해결모델

   비윤리연구 사례

4. 윤리적 의사결정 프로세스와

   연구윤리의 확립

5. 윤릭경 의 실행을 위한 강령과

   실천행동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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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프로젝트관리 기본과정

<표 2-34> 프로젝트관리 기본과정

목  차

1. PM 개요

2. Project 활동기반의 구축

3. Project Planning(1)

4. Project Planning(2)

5. Project Planning(3)

6. Project Controlling

7. Project Closing

       아. 창의사고 혁신과정

<표 2-35> 창의사고 혁신과정

 목  차

1. 창의적 문제해결의 기본 

2. 창의성 발휘의 조건

3. 창의적 아이디어 발상

4. 창의적 판단 과정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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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 과정

<표 2-36>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 과정

목  차

1. 과정소개 및 개관

2. 원인분석

3. 상황분석

4. 결정분석

5. 잠재문제분석

6. PSDM 의 활용

       차. 기획력향상과정

<표 2-37> 기획력향상과정

목  차

1. 기획력의 이해

2. 기획력을 위한 T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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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 커뮤니케이션스킬과정

<표 2-38> 커뮤니케이션스킬과정

목  차

1. 커뮤니케이션 열어가기

2. 주도적 경청으로 원하는 정보 얻기

3. 자신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4. 갈등을 넘어 협력으로

       타. 미팅(회의) 스킬과정

<표 2-39> 미팅(회의) 스킬과정

목  차

1. 회의 이해하기

2. 회의 준비하기

3. 회의 진해하기

   - 회의유형별 회의 진행

   - 아이디어 발상법

4. 회의 종료하기

5. 회의 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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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부문조직활성화과정

<표 2-40> 부문조직활성화과정

목  차

1. Work-out Basic과정

2. 팀웍 및 공동체 활동

3. 조직활성화를 위한 워크샵

       하. 홍보스킬과정

<표 2-41> 홍보스킬과정

목  차

1. 한국언론의 특성

2. 매체의 종류

3. 언론에 대한 이해

4. 기자에 대한 이해

5. 효과적인 언론 대응

6. 보도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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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갸. 프리젠테이션 스킬과정

<표 2-42> 프리젠테이션 스킬과정

목  차

1. Presentation이란

2. 준비와 설계

3. Visual 및 매체의 활용

4. 효과적인 발표 Skill

     2. 연수원 교재 현황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원자력연수원에서 2006년도에 신규로 발간한 국내과정 교

재는 총 14종으로 분야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 원자력발전 분야 :2종

   ∙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이용 분야 :1종

   ∙ 기타교육 분야 :11종

   

   이로써 원자력연수원에서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국내과정 교재는 2006년 말 현재 

<표 2-43>과 같이 총 257종에 달한다. 연수원 전체 교재목록은 부록 1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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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3> 2006년 말 현재 원자력연수원 국내과정 교재 보유현황

단위: 종

과   정  분           야 합  계

국내과정 1. 원자력기초 분야      28

2. 원자력발전 분야 62

3. 핵연료관련분야   21

4. 방사선/방사성동위원소이용 분야 63

5. 비파괴검사 분야 30

6. 원자력관련 용접기술 분야   18

7. 기타교육 분야  35

총             계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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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홈페이지 운  및 프로그램 등록 

     1. 프로그램 등록

      - 등록 프로그램명 : 원격교육 관리 시스템 

      - 개발자 : 한경원, 김 택, 유병훈, 이의진, 민병주

      - 등록기관 :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 프로그램의 개요 : 이 프로그램은 원격지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인터넷을 이용하여 과정을 수강 할 수 있도록 개발하 음. 

    

[수강자]

     - 개설과정 정보 제공 기능(분야별 개설과정 현황)

     - 온라인 수강신청 및 내 수강현황 정보제공 기능

     - 사이버학습 기능(과제물 제출, 참고자료 저장 등)

     - 수강 후 결과 정보 제공 기능

     - 온라인 수료증 발급 기능

[강사]

     - 원격지에서 강의자료 입력 기능

[과정 담당자]

     - 과정 개설 기능

     - 과정 등록관리 기능

     - 과정 운  현황(등록 수강자 현황 등) 정보 제공 기능

     - 수강 후 관리 기능(수강 관련 각종 현황 자료 제공)

[과정 관리자]

     - 분야 및 과정 개설 승인 기능

     - 과정 착수 및 과정 종료 승인 기능

     - 온라인 수료증 발급 승인 기능

     - 각종 과정 통계자료 관리

       

 - 등록 프로그램명 : 연수시설 온라인 예약관리 시스템

 - 개발자 : 한경원, 김 택, 유병훈, 이의진, 민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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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기관 :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 프로그램의 개요 : 이 프로그램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강의시설 안내와 강의시

설 이용신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용자 구분으로는 강의시설 사용자(예약자 

포함), 시설 담당자, 시설 관리자로 구분되어 있음

[예약 사용자 기능]

      - 연수시설 안내는 강의실 건물 내의 용도별 강의실 소개(사진 포함)와 담

당자 연락처 등 예약사용자에게 강의실 상세정보 제공

      - 연수시설 이용신청 메뉴는 이용안내, 이용신청 메뉴 및 내 예약현황 메

뉴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용안내 메뉴에는 이용내용 요건, 이용료 안내 및 이용

신청 문의메뉴 등 연수시설 이용에 관한 사용자 안내 정보 제공

      - 이용신청 메뉴에는 2개 연수시설 건물 및 숙소의 온라인 예약기능 제공

      - 이용신청 메뉴 선택 시 첫 사용자를 위한 단계별 “신청 안내문” 기능 

제공

      - 각 강의실 예약현황을 달력형태로 제공함으로써 이용자가 원하는 날짜

의 강의실을 쉽게 예약 가능여부 및 예약 기능 제공

[시설 담당자 기능]

      - 이용신청 관리, 이용 중 서비스 및 이용 후 관리 메뉴로 구성

      - 이용신청 관리 메뉴에는 연수시설 대리 신청 기능과 사용신청 대장, 사

용 중 현황표등 다양한 정보 및 관리 기능 제공 

      - 이용 중 서비스 메뉴에는 계산서 발행 현황 정보 제공

      - 이용 후 관리 메뉴에는 각 연수시설의 사용현황 정보 제공

[시설 관리자 기능]

       - 시설 관리자 메뉴에는 시설관리 메뉴가 있으며, 시설관리메뉴에는 시설 

담당자가 신청한 예약내용을 검토한 후 승인이 가능한 시설이용 승인 메뉴 및 

시설 이용현황 정보 제공           

     2. 원자력연수원 Web-site 개선

       가. 연수과정 메뉴

   온라인 수강안내와 수강신청, 과정 개설 관련 설문조사 등 세부 메뉴로 구성

된 연수과정 메뉴 부분에서는 주로 과정 담당자의 업무에 편리하도록 메뉴를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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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하 으며, 신규과정 등록 메뉴에서 수강자에게 정보제공 화면 등을 수정하여 

과정담당자 및 수강자에게 사용상의 편의성을 제공하 다.   

       나. 연수시설 메뉴

   연수시설 메뉴에서는 강의실 예약자 편의를 위하여 예약가능일자의 색상을 

구분, 숙소의 경우 잔여객실 수를 표시하 으며, 특히 강의실 담당자의 관리 효

율을 위하여 예약내용 수정, 관리 자료의 표시 재배치 등 수정을 통하여 사용상

의 편의성을 제공하 다.

         다. 사이버연수과정 메뉴

   사이버연수과정은 학습관리시스템에 탑재 할 교육훈련 컨텐츠 미비로 인하여 

주로 공개연수과정을 중심으로 표시토록 하 다. 

      3. 원자력연수원 홈페이지 운

       가. 홈페이지 등록

   2003년도에 업그레이드된 원자력연수원 홈페이지(www.kntc.re.kr)는 당해연도

에 연수과정안내 등 각종 메뉴에 원자력연수원 직원을 포함한 원자력연구소원 

및 원자력 관련 전문가, 원자력 상식을 묻는 일반 이용자들이 방문하여 각종 원

자력교육 정보를 검색을 통하여 이용하 다. 또한 당해 연도에 총 1,208명(소내 : 

888명, 외부 : 320명)이 등록하여 원자력연수원 홈페이지를 이용하 다. <표 

2-44> 참조

<표 2-44> 홈페이지 등록자 수

기관명 등록자 수 비고

 한국원자력연구소 888

 (주) 한국수력원자력 37

 원자력환경기술원 22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10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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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연수과정 운

   2006년도 연수과정의 홈페이지 게시 횟수는 390회 이며, 아울러 2006년도 연

수과정 수요조사를 수요조사 메뉴를 통하여 466명이 원하는 원자력 관련 과정을 

선택하 다.

 유성구청 8

 한전전력연구원 5

 기타 229 개인/3인이하

합  계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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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원자력 산업요원 교육

제 1 절 원자력발전 및 핵연료주기 기술분야 

     1. “원전 리스크정보활용과 기술혁신훈련과정”(신규개발과정)

       가. 교육목적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과학기술부(MOST)의 후원으로 미국 원자력발전소

(Exelon,Entergy nuclear Northeast,General Electric) 전문가 3인 및 국내 전문가 

7인을 초빙하여 최근 RIR, PSA를 활용한 미국 원자력발전소에서 수행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 리스크정보활용 실제와 기술혁신에 관한 전문 기술훈련을 국내 동

분야 관련 종사자에게 소개하여 그들로 하여금 효율적인 업무 수행능력을 함양

시키고자 함  

       나. 교육대상

         (1) 원자력발전소 운전 및 보수 업무 종사자

         (2) 원자력발전소 규제 및 검사관련 업무 종사자

         (3) 원자력발전소 안전성 및 기술개발 관련 업무 종사자

         (4) 원자력발전소 설계 관련 업무 종사자

         (5) 원자력발전소 부품제조 및 핵연료제조 업무 종사자 등

       다. 교육내용

   Risk Informing Process at NPP 등 21여 과목으로 구성하여 실시하 으며 교

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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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IAEA 전문가 초청 "원자력발전소 리스크 정보활용과 기술혁신 훈

련과정“

교    과    목
시  간

강 사 명 소   속
강의 토의

  1. Risk Informing Process at NPP 1 - Young H.In  Exelon, USA

  2. Risk Management Activities at NPP 1 - Dennis W.Henneke  Ge, USA

  3. Development of PSA Software 1 -
Sang-Hoon Han

(한 상 훈)
 KAERI

  4. License Renewal Project,SAMAs at Entergy 

     Nuclear Stations
1 - Chaur Nan Yeh  Entergy,USA

  5. ROP MSPI Implementation Experience 1 - Young H.In  Exelon, USA

  6. Risk Informed Tech Spec 1 - Dennis W.Henneke  Ge, USA

  7. Risk Informed Physical Protection 1 -
Joon-Eun Yang

(양 준 언)
 KAERI 

  8. Integrated Leak Rate Test(ILRT) Interval Extension

     at Entergy Nuclear Stations
1 - Chaur Nan Yeh  Entergy,USA

  9. MR Full Implementation Strategy 1 -
Eui-Youb Hwang

(황 의 엽)
 KHNP

 10. Preparation of Graded Periodic Inspection Program 1 - KNS Workshop

 11. Regulatory Perspective on Risk-informed Changes

     of Tech Requirements
1 -

Dae-Wook Chung

(정 대 욱)
 KINS

 12. PRA Support for Maintenance Rule Implementation

     at Energy Nuclear Stations
1 - Chaur Nan Yeh  Entergy,USA

 13. High-Risk and Low-Margin Inspection Support 1 - Young H.In  Exelon, USA

 14. Fire PRA Standards & Evaluation 1 - Dennis W.Henneke  Ge, USA

 15. MR Pilot Implementation Lessons Learned 1 -
Kwang-Nam Lee

(이 광 남)
 KOPEC

 16. PRA Support of AOV and MOV Programs at Indian Point

     Energy Center
1 - Chaur Nan Yeh  Entergy,USA

 17. Risk Assessment in Support of Power Updates,

     RITS Application
1 - Young H.In  Exelon, USA

 18. ORION Projects for Uljin and Wolsong NPPs 1 -
Myung-KI Kim

(김 명 기)
 KEPRI

 19. Status of PSA,RIA in Korea 1 -
Poong-Sik Kim

(김 풍 식)
 KHNP

 20. Significance Determination Process(SDP) and Insights

     at Entergy Nuclear Stations
1 - Chaur Nan Yeh  Entergy,USA

 21. Risk-Informed ISI or IST Support, Defense-in-depth

     Approach in Risk Management
1 - Dennis W.Henneke  Ge, USA

 22. Discussion - 3
Eui-jin Lee &

All Lecturers
 KAERI

소      계
21 3

-
24

 23. KNS Workshop 3 All Participants  

  - 개강 및 수료 2
Eui-jin Lee &

All Lecturers
 

계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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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교육운

   Risk Informing Process at NPP 등 21여 과목을 미국 원자력발전소 원전 리

스크정보활용 전문가 3인 및 국내 전문가를 7인을 강사로 초빙하여 5일간 총 29

시간에 걸쳐 실시하 다. 금번 교육중 경주에서 열린 Workshop에 동교육과 관련

된 강좌가 있어 참석하 으며, 동교육에 대한 상세한 일정 및 강의시간 등은 다

음과 같으며 교육운  현황은 다음과 같다.

   ∙ 교육기간 : 2006. 10.30 - 11. 3 (5일)

   ∙ 수강인원 : 23명

   ∙ 수강기관: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기술(주), 한전기공(주)

                한국원자력연구소,서울대학교 대학원

   ∙ 강의실 : 2층 계단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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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 Training Workshop on

<표 3-2> “원자력발전소 리스크 정보활용과 기술혁신 훈련과정”시간표

Date
   Time

Monday
30 October 2006

Tuesday
31 October 2006

Wednesday
1 November 2006

Thursday
2 November 2006

Friday
3 November 2006

09:00
 -10:00

Openning Session
Participants
Eui-Jin Lee
Young H. In

Dennis W. Henneke
Charu Nan Yeh

8. Integrated Leak Rate 
Test (ILRT) Interval 
Extension at Entergy 

Nuclear Stations
Chaur Nan Yeh
Entergy, USA 

Move to Kyoungju
All Participants

12.PRA Support for 
Maintenance Rule 
Implementation at 

Entergy Nuclear Stations
Chaur Nan Yeh
Entergy, USA

17. Risk-Informed 
Regulation for New 
Reactors (Part 52)

Young H. In
Exelon, USA

Break

10:15
 -11:15

1. Risk Informing 
Process at NPP

Young H. In
Exelon, USA

6. Risk Informed 
Tech Spec(RI-TS)

Dennis W. Henneke
GE, USA

Move to Kyoungju
All Participants

13. Component 
Design Basis 

Inspection (CDBI)
Young H. In
Exelon, USA

18. ORION Projects 
for Uljin and 

Wolsong NPPs
Myung-Ki Kim

KEPRI

Break

11:30
 -12:30

2. Risk Management 
Activities at US NPP
Dennis W. Henneke 

GE, USA

7. Risk-Informed 
Physical 

Protection 
Joon-Eun Yang

KAERI

Move to Kyoungju
All Particiapnts

14. Overview of the Fire 
PRA Methodology,ANS 
Fire PRA  Standards &  

Risk Informed Fire 
Protection

Dennis W. Henneke
GE, USA

19. Status of PSA, RIA in 
Korea

Poong-Sik Kim
KHNP

Lunch

14:00
 -15:00

3. Development of
PSA Software

Sang-Hoon Han
KAERI

5. ROP MSPI
 Implementation 

Experience
Young H. In
Exelon, USA 

Participation in the 
2nd KNS Workshop 
on Risk-informed 

Regulation.
10. Preparation of 
Graded Periodic 

Inspection Program

15. MR Pilot
Implementation Lessons 

Learned

Kwang-Nam Lee
KOPEC

20. Significance 
Determination 

Process(SDP) and 
Insights at Entergy 

Nuclear Stations
Chaur Nan Yeh
Entergy, USA

Break

15:15
 -16:15

4. License Renewal 
Project -SAMAs at 

Entergy Nuclear 
Stations

Chaur Nan Yeh
Entergy, USA

9. MR Full 
Implementation Strategy

Eui-Youb Hwang
KHNP

11. Regulatory
     Perspective on 

Risk-informed Changes 
of Tech

Requirements 
Dae-Wook Chung

KINS

16. PRA Support of AOV 

and MOV Programs at 

Indian Point Energy 

Center

Chaur Nan Yeh
Entergy, USA

21. Risk-Informed 
In-service 

Testing(RI-IST) and 
In-service 

Inspection(RI-ISI)
Dennis W. Henneke

GE, USA

Break

16:30
 -17:00

Discussion
Young H. In

Dennis W. Henneke
 Chaur Nan Yeh

Discussion
Young H. In

Dennis W. Henneke
Chaur Nan Yeh

Return to Daejeon
(17:00-21:00)
All Participants

Discussion
Young H. In

Dennis W. Henneke
 Chaur Nan Yeh

Evaluation/
Closing Session

Eui-Jin Lee
Young H. In

Dennis W. Henneke
 Chaur Nan Y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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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교육평가                       

   교육 완료 후 설문조사결과 교육대상자 중 응답자 대부분이 교육기간 및 교

과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것으로 평가되었다.

     2. 원전안전성 제고를 위한 체계적 교육훈련 및 효율적 인력관리

       가. 개최 배경 및 목적 

   원자력발전의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원전 교육훈련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원전 운  요원의 능력 함양을 위한 체계적 훈련방법을 습득함으로써 원자력관

련기관의 운전 및 안전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이 과정의 목적임.

      나. 일정 및 장소 

  -  교육기간 : 2006. 11. 20(월) ∼ 11.23 (목)

  -  교육장소 : 한국원자력연구소 국제원자력교육훈련센터 2층 국제회의실

     

      다. 교과 내용 및 일정 

  - 원전 안전성향상을 위한 IAEA 훈련 프로그램 소개

  - 규제 요원을 위한 Competency Framework

   - 훈련과정 개발, 수행 및 관리에 대한 컴퓨터 활용 프로그램

  - ANSN/ANENT 활동 소개

  - 교육훈련의 체계적 적용에 대한 실무

  - 국내원자력 교육훈련기관 소개 및 상호 협력방안 

  - 국내 유수 교육훈련기관 방문 및 활동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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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전문가초청 원전안전성제고를 위한 체계적 교육훈련 및 효율적 

<표 3-3> 인력관리 교육과정 일정표

2006. 11. 20 (월) 

09:30 - 10:30     등록 및 개강 

10:30 - 11:00     Coffee Break

11:00 - 12:30     원전안전성 관련 IAEA 교육훈련 프로그램 소개 

                     ( 강사:: IAEA Dr. Tom Mazour/Dr.Brian Molloy)

                   ** 질의 응답 **  

12:30 - 14:00     중 식 (개별) 

14:00 - 15:30     원전 규제 기관을 위한 Competency Framework 

                   (강사: IAEA Dr. Tom Mazour)

                   ** 질의 응답 **

                   (참고: IAEA-TECDOC-1254)

15:30 - 16:00     Coffee Break

16:00 - 17:30     각 기관 교육훈련 현황소개 및 토의 

                   (참가자))

18:30 - 20:30     원자력연수원 초청 석식 

2006. 11. 21(화) 

09:00 - 10:30     Practical Demonstration of SAT (I) led by IAEA

                   lecturers

10:30 - 11:00     Coffee Break

11:00 - 12:30     Practical Demonstration of SAT (II) led by IAEA

                   lecturers

12:30 - 14:00     중 식 (개별) 

14:00 - 15:30     ANSN/ANENT 활동 소개

                    (Led by Tom Mazour with inputs from ROK 

                    individuals with experience in ANSN/ANENT) 

15:30 - 16:00     Coffee Break

16:00 - 17:30     Practical Demonstration of SAT (III) led by

                   IAEA Lecturers

2006. 11. 22(수) 

 08:30 - 10:50    대전출발 – 국내 유수 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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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0 - 12:30    국내 유수 연수원 교육 프로그램 소개

 12:30 - 14:00    초청 오 찬 

 14:00 - 16:00    국내 유수연수원 시설 방문 

 16:00 - 18:00    국내 유수연수원 – 대전 도착

2006. 11. 23(목) 

  09:00 - 10:30   Practical Demonstration of SAT (IV) led by IAEA

                  lecturers

  10:30 - 11:00   Coffee Break

  11:00 - 12:30   국내원자력교육훈련기관간 상호 협력방안 협의 

                  (참가자)

  12:30 - 14:00   중 식 (개별) 

  14:00 - 15:30   Computer Based Tools for Training Development

                   Implementation and Management  

                    (Led by IAEA lecturers with Counterparts)

  15:30 - 16:00   Coffee Break

  16:00 - 17:30   평가 및 수료 

       라. 참가 대상 및 참가자 명단

    본 과정의 참가자는 원자력발전소 안전성 및 교육훈련 관련업무 종사자

    및 기타 관련기술 연구개발 및 관련업무 종사자로 구성 되었으며 참가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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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참가 대상 및 참가자 명단

Participants List

Mr. Kang, Kyea Hyun

Instructor

Nuclear Power Education Institute

Korea Hydro & Nuclear Power Co.

Tel :  051-726-6148

Fax :  051-726-6214

E-mail : kangghn@khnp.co.kr

Mr. Park, Wan Gyu

Manager

WolsongTraining Center 

Wolsong

Korea Hydro & Nuclear Power Co. Ltd. 

Tel(Work) : 054-779-2444

Fax(Work) : 054-779-2049

E-Mail:parkwky@khnp.co.kr

Mr. Kim, Han Sang

Instructor

Ulchin Nuclear Training Center

Ulchin Nuclear Power Site

Korea Hydro & Nuclear Power Co. Ltd.

Tel: 054-785-2066

Fax: 

E-mail: kimmhas@khnp.co.kr

Mr. Back, Ju Hyun

Instructor

Nuclear Training Center

Yonggwang Nuclear Power Site

Korea Hydro & Nuclear Power Co., Ltd.

Tel: 061-357-2042

Fax:



- 133 -

E-mail: maestro@khnp.co.kr

Mr. Pack, Min Sik

Instructor

Nuclear Training Center

Korea Plant Service & Engineering

Tel: 051-726-6483

Fax: 051-726-6464

E-mail: pack8404@kps.co.kr

Mr. Han, Kyong-Won

Principal Researcher

Nuclear Training Center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Tel: 042-868-2092

Fax: 042-861-5018

E-mail: kwhan@kaeri.re.kr  

Mr. Kwon, Hyuk

Researcher

Nuclear Training Center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Tel: 042-868-4962

Fax: 042-861-5018

E-mail: kwonhk@kaeri.re.kr 

Mr. Yoo, Byung-Hoon

Project Manager

Nuclear Training Center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Tel: 042-868-2081

Fax: 042-861-5018

E-mail: bhyu@kaeri.re.kr

Mr. Ahn, Seong Kyu

Resear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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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clear Training Center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Tel: 042-868-2680

Fax: 042-861-5018

E-mail: skahn76@kaeri.re.kr

Mr. Lee, Han Young

Nuclear Training Center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Tel: 042-868-2675

Fax: 042-861-5018

E-mail: hanyoung@kaeri.re.kr 

  IAEA Experts

Mr. Brian R. Molloy

44 London Road

Cheltenham, Gloucestershire

England

GL52 6DY

McLean Associates Limited

Managing Director

Tel:

Fax:

E-mail:

Mr. Thomas J. Mazour

Wagramerstrasse 5, P.O. Box 200

A-1010 Vienna, Austria

Division of Nuclear Power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Tel: 43-1-2600-22793

Fax: 43-1-26007

E-mail: T.Mazour@iaea.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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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과정 평가 및 기대효과

본 훈련과정은 IAEA 가 작성한 교육훈련 체계화 모델 (SAT) 를 적용하여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체계화 및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한 교육과정으로 국내 원자력발전소를 운 하고 있는 고리, 월성, 울진 및

광의 교육훈련 기관 담당자들과 한전보수주식회사  교육훈련담당자들이

참가 하여 좋은 성과를 얻었으며 원전운 분야의 교육훈련 분야  담당자들의

모임으로 상호 의견을 개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본 과정에서는 국내 우수 연수원인 LG 인화 원을 방문하여 일반 교육 운 과

원자력분야의 교육훈련을 비교 검토 하여 개선 할 점도 찾을 수 있었으며

우리연구소 원자력연수원에서도 많은 인원이 교육과정에 참여하여 교육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3. 핵물질관리기술과정

가. 교육목적

   동과정은 핵연료물질취급분야의 종사자들에게 핵연료물질 취급에 관한 지식 

및 기술 등을 향상시켜 핵연료물질의 안전 취급능력을 함양시키며, 또한 핵연료

물질취급면허시험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나. 교육대상

   이공계 4년제 대학졸업자로서 핵물질 및 핵연료의 취급에 관한 실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사원이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사 이상의 자격을 받은 

후 핵물질 및 핵연료의 취급에 관한 실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로 한국수력원자

력(주) 재직중인 직원

다. 교육내용

   핵물리기초이론, 핵연료 개론 등 총 18개 과목으로 구성하여 실시하 으며 교

육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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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핵물질관리기술과정 교과목 및 강사진

교   과   목 세  부  과  목 시간 비고

1.핵연료물질의 화학적,물리적 성질 1.1.핵물리기초이론 3 김교윤

  
1.2.핵연료개론
  -경수로,중수로,고속로,연구용원자로
   GEN-Ⅳ원자로 등에 용되는 핵연료 및 특성 

3 양명승

1.3.핵연료 재료
  -금속U,UO₂,UC,UN,PU 등 핵재료 특성

2 양명승

1.4.피복재 재료
  -Zｒ합금피복재,Stainless Steel피복재 
   등 금속재료의 특성

2 양명승

1.5.핵연료설계 및 건전성
  -노형별 원자로노심 특성
   -핵연료 설계요건 및 설계방안
   -핵연료건전성 설계방안

4 손동성

                         소    계 14

  2.방사선의 측정 및 방사선 장해의  2.1.방사선방어원칙 5 김현기

   방지에 관한 기술 2.2.방사선안전관리 3 서경원

2.3.방사선계측 3 서범경

2.4.방사선의 인체 향 3 김진규

                          소    계 14

 3.핵연료물질 취급기술
3.1.1.핵연료주기개론
    -핵연료주기(Close,Open)특성
    -핵주기 단계별 특성 

3 이 우

   
3.1.2.핵연료제조
   -채광-정련,농축,변환 및 재변환
    -핵연료성형가공   

3 KNFC

3.1.3.핵연료품질보증
   -품질보증코드 및 요건
   -핵연료제조 단계별 품질검사기술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시스템

3 KNFC

3.2.1.사용후핵연료재활용기술(재처리)
   -건식재활용기술(Pyroprocessing)
    ․Advanced Fuel Cycle Initiative
    ․DUPIC 등
   -습식재활용기술
    ․PUREX,UREX,Advanced Aqeous Process 등

4 박성원

3.2.2.방사성폐기물의 처리.처분
   -중․저준위폐기물 처리기술(오원진)
   -고준위페기물 소멸처리기술(유재형)
   -고준위페기물 처분기술(한필수,강철형)

3 한필수

3.2.3.핵연료수송 2 강희

3.2.4.임계안전관리 3 신희성

3.2.5.국제 핵비확산 체제
   -IAEA,NPT,수출입통제 
   -Physical Protection 등

1 안진수

3.2.6.핵물질 보장조치(Safeguards)
   -계량관리
   -Containment & Surveillance

1 신장수

                          소    계 23

 4.원자력관계 법령 6 김창범

                               계 57

 1. 개강 및 수료  1. 개강 및 수료 1

 2. 질의 응답  2. 질의 응답 -

                               소    계 1

                         총         계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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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교육운

   핵연료 물질의 화학적, 물리적 성질, 방사선 특성 및 방사선 장해방어에 관한 

기술, 핵연료 물질의 취급기술, 원자력 관계법령 등 4개 분야 총 18 교과목으로 

구성, 관련 기관 및 소내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하여 2주간에 걸쳐 다음과 같이 

실시하 다.

  

<표 3-6> 핵물질관리기술과정 운 현황

       과정명

 구 분
핵물질관리기술과정

교육기간 2006. 5. 22 - 6.  2 (2주)

수료인원 9명

비    고 한국수력원자력(주) 대상



- 138 -

핵물질관리기술과정 시간표

  - 교육기간 : 2006. 5.22 - 6. 2 (2주)

  - 강 의 실 : 원자력연수원 3층 제4강의실

<표 3-7> 핵물질관리기술과정 시간표

     시 간 

 일 자

1 2 3 4 5 6 7 8

09:20-10:10 10:20-11:10
11:20-12:1

0
13:10-14:00

14:10-15:0

0

15:10-16:0

0
16:10-17:00

17:10

- 18:00

1주

5.22

(월)

Orientation
핵물리 기초

(김 교 윤)

핵연료개론

(양 명 승)
-

(연 수 원)
(KAERI;신형원자로개발단

원자로공학연구부;2765)

(KAERI;핵연료주기기술개발단 건식공정 

핵연료기술개발부;2516)

5.23

(화)

핵연료주기개론

(이  우)

방사선방어원칙

(김 현 기)

(KAERI;원자력수소사업추진반 

입자연료개발부;2129)
(KAERI 원자력의학원;02-970-1426)

5.24

(수)

핵연료 제조

(이  우)

핵연료재료

(양명승)

피복재재료

(양명승)
-

(KAERI;원자력수소사업추진반 

입자연료개발부;2129)

(KAERI;핵연료주기기술개발단 건식공정 

핵연료기술개발부;2516)

5.25

(목)

원자력 관계 법령

(김 창 범)
원자력 관계 법령

핵연료수송

(강 희 )

(KINS 법령기준실 

;868-0270,Fax;861-9945)
(김 창 범)

(KAERI;건식공정핵연료

기술개발부;2050)

5.26

(금)

핵연료품질보증

(박 철 주)
     -

(한전원자력연료(주) 품질보증부  

868-1710,Fax;1719)

2주

5.29

(월)

방사선의 인체 향

(김 진 규)

사용후핵연료 재활용기술(재처리)

(박  성  원)

국제 

핵비확산 

체재

(KAERI;정읍분소 방사선연구원

방사선이용연구부;063-570-3130)
(KAERI;핵연료주기기술개발단;2033)

NNCA;안진수

866-6687

5.30

(화)

방 사 선 계 측

(서 범 경)

임 계 안 전 관 리

(신  희  성)
-

(KAERI;핵연료주기기술개발단 

제염/해체기술연구개발부;8210)

(KAERI;핵연료주기기술개발단

사용후핵연료기술개발부;2338)

5.31

(수)

                              선  거   일 

6. 1

(목)

방사선관리

(서 경 원)

핵연료 설계 및 건전성

(손 동 성)

핵물질보장

조치

(원자력연수원 ; 2307)
(KAERI;신형원자로개발단

미래형원자로연료개발부;2253)

NNCA;신장수

866-6990

6. 2

(금)

방사성폐기물의 처리․처분
(한  필  수)

수 료 - -

-
(KAERI;핵연료주기기술개발단

방사성페기물처분연구부;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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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방사성폐기물자체처분교육(신규개발교육)

       가. 배경 및 목적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 요원의 교체 ,평가방법의 변경,인허가 심사자의 변경 

및 규제 입장 등 최근의 변경 사항 등의 숙지를 통하여 담당자의 원활한 업무수

행을 위하여 현장에서 직접 활용가능한 지식 및 기술을 제공하고자 개발되었다.

       나. 교육 대상

   ∙ 한국수력원자력(주) 및 협력업체의 방사성폐기물처분요원

       다. 교과내용 및 강사진

   강사진은 표 1과 같이 관계 기관의 전문가들로 구성하 으며 주요 교과목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예상 피폭선량 평가절차

   ∙ 자체처분 심사절차

   ∙ C-14 측정 및 분석 평가 등

<표 3-8> “방사성폐기물자체처분교육” 교과내용 및 강사진

순 번 시  간 교    과    목
강의시간

강 사 명
강의 토의

1 13:10  14:50
 예상피폭선량 평가절차

 (시료채취,측정,평가 등)
1 - 김 학 수

2 14:00 - 14:50  C-14 측정 및 분석,평가 1 - 정 근 호

3 15:00 - 15:50  자체처분 심사절차 1 - 전 제 근

 4 16:00 - 16:50  자체처분 심사경험 1 - 송 민 철

 5 17:00 - 17:50  토의/협의 1 - 김 태 희

소       계 5 - -

기타 개강 등 0.5 연수원

계 5.5 -

       라. 교육 운

   ∙과 정 명: 방사성폐기물자체처분교육

   ∙교육인원: 27명

   ∙교육기간: 2006 8. 22 (1일)

   ∙교육장소: 원자력연수원 2층 계단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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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원자력시설운 품질보증

       가. 교육목적

원자력시설 운 요원은 담당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해당업무 수행을 위하여 적절

한 능력을 보유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을 통하여 원활한 업무수

행 능력을 함양시키고자 함. 

또한 업무수행 중에 있어서도 숙련도 유지를 위하여 적절한 교육훈련이 필요하

며,이러한 교육훈련의 필요성을 만족시키기 위함.   

      나. 교육대상

  - 원자력시설 운 요원

     ․하나로시설 : 연구로운전관리과제,연구로계통관리과제,연구로기술개발과

제,중성자조사기술 개발과제,기타 하나로이용 연구개발과제

     ․조사재시험시설 : 조사재시험시설운 과제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 : 조사후시험시설운 과제,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운

과제,고화체폐기물시험시설운 과제,화학분석시험시설운 과제

     ․연구용원자로연료제조 

     ․기타 원자력품질보증을 적용하거나 적용 예

정인 연구개발과제 

          

       다. 교육내용

   품질보증개요 및 관계법령 등 7개 과목으로 구성하여 실시하 으며 교과 내

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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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원자력시설운 품질보증교육” 교과목

순 번 교    과    목
강의시간

강 사 명 소      속
강의 토의

1  품질보증의 안전문화 1 - 임 남 진 품질보증실

2
 연구로 품질보증기준(ANS 15.8) 해설

 및 적용방안
1 - 임 남 진 품질보증실

3  ANS 15.8 vs ASME NQA-1 비교 1 - 이 영 건 품질보증실

 4  2005년도 품질경향 분석 1 - 이 영 건 품질보증실

5
 - 구매서류 관리

 - 구매품목 및 용역관리
1 - 김 관 현 품질보증실

6
 - 측정 및 시험기기 관리

 - KOLAS 개요 및 연구소인정 현황
1 - 남 지 희 품질보증실

7
 - ‘05-’06 품질보증절차 개정내용 요약

 - 교육훈련 이력관리 시스템
1 - 박 찬 국 품질보증실

소       계 7 - -

 1.개강 등 0.5 -

계 7.5 -

       마. 교육운

   품질검사 관련 QA 요건 등 5개 과목을 소내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하여 1일 

8시간에 걸쳐 실시하 다. 상세한 일정 및 강의시간 등 교육운  현황은 다음과 

같다.

   ∙ 강 의 실 : 연수원 1층 계단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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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교육운 현황

순 번 교  육  일  자
교육 이수 인원(명)

비 고 
소 내 소 외 계

1차  2006.  8.10(목:1일) 59 2 61

2차  2006.  8.17(목;1일) 78 2 80

계 137 4 141

“원자력시설운 품질보증교육” 교과목 시간표

  - 교육일자 : 1차 : 2006년  8월 10일(목)

               2차 : 2006년  8월 17일(목)

<표 3-11> “원자력시설운 품질보증교육” 교과목 시간표

교 시 시  간 교  과  목 강 사 소 속

-
09:10 

~09:50
 · 개강 - 연 수 원

1
10:00~10:5

0
 · 품질보증과 안전문화 임남진 품질보증실

2
11:00~11:5

0

 · 연구로 품질보증기준(ANS 15.8) 해설 

및

   적용방안

임남진 품질보증실

3
13:00~13:5

0
 · ANS 15.8 vs ASME NQA-1 비교 이영건 품질보증실

4
14:00~14:5

0
 · 2005년 품질경향분석 결과 이영건 품질보증실

5
15:00~15:5

0

 · 구매서류관리

 · 구매품목 및 용역관리
김관현 품질보증실

6
16:00~16:5

0

 · 측정 및 시험기기 관리

 · KOLAS 개요 및 연구소 인정 현황
남지희 품질보증실

7
17:00~17:5

0

 · 05-　06 품질보증절차 개정내용 요약

 · 교육훈련이력관리 시스템
박찬국 품질보증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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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및 위험도 정보 활용

       가. 교육목적

   원자력발전소 운 의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원전 현장종사자 및 관련 기술개

발 업무종사자에게 최근의 안전성평가기법 동향 및 PSA등 첨단 관련기술을 전

파하기 위한 것으로, 기초적 이론 강의와 실습부분에 큰 비중을 두어 업무현장에

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 과정의 목적이다.

       나. 교육대상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원전 현장직원 21명,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명 등 원

전 안정성 및 기술개발 관련업무 종사자 총 23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 다.

       다. 교육내용

   전체 교육내용을 9개의 큰 주제로 분류하여 주제별로 시간을 배분하 으며, 

현장적응이 용이 하도록 실습에 큰 비중을 두어 운 하 다. 상세 교육내용은 다

음 <표 3-12>과 같다.

<표 3-12> 원전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및 위험도 정보 활용 교육내용

주  제 시간 비  고

신뢰도 방법론 
개요 및 FT 분
석 개념 

1
2

3

PSA History, 개념 소개, 전반적인 내용 소개

Fault Tree, Boolean Algebra, Cut Sets 의미, 

Cut Set 도출 및 확률계산 실습

간략한 예제 계통(손 계산 가능한 1 page 짜리 FT 수준)제공 

FT 구성 및 KwTree 통한 입력/분석 실습 

간략한 Level-1 
PSA 분석실습

1
1

1
3

Level-1 PSA 수행 절차 간략히 설명

기기 고장률, T&M, CCF, HRA, 초기사건, Special.

종류, 특징 및 자료원 소개 

Top logic 구성, 기기별 모델링, 보조계통 처리, CCF 처리

예제 : 가정한 Front line system, support system 개요, 시나

리오 가정 및 ET 제시, FT구성 및 정량화, Data 제공, 팀으로 

나누고, 각 팀에서 필요한 FT들을 참여자별로 나누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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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제 시 간 비  고

신뢰도 자료 
분석 

4

2

전날 작업한 FT 마무리, 정량화 방법 제시 (User file 제공), 

KIRAP-Kcut 사용․정량화 실습 

(FT 별, 보조계통 포함시, 포함하지 않을시, ET)

결과 발표 (1시간)

기기 신뢰도 자료 현장 자료로부터 분석까지, 예제 포함

보완 필요 사항 

(PUMAS/N-III, ERP, 자료 입력 현황 등도 비교)

CCF 및 배관 손상 DB 소개

신뢰도 방법론 
개요 및 FT 분
석 개념 

1
2

3

PSA History, 개념 소개, 전반적인 내용 소개

Fault Tree, Boolean Algebra, Cut Sets 의미, 

Cut Set 도출 및 확률계산 실습

간략한 예제 계통(손 계산 가능한 1 page 짜리 FT 수준)제

공 FT 구성 및 KwTree 통한 입력/분석 실습 

간략한 Level-1 
PSA 분석실습

1
1

1
3

Level-1 PSA 수행 절차 간략히 설명

기기 고장률, T&M, CCF, HRA, 초기사건, Special.

종류, 특징 및 자료원 소개 

Top logic 구성, 기기별 모델링, 보조계통 처리, CCF 처리

예제 : 가정한 Front line system, support system 개요, 시나

리오 가정 및 ET 제시, FT구성 및 정량화, Data 제공, 팀으

로 나누고, 각 팀에서 필요한 FT들을 참여자별로 나누어 구

성

신뢰도 자료 
분석 

4

2

전날 작업한 FT 마무리, 정량화 방법 제시 (User file 제공), 

KIRAP-Kcut 사용․정량화 실습 

(FT 별, 보조계통 포함시, 포함하지 않을시, ET)

결과 발표 (1시간)

기기 신뢰도 자료 현장 자료로부터 분석까지, 예제 포함

보완 필요 사항 

(PUMAS/N-III, ERP, 자료 입력 현황 등도 비교)

CCF 및 배관 손상 DB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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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제 시 간 비  고

표준원전 
PSA 
개요
Fault Tree 분
석 예제 및 방
법
소개

1
1
1
1
2

2

원전 정지 DB 소개, 분석 결과 소개

분석 방법론, EOP와의 관계, 예제 소개

PSA 결과 발표회 사용한 자료 이용

전반적인 기능 및 계통 설명

초기사건 선정 (PSA 보고서의 내용 설명), 

주요 Event Tree (GTRN, LLOCA, SLOCA, LOOP) 상세 설

명

예제 계통FT 제공하고 설명 

(예제 계통은 다음 실습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기기에 대해 

어떠한 고장모드를 고려하는지, logic 구성방법 등 설명

Data 와의 연계 상세히 설명 

(확률값, Running 기기, Standby 기기 등의 Data 처리 방법)

실습에 필요한 정보 제공

계통 FT 작성 

및 분석 실습

6 계통 정보 (계통 P&ID, 계통 설명 등), 기본 작성Guide 제공, 

보조계통 고장값은 가정, Beta Factor CCF 사용 

2-3개 계통을 대상으로 Fault Tree 작성, 

신뢰도 자료와의 연계 및 분석 실습

Data는 PSA 보고서 자료 확인하여 찾도록 유도

작성한 Fault Tree 발표 (1시간)

PSA 정량화 

실습

1

3

2

정량화 방법 소개, ET 한 개를 대상으로 Kcut User file의 

내용 Trace, 기본적인 개념만 제공

주어진 User file을 사용하여 전체 PSA 모델 정량화, 

조별로 결과 정리 및 해석, 결과를 ET 그림에 사고경위별 

빈도 표시, 

결과를 PSA 보고서와 비교 (IE별 빈도/CDF, 주요사고경위) 

Kcut 활용한 기본적인 민감도 분석 방법 예시, 

기본적인 guide 제공

Aggressive Cooldown 안되는 경우 Small LOCA CDF 재평가 

또는 Feed & Bleed 안되는 경우 LOFW/GTRN CDF 재평가 

및

초기사건별로 원 CDF와의 비교 

(여기서 선택되지 않는 예제는 실습 II에서 수행

단순  PSA 

모델을 이용한 

PSA 민감도 

분석

1

5

단순화 과정 간략히 설명, 용도

다양한 기기 OOS, DG 신뢰도 재평가, 4가지 정도 예제 

제공하고 민감도 분석 수행, 분석 방법 및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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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교육운  

   본 과정은 다음과 같이 운 하 다.

0 교육기간 : 2006. 8. 21(월) - 9.1(금), 2주간 총 70시간

0 교육인원 : 23명

0 교육장소 : 한국원자력연구소 원자력연수원 1층 계단강의실 

      마. 교육평가

   설문지 분석 및 개별 면담결과 동 과정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대부분 만족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 으며, 동 관

련 업무에 종사자들을 위하여 매년 계속적으로 과정을 개설하기를 희망하 다. 

세부적 문제점으로는 실습시간 확대, 노트북 사용설비 보강 그리고 누리관 숙소 

사용비 카드사용이 가능하길, PSA용어집 제공, 사전 학습자료 배포 등을 요구하

다. 

   차년도에는 설문서 의견을 최대한 반 하여 본 교육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

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본 교육과정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은 부록6 을 

참고한다.

주  제 시 간 비  고

단순  PSA 

모델을 이용한 

PSA 민감도

 분석

1

5

단순화 과정 간략히 설명, 용도

다양한 기기 OOS, DG 신뢰도 재평가, 4가지 정도 예제 

제공하고 민감도 분석 수행, 분석 방법 및 결과 발표

Risk 

Informed 

Application

3

1

2

RIA 전반적인 개념, Option 1,2&3, RIR, ROP, 

국내법/규정/배경 등도 포함,  

RM 개념 및 용도 

RI-ISI, RI-TS 등에서의 PSA 분석의 방법 예시 

Maintenance 

Rule 소개

2

1

3

Maintenance Rule 소개, 현장의 자료 정리 방안 제시 

방법론 소개

2-4가지 사건에 대한 CCDP 계산, 

조별로 예제에 대한 안전성 향상 방안 도출/발표/토의

정지/저출력, 

외부사건 

PSA, Level-2 

PSA 소개

질의 및 토론

1

1

1

3

정지/저출력 PSA 개요, 현장 자료관리 및 배열관리의 필요성

외부사건 PSA 개요 소개

Level-2 PSA 소개

다양한 토론 주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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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방사성동위원소이용기술분야 연수과정

    1. 방사선장해방어감독자

       가. 교육목적

   국내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의 이용 산업체 또는 관련기관에 종사하는 자

나, 이공계대학교 출신의 기술요원을 대상으로 원자력에 관한 기본지식, 방사선

취급기술, 장해방어 및 관련 법규 등의 전문지식 등을 6주간에 걸쳐 습득케 하여 

해당 분야의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원자력법 시행

령 제 283조 제 3항에 의한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시험에 응시하고자하는 자중에

서 부족한 경력을 인정하기 위한 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이다. 과학기술부 고

시 1999-2에 의하면 본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에게는 실무경력을 1년 인정해 주

고 있기 때문이다.

      나. 교육대상

   방사성동위원소이용 기관 및 관련 산업체에서 해당 기술 분야에 관련업무 및 

전문기술을 향상키 위한 원자력 요원, 또는 입문자 또는 원자력법 시행령 제283

조 제2항의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시험 응시자격에 학력 및 실무경력을 인정받기 

위한 기술요원으로서 면허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

      다. 교과내용

   이제껏 감독자 교재는 면허시험과목으로 구성하 던 주요 교과목을 금년에는 

원자력이론, 방사선장해와 방호, 방사선측정과취급으로 구분, 전면 개편한 32과목

의 이론과 7개 과목의 실험실습으로 구성하여 총 172시간 실시하 으며 교과내

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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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 제49회 방사선장해방어감독자과정” 교과내용

구  분 교 과 목 교 과 내 용 강사명
시  간 전 화

번 호 소  속
시간 강의 실습

1.

원자력

이론

(45시간)

1.1 방사선물리

 방사선 김교윤

15

9 - 2765 원자로공학연구부

 물리량과 상호계수 이태 2 - 8139 연구지원부 방사선안전관리실

 핵반응 김교윤 4 - 2765 신형원자로개발단 
원자로공학연구부

1.2 방사화학

 방사화학 이명호

12

3 - 4728 원자력화학연구부

 방사성핵종 분석 지광용 4 - 8142 미래원자력기술개발단 
원자력화학연구부

 방사화분석 정용삼 3 - 8412 하나로이용연구단 
하나로이용기술개발부

 표지화합물제조 박상현 2 - 8514 하나로이용연구단 
동위원소이용연구부

1.3 방사선화학  방사선화학 노 창 4 4 - 8054 첨단방사선이용연구개발단 
방사선이용연구부

1.4 방사선생물학  방사선생물학 김진규 6 6 - 2057 첨단방사선이용연구개발단 
방사선이용연구부

1.5 RI 생산 및 이용

RI이학
,공업,의료적이용

박경배

8

3 - 8120 하나로이용연구단

 RI 생산 한현수 2 8410 하나로이용연구단 
동위원소이용연구부

 RI 산업적이용 노 창 1 - 8054 -

 RI 농학적이용 송희섭 2 - 8071 첨단방사선이용연구개발단 
원자력시험농장

2.

방사선

장해와 

방호

(36시간)

2.1 방사선방호원리
 방사선방호 김현기

8
6 - 2638 원자력연수원

 국가방사선안전체제 최호신 2 - 868-0289 KINS 방사선안전센터

2.2 선량학적 양과 단위  선량학적 양과 단위 이태 2 2 - 8139 연구지원부 방사선안전관리실

2.3 방사선안전관리 개론  방사선안전관리개론 서경원 4 4 - - 원자력연수원

2.4 개인 방사선관리

방사선방호 및 선량평가 김장렬

10

4 - 8367 연구지원부 방사선안전관리실

 의학적 건강관리 임상무 2 - 974-2501 원자력의학원

 내부피폭관리원칙,평가 이두희 4 - KINS

2.5 작업장 방사선관리  작업장 방사선관리 서경원 6 6 - 2307 원자력연수원

2.6 환경 방사선관리  환경방사선관리 이창우 3 3 - 2296 미래원자력기술개발단 
원자력환경연구부

2.7 방사능방재  방사능방재 한승재 3 3 - 868-0305 KINS 원자력방재실

3.

방사선

측정과

취급

(40시간)

3.1 방사선검출기
 방사선검출기 김용균

9
6 - 8723 미래원자력기술개발단 

계측제어․인간공학연구부

 방사선관리용측정기 김봉환 3 - 8386 연구지원부 방사선안전관리실

3.2 방사선 측정

 방사선측정 서범경

16

9 - 8210 핵연료주기기술개발단 
제염․해체기술연구개발부

 검출기 전자회로 홍석붕 4 - 2568 미래원자력기술개발단 
계측제어․인간공학연구부

 방사선측정표준 박태순 3 - 868-5372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전리방사선그룹

3.3 방사선 안전취급  방사선안전취급 권석근 6 6 - 868-0288 KINS 방사선방호실

3.4 방사선 차폐  방사선차폐 김교윤 6 6 - - -

3.5 방사성페기물관리  방사성폐기물관리 김길정 3 3 - 2571 핵연료주기기술개발단 
핵연료주기시험부

4. 법령
(7시간)

4 원자력 관계법령  원자력법 김창범 7 7 - 868-0270 KINS 규제정책실

소    계 - - 128 128 - -

5.

실습

(34시간)

5,1 방사선계측기술(Ⅰ) - 김종수ⓑ - - 6 2898 원자력(연)

5.2 방사선계측기술(Ⅱ) - 서경원 - - 6 원자력연수원

5.3 방사선계측기술(Ⅲ) - 홍석붕 - - 3 2568 미래원자력기술개발단 
계측제어․인간공학연구부

5.4 방사성핵종정량분석 - 이종일 - - 6 8409 연구지원부 방사선안전관리실

5.5 방사선관리 - 정경기 - - 6 2393 연구지원부 방사선안전관리실

5.6
LSC를 이용한 방사성핵종

측정시험
- 지광용 - - 4 8142 미래원자력기술개발단 

원자력화학연구부

5.7 표지유기화합물 - 박경배 - - 3 8532 하나로이용연구단

소    계 - - - - 34 - -

소    계 - - 162 128 34 - -

기타 개강,평가,견학 등 - - 10 - -

   계 - - 172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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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교육운

   방사선취급감독자 면허시험과목을 중심으로 RI이용 취급기술에 관한 24개 과

목을 소내 및 관련 기관의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하여 6주간에 걸쳐 128시간의 

이론 강의와 34시간의 실험실습 등 총 172시간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 다.

   (1) 교육기간 : 2006. 5.29 - 7. 7 (6주)

   (2) 수강인원 : 24명

   (3) 수강참여 기관은 아래와 같다. 

한수원(주),(주)워너,금호기술검사(주),차병원(구미),대한검사기술

(주),한양종합감사(주),(주)VSI,선광원자력안전(주)

   (4) 강의실 : 원자력연수원 3층 제5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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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회 방사선장해방어과정” 시간표

- 교육기간 : 2006. 5.29 - 7. 7 (6주)

- 강 의 실 : 연수원 3층 제5강의실 

<표 3-14> “제49회 방사선장해방어과정” 시간표

     시간 

 요일

1 2 3 4 5 6 7 8

09:20-10:10 10:20-11:10 11:20-12:10 13:10-14:00 14:10-15:00 15:10-16:00 16:10-17:00
17:10-

18:00

1주

5.29

(월)

Orientation
1.1 방사선 물리 1.1 방사선 물리

물리량과 상호계수 방 사 선(김교윤 ; 2765) 자기소개

(이태 ;8139) (신형원자로개발단 원자로공학연구부)

5.30

(화)

1.2 방사화학 1.1 방사선 물리

방 사 화 학(이명호;4728) 방 사 선

(미래원자력기술개발단 원자력화학연구부) (김 교 윤)

5.31

(수)

선  거  일

6. 1

(목)

1.2 방사화학 1.1 방사선 물리

방사성핵종 분석 핵 반 응

(이명호;4728) (김 교 윤 : 2765)

6. 2

(금)

1.2 방사화학 1.2 방사화학

-방사화분석(정용삼;8412) 표지화합물제조(박상현) - -

(하나로이용연구단 하나로이용기술개발부)
(정읍 

방사선연구원;063-570-3370)

2주

6. 5

(월)

1.4 방사선생물학 1.4 방사선생물학

         방사선생물학(김진규) 방사선생물학

(정읍분소 방사선연구원;063-570-3130) (김 진 규;063-570-3130,ⓕ3139))

6. 6

(화)

      현   충   일

6. 7

(수)

1.3 방사선화학 
1.5 RI제조 

및 이용
1.5 RI 제조 및 이용

방사선화학(노 창) 산업적이용 RI 생산(박경배;8120) RI 농학적이용(송희섭)

(정읍분소 방사선연구원;063-570-3060

ⓕ3069)
(노 창) (하나로이용연구단)

(정읍분소방사선연구원;

063-570-3317,3178)

6. 8

(목)

1.5 RI 제조 및 이용 2.3 방사선안전관리

RI 이학적,공업적,의료적이용 방사선안전관리개론(서경원)

(박경배;하나로이용연구단) (원자력연수원 ; 2307)

6. 9

(금)

2.6 환경 방사선관리
- - - -

환경방사선관리(이창우;2296)

(미래원자력기술개발단 원자력환경연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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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간 

 요 일

1 2 3 4 5 6 7

09:20-10:10 10:20-11:10 11:20-12:10 13:10-14:00 14:10-15:00 15:10-16:00 16:10-17:00

3주

6. 12

(월)

2.2 선량학적 양과 단위 2.4 개인 방사선관리

(이태 ;8139) 방사선방호 및 선량 평가(김장렬;8367) -

(원자력방호부 원자력방재실) (원자력방호부 방사선관리실)

6. 13

(화)

2.5 작업장 방사선관리 3.2 방사선측정

작업장 방사선관리 검출기의 전자회로(홍석붕;2568)

(서경원;2307) (미래원자력기술개발단 계측제어․인간공학연구부)

6. 14

(수)

2.5 작업장 방사선관리

작업장 방사선관리      문 화  탐 방

(서경원;2307)

6. 15

(목)

3.1 방사선검출기 2.4 개인방사선관리

방사선의 검출(김용균;8723) 내부 피폭관리 원칙 및 평가

(미래원자력기술개발단 방사선계측기Lab.) (이두희;KINS 방재대책실;868-0303,f;868-0406) 

6. 16

(금)

3.2 방사선측정

- - - -
방사선 측정

(서범경;8210)

4주

6. 19

(월)

3.1 방사선검출기 3.2 방사선측정

방사선의 검출 방사선 측정 표준(박태순) -

(김용균;8723)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환경그룹;868-5372,tspark@kriss.re.kr)

6. 20

(화)

3.2 방사선측정 2.4 개인방사선관리

방사선 측정 의학적건강관리(최창운)       평   가

(서범경;8210)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02-970-1214)

6. 21

(수)

3.1 방사선검출기 3.2 방사선 측정

방사선관리용측정기기 방사선 측정 견학

(김봉환;8386) (서범경;8210)

6. 22

(목)

2.1 방사선 방호원리 2.1 방사선 방호원리

방사선방호 방사선방호

(김현기 : 02-970-1426,ⓕ970-2404) 원자력의학원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6. 23

(금)

LSC를 이용한 방사성핵종 측정시험
- - -

(이명호;4728,송병철;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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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일

1 2 3 4 5 6 7 8

09:20-10:10 10:20-11:10 11:20-12:10 13:10-14:00 14:10-15:00 15:10-16:00 16:10-17:00 17:10-18:00

5주

6. 26

(월)

3.4 방사선차폐 3.3 방사선안전취급

방사선차폐 방사선안전취급 -

(김교윤;2765) (권석근;868-0288)

6. 27

(화)

3.4 방사선차폐 3.3 방사선안전취급

방사선차폐 방사선안전취급 -

(김교윤;2765) (권석근;868-0288,f;861-1700)

6. 28

(수)

실 A
표지유기화합물 환경방사능(이완로;2324)

(한광희;8532<박경배>) (미래원자력기술개발단 원자력환경연구부)

험 B

방사선계측기술(Ⅲ);

1계측실험실 이론;2시간,실습;1.5시간/2개조

(정종은;2545)

6. 29

(목)

실 A

방 사 선 계 측 기 술 (Ⅰ) 

평  가

(강의:2시간

)

(실습:4시간

)

(김종수ⓑ ; 2898,2899) ; 4계측실험실

험 B

방사성 핵종 정량 분석 (이종일)

(KAERI;방사선안전관리실;8409) ; 1계측실험실

6. 30

(금)

실 A
방사선계측기술(Ⅲ)

-

견  학

(강의:1시간

)

(실습:2시간

)

(홍석붕;2545)

험 B
표지유기화합물

-
(한광희;2765<박경배>)

6주

7. 3

(월)

실 A

방  사  선  관  리 (정경기,한 대) 

(강의

:2시간)

(실습

:4시간)

(KAERI;방사선안전관리실;2393) ; 3계측실험실

험 B

방 사 선 계 측 기 술 (Ⅱ)  (서경원,이모성;청주대학교)

(KAERI 원자력연수원;2307) ; 2계측실험실

7. 4

(화)

실 A 방 사 선 계 측 기 술 (Ⅱ)  (서경원,이모성;청주대학교)
(강의

:2시간)

(실습

:4시간)
험 B 방  사  선  관  리 (정경기,한 대)

7. 5

(수)

실 B
방 사 선 계 측 기 술 (Ⅰ) 

평  가
(김종수ⓑ ; 2898,2899) ; 4계측실험실

험 A
방사성 핵종 정량 분석 (이종일)

(KAERI;방사선안전관리실;8409) ; 1계측실험실

7. 6

(목)

원 자 력 관 계 법 령

(김  창  범)

원 자 력 관 계 법 령

(김  창  범)

(KINS 법령기준실; 868-0270

 Fax; 861-9945)

(KINS 법령규제실; 868-0270

 Fax; 861-9945)

7. 7

(금)

방사성폐기물관리

(김  길  점)
수 - - - -

(KAERI 핵연료주기기술개발단

핵연료주기시험부;2571)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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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방사성동위원소이용일반과정

       가. 교육목적

   국내의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이용 취급시설 종사자 및 종사예정인 기술

요원들에게 원자력에 관한 기초지식과 방사선취급, 장해에 관한 기초지식 등을 4

주간에 걸쳐 습득케 하여 해당 분야의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

리고 본 과정은 원자력법 시행령 제283조 제3항에 의한 방사성동위원소취급면허

시험에 응시하고자하는 자 중에서 부족한 실무 경력을 인정하기 위한 과정이기

도하다. 과학기술부 고시 1999-2에 의하면 본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실무경

력을 1년 인정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나. 교육대상

   방사성동위원소이용 기관 및 관련 산업체에서 해당 기술분야에 관련업무 및 

전문기술을 향상키 위한 원자력 요원이나 입문자와 원자력법 시행령 제 283조 

제2항의 방사성동위원소취급면허시험 응시자격에 학력 및 실무경력을 충족한 기

술요원으로서 면허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로 아래와 같이 실시했다.

        (1) 과정명, 교육기간 및 수료인원은 다음과 같다.

<표 3-15> 방사성동위원소이용일반과정 교육기간 및 수료인원

과  정  명 교 육 기 간 수료인원

 제62회 방사성동위원소이용일반과정 2. 6 - 3. 3 (4주) 26

        (2) 수강 참여기관은 아래와 같다.

            인하대학교,희성엥겔하드(주),삼남석유화학(주),선광원자력안전(주),삼

성SDI(주),삼성토탈(주),(주)한국공업엔지니어링,대전보건대학,엘지필립스엘시디

(주),(주)대콘엔지니어링,한화석유화학(주),(주)디엘엠,(주)엑트,삼아알미늄(주),한국

원자력연구소

      다. 교육내용

   원자핵물리학, 방사선계측기술,방어원칙,방사사선안전관리 등 RI이용 취급기술

에 관한 내용을 20과목으로 구성하여 실시하 으며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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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방사성동위원소이용일반과정 교과목 및 강사진

<표 3-16> 제62회 방사성동위원소이용일반과정 교과목 및 강사진

           구     분

 강 사 명
강 사 명

강 의 구 분

소            속

강의 실습 계

 1. 원자핵물리 김 교 윤 12 - 12
 원자력(연) 신형원자로개발단 

            원자로공학연구부

 2. RI 제조 및 이용 박 경 배 6 - 6  원자력(연) 하나로이용연구단

 3. 방사화학 이 명 호 6 - 6  원자력(연) 원자력화학연구부

 4. 방사화학적분석 지 광 용 4 - 4  원자력(연) 원자력화학연구부

 5. 방사선생물학 김 진 규 6 - 6
 원자력(연) 정읍분소 방사선연구원
             
               방사선이용연구부

 6. 계측통계 이 한 2 - 2  원자력(연) 원자력연수원

 7. 방사선계측기술 서 범 경 9 - 9  원자력(연) 제염/해체기술연구개발부

 8. 방사선취급기술 권 석 근 7 - 7  KINS 방사선평가실 

 9. 방사선방어원칙 김 현 기 7 - 7  원자력의학원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10. 방사선관리개론 서 경 원 4 - 4  원자력(연) 원자력연수원

11. 작업장방사선관리 서 경 원 4 - 4  원자력(연) 원자력연수원

12. 방사성폐기물관리 김 길 정 3 - 3  원자력(연)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

13. 원자력관계법령 김 창 범 6 - 6  KINS 규제기술연구부 법령기준실

14. GM 계측기 김종수ⓐ - 6 6  원자력(연) 방사선관리팀 

15. 섬광계측기 이 종 일 - 6 6  원자력(연) 방사선관리팀

16. 액체섬광계수기
박경배

(한광희)
- 3 3  원자력(연) 하나로 방사성동위원소실

17. 방사선 관리용 측정기기 김종수ⓑ - 3 3  원자력(연) 

18.
방사선원 분실 및

선원 손상사고 대책

정경기

(한 대)
- 6 6  원자력(연) 방사선관리팀

19. 방사화학분석
이명호

(송병철)
- 6 6  원자력(연) 원자력화학연구부

소     계 79 30 109

- 개강,평가,수료 등 연 수 원 4

계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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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교육운

   방사성동위원소취급 일반면허 시험과목을 중심으로 원자핵물리학, 방사선계측

기술, 방어원칙, 방사선안전관리 등 RI 이용 취급기술에 관한 내용을 19과목을 

79시간의 이론 강의와 30시간의 실험실습 등 총 113시간을 소내 및 관련 기관의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하여 4주간에 걸쳐 다음과 같이 실시하 다.

 - 과 정 명 : 제62회 방사성동위원소이용일반과정

∙교육기간 : 2006. 2. 6 - 3. 3 (4주)

∙강 의 실 : 원자력연수원 3층 5강의실

<표 3-17> 제62회 방사성동위원소이용일반과정 시간표

     시 간 

 일 자

1 2 3 4 5 6 7

09:20-10:10 10:20-11:10 11:20-12:10 13:10-14:00 14:10-15:00 15:10-16:00 16:10-17:00

1

주

2.  6

(월)

 Orientation
원 자 핵 물 리 학
(김  교  윤)

자기 소개

(연 수 원) (신형원자로개발단 원자로공학연구부:2765;¶203)

2.  7

(화)

방  사  화  학
(이  명  호)

원 자 핵 물 리 학

(원자력화학연구부;4728;¶314) (김 교 윤 : 2765)

2.  8

(수)

방  사  화  학 원 자 핵 물 리 학

             (이  명  호) (김  교  윤)

2.  9

(목)

R  I   제  조
(박  경  배)

방사선안전관리 개론 
(서  경  원)

(하나로이용연구단 ; 8120;¶331) (원자력연수원 ; 2307)

2. 10

(금)

R I   이  용 - -

(박  경  배)

2주

2. 13

(월)

방 사 선 생 물 학
(김  진  규)

방 사 선 생 물 학 -

(정읍분소 방사선연구원 방사선이용연구부
063-570-3130;ⓕ3139)

(김  진  규)

2. 14

(화)

방사선계측기술
(서  범  경)

방사선계측기술

(제염/해체기술연구개발부;8210;¶284) (서  범  경)

2. 15

(수)

작업장 방사선관리
(서  경  원)

방 사 선 취 급 기 술
(권  석  근)

(원자력연수원 ; 2307) (KINS 방사선평가실 868-0288,ⓕ 861-1700)

2. 16

(목)

방 사 선 취 급 기 술 작업장 방사선관리 평  가

(권  석  근) (서  경  원)

2. 17

(금)

방 사 선 계 측 기 술
(서  범  경)

- -

(제염/해체기술연구개발부;8210;¶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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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간 

 일 자

1 2 3 4 5 6 7 8

09:20-10:10 10:20-11:10 11:20-12:10 13:10-14:00
14:10-15:0

0
15:10-16:00 16:10-17:00 17:10-18:00

2. 20

(월)

원자력관계 법령

(김  창  범)
원자력관계 법령 -

(KINS 규제기술연구부 법령기준실 ; 

868-0270, ⓕ 861-9945)
(김  창  범)

2. 21

(화)

방사선방어원칙

(김  현  기)
방사선방어원칙

(원자력의학원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 02-970-1426 ⓕ970-2404)
(김  현  기)

3주

2. 22

(수)

방사선원 및 선원 손상사고 대책
-

(정경기;2393,한 대;2288 : 방사선안전관리실)

2. 23

(목)

G  M   계  수  기 
계측통계

(이 한 )

(김종수ⓐ ; 방사선안전관리실 ; 2314) (연수원 ; 2675)

2. 24

(금)

방사선관리용측정기기 -
-

(김종수ⓑ ; 2898/2899)

2. 27

(월)

방 사 화 학 적 분 석

(이  명  호)
액체섬광계측기

(미래원자력기술개발단 원자력화학연구부 ; 4728) (한광희;8532)

2. 28

(화)

방 사 화 분 석 
견 학

(이명호,송병철 ; 원자력화학연구부 ; 2449)

4주

3.  1

(수)

삼   일   절
-

3.  2

(목)

섬  광  계  수  기 -

(이종일 : 방사선안전관리실 ; 8409)

3.  3

(금)

방 사 성 폐 기 물 관 리

(김  길  정)
수  료

- - -

(핵연료주기기술개발단 

핵연료주기시험부 ; 2571)

※ 실습 6시간은 이론 ; 2,  실습 4시간임. 실습 3시간은 이론 ; 1,  실습 2시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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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교육평가

   교육완료 후 ‘방사성동위원소이용일반과정’연수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

과 응답자 중 전원이 면허취득을 위해서 수강한다고 응답했다. 교과목은 92%가 

합리적이라고 했으며, 종합적 평가로서는 83%가 대부분 만족한 것으로 답했으

며, 이로 보아 동 교육은 대부분 수강자들의 기대를 어느 정도 충족시켰다고 평

가할 수 있다. 

       3. 군 방사성동위원소취급과정

      가. 교육목적

   군의 방사선안전관리 체계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방부와의 협력하에 개발하 으

며 동과정은 향후 2년간 계속 실시하기로 하 다.

동과정은 군에서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이용 취급시설 종사자 및 종사예정인 

기술요원들에게 원자력에 관한 기초지식과 방사선취급, 장해에 관한 기초지식 등

을 4주간에 걸쳐 습득케 하여 해당 분야의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함과 동시

에 취급자 면허대신 소정의 평가를 거쳐 합격한 요원들에게 그 분야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자격을 주고자 하는 데 있다.

      나. 교육대상

   국방부 산하 육군, 해군, 공군에서 해당 기술 분야에 관련업무 종사하거나 종

사할 기술요원

      다. 교과내용

   원자핵물리학, 방사선계측기술,방어원칙,방사사선안전관리 등 RI이용 취급기술

에 관한 내용을 20과목으로 구성하여 실시하 으며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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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군 방사성동위원소이용취급과정 

<표 3-18> 제3회 군 방사성동위원소이용취급과정

교 과 목 강 사 명
강 의 구 분

소      속
강의 실습 계

 1. 원자핵물리 김 교 윤 7 - 7  신형원자로개발단 원자로공학연구부

 2. RI 이용 박 경 배 3 - 3  하나로이용연구단

 3. RI 제조
박 을 재

(홍순복)
- 3 3  하나로 동위원소이용연구부

 4. 방사화학 이 명 호 3 - 3  원자력화학연구부

 5. 방사화학적분석 이 명 호 3 - 3  원자력화학연구부

 6. 방사선생물학 김 진 규 3 - 3  정읍분소 방사선연구원 방사선이용연구부

 7. 방사선장해방어 김 현 기 7 - 7  원자력의학원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8. 방사선계측기술(방사선/능 측정) 서 범 경 9 - 9  핵연료주기기술개발단 제염/해체기술연구

 9. 방사선관리 장비의 특성 서 범 경 3 - 3  핵연료주기기술개발단 제염/해체기술연구

 10. 환경방사선 이 완 로 - 3 3  원자력환경연구부

 11. 계측통계 이 한 2 - 2  원자력연수원

 12. 방사선취급기술 권 석 근 7 - 7  KINS 방사선방호실 

 13. 방사선관리개론 서 경 원 3 1 4  원자력연수원

 14.
원자력법령(군 안전관리규정,
인허가절차 포함)

김 창 범 7 - 7  원자력안전기술원

 15. 작업장 방사선관리 서 경 원 - 4 4  원자력연수원

 16. 방사선인체연향 나 성 호 3 - 3  원자력안전기술원 방사선방호실

 17. 방사성물질의 운반 이 복 형 2 - 2  원자력안전기술원 물질규제2실 

 18. 개인방사선관리 서 경 원 - 4 4  원자력연수원

 19. 방사능방재 이 관 엽 3 - 3  원자력방재실

 20. 방사선사고 사례 
 피폭 정 해 용 2 - 2  원자력안전기술원 방사선량규제실

 일반  최 호 신 2 - 2  KINS 방사선안전센터

 21. 방사성폐기물관리 김 길 정 3 - 3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

 22. GM 계측기 김종수ⓐ - 6 6  방사선안전관리실 

 23. 섬광계측기 이 종 일 - 6 6  방사선안전관리실

 24. 액체섬광계수기
박경배
(한광희)

- 3 3  하나로 방사성동위원소실

 25. 방사선 관리용 측정기기 김종수ⓑ - 3 3  원자력(연)

 26.
방사선원 분실 및
선원 손상사고 대책

정경기
(한 대)

- 6 6  방사선안전관리실

 27. 비파괴검사실무 곽 승 섭 2 1 3  공군 군수사 정비부

 28. 계측기교정실무 곽 승 섭 2 1 3  공군 군수사 정비부

소     계 76 41 117

  - 개강,평가,견학,수료 등 연 수 원 6  평가:원자력안전기술원 시험관리실

계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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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교육운

   방사성동위원소취급 일반면허 시험과목을 중심으로 원자핵물리학, 방사선계측

기술, 방어원칙, 방사선안전관리 등 RI 이용 취급기술에 관한 내용을 20과목을 

76시간의 이론 강의와 41시간의 실험실습 등 총 123시간을 소내 및 관련 기관의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하여 4주간에 걸쳐 다음과 같이 실시하 다.

 ∙교육기간 : 2006. 9. 4 - 9.29 (4주)

 ∙교육인원 : 13명

 ∙강 의 실 : 원자력연수원 3층 4강의실

<표 3-19> 군 방사성동위원소이용취급과정 시간표 

     시 간 

 일 자

1 2 3 4 5 6 7

09:10-10:00 10:10-11:00 11:10-12:00 13:00-13:50 14:00-14:50 15:00-15:50 16:00-16:50

1

주

9 . 4

(월)

 Orientation
원 자 핵 물 리 학

(김  교  윤)
-

(연 수 원) (신형원자로개발단 원자로공학연구부:2765)

9 . 5

(화)

방  사  화  학

(이  명  호)
원 자 핵 물 리 학

(원자력화학연구부 ; 4728) (김 교 윤 : 2765)

9 . 6

(수)

R  I   이  용

(박  경  배)

방사선관리개론

이   론 실 험

(하나로이용연구단 ; 8120) (서경원;원자력연수원;2307)

9 . 7

(목)

RI 제조 실험 방사선 인체 향

(나  성  호)
-

실험 이론 실험

(하나로이용연구단 : 박울재,홍순복 

동위원소연구개발Lab)

(KINS 방사선안전연구실;868-0302

ⓕ 862-3680)

9 . 8

(금)

개인방사선관리 실험 
-

이  론 실험

(서  경  원)

2주

9 .11

(월)

방 사 선 생 물 학

(김  진  규)

방사선취급기술

(권  석  근)

(정읍분소 방사선연구원

 방사선이용연구부;063-570-3130,

F;063-570-3139)

(KINS 안전연구부 : 868-0288,ⓕ 861-1700)

9 .12

(화)

방사선취급기술
방사화학적 분석

(이  명  호)
-

(권  석  근) (원자력화학연구부 ; 8142)

9 .13

(수)

방사선장해방어(방사선방어원칙)

(김  현  기)
방사선장해방어(방사선방어원칙)

(원자력의학원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타;

02-970-1426,ⓕ 02-970-2404)
(김  현  기)

9 .14

(목)

환경방사선 실험 방사선관리 장비 특성

(서  범  경)실험 이론 실험

(이완로;원자력환경연구부:2324) (핵연료주기기술개발단 제염/해체기술연구개발부;8210)

9 .15

(금)

방사선계측기술(방사선/능 측정) - -

(서 범 경 : 8210)

※  9/ 7(목)  실험(박울재,홍순복) 이론 2시간,실험 1시간,   9/ 8(금)  실험(서경원) 이론 3시간,실험 1시간

    9/14(목)  실험(이완로) 이론 2시간,실험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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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간 

 일 자

1 2 3 4 5 6 7 8

09:10-10:00 10:10-11:00 11:10-12:00 13:10-14:00 14:10-15:00 15:10-16:00 16:10-17:00 - 17:50

9 .18

(월)

작업장 방사선관리 실험
방사선계측기술(방사선/능 측정)

실험 이론 실험

(서 경 원) (서  범  경 ; 8210)

9 .19

(화)

방사선계측기술(방사선/능 측정)

방사선 사고 사례

(최  호  신)

피  폭 일  반

(서  범  경 ; 8210) KINS 방사선안전규제부 : 
868-0289 ; f>862-3680)

KINS 방사선안전규제부 : 
868-0289 ; f>862-3680)

3주
9 .20

(수)

실 방사선원 분실 및 선원 손상사고 대책
-

험 (정경기;2393,한 대;2288 : 방사선안전관리실)

9 .21

(목)

실 G  M    계  측  기

-

험 (김종수ⓐ ; 방사선안전관리실 ; 2314)

9 .22

(금)

실 액체섬광계측기 방사성폐기물관리

-

험 (한광희;동위원소이용연구부;8532)
(김길정 : 핵연료주기기술개발단 

핵연료주기시험부 ; 2571)

9 .25

(월)

방사성물질 운반

(조 운 갑)
실  비파괴검사 및 방사선계측기 교정

(KINS 
방사선기기운반규제실;868-06

61
ⓕ868-0415)

험 곽 승 섭 (공군 군수사 정비부;010-5073-7036)

9 .26

(화)

원자력관계법령

(인허가절차 포함)

원자력관계법령

(군 방사선관리 포함)

(김  창  범) (김창법:KINS 법령기준실 ; 868-0270, ⓕ 861-9945)

4주
9 .27

(수)

실 섬  광  계  측  기
계 측 통 계

(이 한 )

험 (이종일 ; 방사선안전관리실 ; 8409) (원자력연수원;2675)

9 .28

(목)

실 방사선관리용측정기기
시  험 방사선관리용

측정기기
-

필 기 실  험

험 (김 종 수ⓑ;2898,2899)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시험관리실 (김종수ⓑ) -

9 .29

(금)

방사능 방재

(이  관  엽)
수 료

- - -

(연구지원부 원자력방재실;8813)

※ 9/18(월) 실험(서경원) 이론 2시간,실습 2시간,   9/20(수) 실험(정경기,한 대) 이론2시간,실습 4시간

9/21(목) 실험(김종수ⓐ) 이론2시간,실습 4시간,  9/22(금) 실험(한광희) 이론 1시간, 실험 2시간

9/25(월) 실험(군 실무자) 각 이론2시간,실습 1시간

9/27(수) 실험(이종일) 이론 2시간, 실험 4시간,  9/28(목) 실험(김종수ⓑ) 이론 1시간, 실험 2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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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교육평가

   교육완료 연수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전원이 면허 취득을 

원하고 있으며 교육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만족도는 92% 으며 종합적 평가로

서는 99%가 대부분 만족한 것으로 답했으며, 동 교육을 통하여 일반면허 취득의 

기회를 부여 해 줄 것을 희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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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비파괴검사기술 분야 

     1. 초음파탐상검사

    가. 교육목적

   동과정은 비파괴검사기술 분야중 일반적으로 널리 이용되는 초음파탐상검사

(UT)기술에 대한 이론과 실기를 통하여 동분야 종사자들리 효과적으로 검사업무

를 수행함으로서 제품의 신뢰성 및 품질향상를 꾀하여 경쟁력을 확보,조직의 목

표 달성을 위하여 도움을 주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나. 교육대상

  (주)세아 베스틸 및 철도차량관리단 직원

    다. 교육내용

   초음파탐상시험 이론 및 실기 등 28시간을 5일간에 걸쳐 실시하 으며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3-20> 초음파탐상검사기술전문과정 교과목 및 강사진

구 분 교   과    목 시 간
강사진 및 소속

강 사 명 소  속

강의  초음파탐상개론 4 김 헌 삼 검사ENG.(주)

 시험법 3 〃 〃

 결함의 분류 4 김 학 현 현트레이드

 관련 규격(KS,ASME 등) 3 〃 〃

실습  탐상기술 10 김 학 현 현트레이드

 보고서 작성 2 〃 〃

 판독법 및 결함평가 등 2 〃 〃

    소        계 28

기 타  Orientation 및 수료 2

    합        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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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교육운

비파괴 관련 산업체에서의 전문가 2인을 강사로 초빙하여 다음과 같이 2회 실시

하 다.

<표 3-21> 초음파탐상검사기술전문과정 교육운 현황

교 육 일 정 교육기간 교육인원 교 육 대 상

2006. 2. 13 - 2. 17 5일 15 (주)세아베스틸

2006. 11.27 - 12. 1 5일 21
철도차량관리단 및

(주)세아베스틸

계 -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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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탐상검사기술전문과정 시간표

- 교육기간 : 2006. 2.13 - 2.17, 2006. 11.27 - 12. 1 (각 5일간)

- 강 의 실 : 원자력연수원 3층 제4,5 강의실

<표 3-22> 초음파탐상검사기술전문과정 시간표

구분
1 2 3 4 5 6 7 8

09:10-10:

00

10:10-11:

00

11:10-12:

00

13:00-13:

50

14:00-14:

50

15:00-15:

50

16:00-16:

50

17:00-17:

50

월

Orientati

on
 초 음 파 탐 상 시 험 법 (이론)

(연수원)
   (김 헌  : 삼 검사Eng.(주) ; 

02-2234-1463; ;ⓕ02-2237-8879)

화

초 음 파 탐 상 시 험 법 (이론) -

(김 헌  : 삼 검사Eng.(주) ; 02-2234-1463) -

수

초 음 파 탐 상 시 험 -

(김 학 현 ; 현트레이드 ; ; hyuntrade@kornet.net, 

주용창;KAERI)
-

목

초 음 파 탐 상 시 험 -

(김 학 현 ; 현트레이드 ; , 주용창;KAERI) -

금

초음파탐상시험법 (총정리)
종합 

평가
수  료 - - -

(김 학 현 ; 

현트레이드; )
연수원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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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법정 보수교육

     1.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 및 핵연료물질 취급자 면허보수교육

        

       가. 교육 목적

  본 과정은 방사성동위원소 및 핵연료물질취급 면허소지자로서 동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업무능력 및 안전관리능력의 향상을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은 다음

과 같다. 

        (1) 방사성동위원소 및 핵연료물질의 안전관리와 장해방어에 관한 최신

기술과 최근동향 소개

        (2) 원자력관계 법령의 중요 실무내용을 재교육

        (3) 현업에서의 업무수행 상 문제점 및 경험 등에 관한 토의를 실시하여 

업무 know-how 공유

        (4) 기타 법령개정, 관련업무처리 절차 등의 필요 사항 전달

     나. 교육대상

  원자력법 제91조 제2항 제3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296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대상자중 총 95명 교육

        (1) 방사성동위원소 일반면허 취급자 보수교육 : 동 면허소지자 48명

        (2) 방사성동위원소 특수면허 취급자 보수교육 : 동 면허소지자 4명

        (3)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보수교육 : 동 면허소지자 17명

        (4) 핵연료물질취급자/감독자면허 보수교육 : 동 면허소지자 26명 

      다. 교과내용

  금번교육은 일반면허, 특수면허, 감독면허 보수교육을 통합으로 운 하 으며, 

교과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면허 보수교육 : 교과내용은 <표 3-23>과  같

다.

        (2) 핵연료물질취급자/감독자면허 : 교과내용은 <표 3-2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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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3>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면허 보수교육 교과내용

교     과     목 교     과     내     용 시간

방사선안전관리

방사선안전관리기술

방사선사고 사례 및 행정조치 사항

방사선안전관리의 최근 동향

2

원자력관계법령
최신 원자력관계법령

각종 보고서 및 비치장부 작성요령
1

방사선안전관리실무 

방사선피폭관리

방사성물질취급 요령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방사선구역설정 

  일시적사용 장소 작업 방법

  선원의 건전성 및 누설점검 요령

  방사선기기 설계승인 및 제작검사 등

2

분임 토의
실무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한 집단토론

및 질의.응답
1

 기타  수강등록 및 오리엔테이션 1

<표 3-24> 핵연료물질취급자/감독자면허보수교육 교과내용

교     과     목 교     과     내     용 시간

1. 핵연료주기 개론 

   및 핵연료 개론

가. 핵연료주기 개론

  ◦ 핵연료주기 기술

  ◦ 혼합 산화물 핵연료주기

  ◦ 혼합금속 핵연료 주기

  ◦ 경, 중수로 연계 핵연료주기

나. 핵연료 개론

  ◦ 이산화 우랴늄 핵연료 특성

  ◦ 플로토늄 핵연료

  ◦ PWR 및 CANDU 핵연료 특성의 차이

다. 핵연료 재료 - 피복재 재료

  ◦ 핵연료 피복재의 일반적 특성

2

2. 방사선의 법적

   규제 및 책임

가. 안전관리의 법적 체계

나. 법적 규제 사항

다. 기술행정 등의 사항

2

3. 보고서 작성 가. 각종 보고서작성 요령 1

4. 분임 토의

가. 실무 또는 경험상 문제점과 개선사항

나. 방사선사고 등에 대한 대책사항

다. 핵물질취급자로서의 임무와 책임 및 직무

    상에 관한사항

1

5. 기타 수강등록 및 오리엔테이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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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교육운

  본 보수교육은 1일(6시간)교육과정으로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과정 3회, 핵연료

물질취급자/감독자면허과정 2회 등 총 2개 과정 5회를 운 하 으며 교육운 현

황은 다음 <표 3-25>과 같다.

<표 3-25> 방사성동위원소 및 핵연료물질취급자/감독자면허 보수교육 운영현황

과   정   명 교육기간 교육일정 수강인원 비    고

1.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면허보수교육

    - 일반면허

    - 특수면허

    - 감독면허

1일

2/14

6/13

11/14

24명

20명

25명

일반면허 48

특수면허 04

감독면허 17

소    계 69명

2. 핵연료물질취급자/감독자

   면허 보수교육

1일
2/14

11/14

14명

12명
핵물질취급 26

소    계 26명

총       계  95명

  

       마. 교육평가

  방사성동위원소 및 핵연료물질취급자/감독자 면허소지자에 대한 보수교육은 

2000년에 처음 시행되어 올해 7년차 교육을 실시하 다. 금년도 RI보수교육 이수

자는 총 95명으로 전년도 이수자 51명과 비교하면 대폭으로 증가하 으며, 핵연

료물질취급자 보수교육 이수자도 금년 26명으로 전년도 이수자 9명에서 매우 증

가하 다. 금년  보수교육자의 증가는 현장 실무자들의 자격증 만료 기간이 도래

함의 일시적인 현상이다. 보수교육 수행기관이 확대됨에 따라 교육대상자가 지역

적으로 편리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있다. RI보수교육은 현재 한국원자

력연구소, 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 비파괴진흥협회 등 

4개 기관에서 과학기술부의 위탁을 받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방사성동위

원소 협회에서는 수강생 편의를 위하여 지역별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RI면

허소지자는 약 6,000명 정도이며(RI-NET 참조) 그 중 약45% 정도가 서울지역

(서울. 인천. 경기)에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교육대상자들이 지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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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성에 따라 본인 거주지의 가까운 교육기관에서 수강 할 것으로 사료된다. 

 우리 연수원에서는 내년부터는 보수교육 전용E-mail신설과 인터넷접수 개선을 

통해 교육 대상자들이 더욱 편안하고 편리한 교육장이 되도록 노력을 경주할 것

이다. 보수교육이수자들과의 설문 및 면담결과 교육내용과 관련하여 특별한 제안

은 없었으나 보수교육이 여러 기관에서 시행되므로 보수교육의 전체적인 틀과 

교육방향 설정을 위하여 교육기관 상호간 정기적인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2. 연구용 원자로 조종사/조종감독자 보수교육

       가. 교육목적

   원자력법 제 91조 제 2항(제 1호 및 2호) 동법 시행령 제 296조의 규정 및 과

학기술부 고시 제 96-1호(원자로조종감독자 및 원자로조종 면허 소지자에 대한 

보수교육 규정 제정)에 근거하여 원자로조종사(RO) 및 조종감독자(SRO) 면허를 

받은 자에게 한국원자력연구소 원자력연수원이 연구용 RO, SRO 면허소지자보수

교육기관으로 승인(‘97. 1.21)받아 실시하고 있는 교육과정이다. 

       나. 교육대상

   한국원자력연구소 직원으로서 원자로조종사 2명과 원자로조종감독자 면허소

지자 7명, 총 9명

       다. 교과내용

   원자로조종사의 사명과 역할, 세계 원자력 동향 등 9과목으로 구성하여 실시

하 으며 교과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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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6> 제10회 원자로조종사 및 조종감독자 보수교육 교과목 및 시간

교   과   내   용
시간

강사명 소    속
강의 실습

1) 원자로조종사의 사명과 역할 2 - 전병진  KAERI 하나로운 부

2) 원자력신기술 및 세계 원자력 동향 3 - 양맹호  KAERI 정책연구부

3) PSA 및 위험도 정보활용 3 - 김길유  KAERI 종합안전평가부

4) 원자력법령 및 안전규제 3 김창범  KINS 법령기준실

5) 차세대 원자로기술개발 2 김긍구  KAERI 신형원자로개발단

6) 모의제어반 실습 3 3
박재창;2

박상준;1
 KAERI MMIS

7) 원자력고장 사례 발표 및 토의 4 1
임인철

김헌일
 KAERI 하나로운 부

8) 특강  명상과 호홉 그리고 건강 2 이채송  명상호홉 전문가

소          계 24 3  

◦ 기타  평가 등 2

계 29

      라. 교육운

   동 교육은 원자로 운전원으로서의 사명감 고취, 직업관 확립, 자기개발을 위

한 동기부여, 안전성 확보 등 운전원의 중요성을 재인식케 하는 교과내용으로  

관련기관의 전문가 및 한국원자력연구소 직원을 강사로 초빙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하 다.

․ 교육기간 : 2006. 6.19 - 6.23 (5일)

․ 교육인원 : 9명 (RO ; 2명, SRO ; 7명)

․ 강 의 실 : 연수원 3층 제4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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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7> 제10회 원자로조종사 및 조종감독자 보수교육 시간표

 

     시 간

 일 자

1 2 3 4 5 6 7

09:20-1

0:10

10:20-1

1:10

11:20-1

2:10

13:30-1

4:20

14:30-1

5:20

15:30-1

6:20

16:30-1

7:20

6. 19

(월)

Orientati

on

원자로조종사의 

사명과 역할

(전  병  진)

세계 원자력 동향

(양  맹  호)
-

(연수원)

(KAERI 

하나로운영부 ; 

8493)

(KAERI 정책연구부;2150 

Fax;861-7521)

6. 20

(화)

PSA 및 위험도 정보 활용

(김  길  유)

모의 제어반 실습 (강의)

(박  재  창)
-

(KAERI 신형원자로개발단

종합안전평가부 ; 2704)

(KAERI 

미래원자력기술개발단

계측제어인간공학연구부;

2405;FAX;868-8375)

6. 21

(수)

모의 제어반 실습
원자력 법령 및 안전규제

(김  창  범)
-

(박  재  창)
(KINS 법령기준실;868-0270 

; ⓕ861-9945)

6. 22

(목)

신형원자로기술개발

(김  긍  구)

원자력발전소 고장사례 발표 및 토의
종합토의

국    내 국    외

(KAERI 

신형원자로개발단;8

309)

(안국훈:KAERI 

하나로운영부;4628)

(김헌일:KAERI 

하나로운영부;8490)

(안국훈,

김헌일)

6. 23

(금)

특  강

(명상과 호홉 

그리고 건강)

평  가 수  료

이 채 송

     마. 교육평가

   교육완료 후 응답자 78%의 직원이 연수원 서비스에 만족하 으며 모의제어 

훈련과 사고사례는 발전소 견학을 희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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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군 방사선안전관리자 보수교육(신규 개발)

       가. 교육목적

군(육군,해군,공군)에서의 방사선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방사선의 안전관리기술,

방사선안전관리의 최근 동향 및 법령등 동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 의식 고취및 

관련 업무에 대한 능력 향상을 통하여 군내 방사선작업 종사자의 안전관리교육

을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토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나. 교육대상

 군 방사성동위원소취급과정 이수자

       다. 교과내용

   방사선안전관리,군방사선이용 실무 등 총 8시간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 다.

<표 3-28> 군 방사선안전관리자 보수교육 교과목 및 시간

순 번 제    목 시 간 강 사 진 비  고

1   방사선안전관리 2 서 경 원

 1)방사선안전관리기술

 2)방사선안전관리의 최근 동

향 등

2   군 방사선이용 실무 2 최대만,정만화
 1)비파괴 분야

 2)계측기 교정분야

3   원자력 관계 법령 1 김 창 범

 1)군관련 최근 원자력관계 법

령

 2)각종 보고서 작성,비치요령 

등

4   군방사선안전관리실무 2 정 찬 우 
 1)방사성물질 취급요령

 2)피폭관리 등

5   기타 1 KAERI
 1)토의

 2)수강등록 등

         계 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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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교육운

   동 교육은 다음과 같이 실시하 다.

<표 3-29> 군 방사선안전관리자 보수교육 운 현황

교육 일자 이수 인원 비         고

2006. 5.16 (화) 23명 해군 2, 육군 3, 공군 18

2006. 5.23 (화) 16명 육군 3, 공군 13

계 39명 -

<표 3-30> 군 방사선안전관리자 보수교육 시간표

순 번 시  간 제    목 강사진 소 속 비  고

- ～09:10   Orientation - KAERI 

1
09:20～10:1

0
 원자력 관계 법령 김창범

KINS

(규제기술연구부

법령기준실;

868-0270,ⓕ861-99

45)

2
10:20～11:1

0
 방사선안전관리 서경원

KAERI

(연수원;2307)

3
11:20～12:1

0
 방사선안전관리 서경원

KAERI

(연수원;2307)

4
13:10～14:0

0
 군방사선안전관리 실무 정찬우

KINS 

(방사선안전규제부

방사선이용규제실;

868-0297,ⓕ0275)

5
14:10～15:0

0
 군방사선안전관리 실무 정찬우

KINS 

(방사선안전규제부

방사선이용규제실;

868-0297,ⓕ0275)

6
15:10～16:0

0

 군방사선이용 실무

    (비파괴)
곽승섭 공군 제2762부대

5/16,2

3(2회)

7
16:10～17:0

0

 군방사선이용 실무

    (계측기)

최대만 공군 제1시험소 5/16

정만화 공군 제1시험소 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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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교육평가

   교육 입교전의 기대감, 교육내용의 현 업무에 도움 및 새로운 지식의 숙지 등 

대부분이 교육 및 연수원 서비스에 만족한 것으로 평가 되었다.

     4. 방사능방재교육

       가. 교육목적

   소내 원자력시설의 방사선비상요원은 방호방재법 제36조,동법 시행령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19조(과학기술부 고시 제2004-27호)에 따라 원자력시설 방호 등에 

관한 교육이 필수 사항이므로 해당 분야 종사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 및 안전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나. 교육대상

∙방재요원 및 비방재요원(신규 대상자 포함)

       다. 교과목 및 시간표

   방사능방재 관계법령 등 8개 교과목으로 구성하여 실시하 으며 교과목 시간

표는 다음과 같다. 

1. 교육 일자 : 11/30(목), 12/1(금), 12/6(수)

2. 교육 장소 : 국제원자력교육훈련센터(INTEC) 1층 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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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1> 방사능방재교육 교과목 및 시간표

       구 분

 시 간
교  과  목 강 사 명 소     속

1 09:20-10:00 방사능방재 관계 법령 이 관 엽 KAERI 원자력방재실

2 10:10-10:50 방사능방재대책 개론 강 병 위 KAERI 원자력방재실

3 11:00-11:40 응급조치(보고체계) 이 관 엽 KAERI 원자력방재실

4 13:10-13:50 원자력 비상시 환경영향평가 황 원 태
KAERI 

원자력환경연구부

5 14:00-14:40 직원․주민 보호조치 이 종 태 KAERI 원자력방재실

6 14:50-15:30 화재진압 및 긴급구조 안 선 엽
대전북부소방서

(대응구조과)

7 15:40-16:20 화재진압 및 긴급구조 〃 〃

8 16:30-17:10 사고분석 및 평가 이 태 영 KAERI 원자력방재실

9 17:20-17:50 평 가 - 연수원

    라. 교육운

   방사능방재관계 법령 등 8개 과목을 1일 9시간씩 3회에 걸쳐 소내 및 관계부

처의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하여 실시하 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32> 방사능방재교육 운 현황

구  분 교육총원 교육인원 백분율(％) 미이수자 비  고

11.30(목)

191

65 34 126

12.01(금) 57 29.8 69 (KNFC직원 2인 별도)

12.06(수) 66 34.6 3
미이수자 추가교육 

예정

계 - 188 98.4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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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교육 정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

1. 비방재 신규요원의 교육은 왜 안 이루어졌으며 언제 할 계획인가?

☞ 신입직원 수가 적어 한꺼번에 할려고 계획하다 보니 늦어졌음

☞ 2007년도 상반기에 실시 예정 (2005년 1월 1일 이후 임용된 신규직원)

2. 비방재/보수요원의 교육은 향후 어떻게 시행할 계획인가?

☞ 현재, On-line 교육과정 개발중으로 2007년 11월 27일 이내에 완료 예정

3. 소장은 비상요원으로 발령이 불가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이며 방재요원으로 분

류되어 교육은 받고 있는가?

☞ 소장이 본인을 비상요원으로 발령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다는 의미임.

☞ 그러나 소장은 자연적으로 비상대책본부장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므로 방재

요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따라서 방재교육을 이수하고 있음.

4. 종사자 교육을 일부 포함한 방재교육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어떻게 

관리되는가? 또, 시간표 구성 및 교재는 어떻게 되는가?

☞ 아래의 근거에 따라 종사자 교육중 13시간을 방재교육 이수로 적용하 음.

☞ 작업종사자 교육 관리는 원자력연수원에서 수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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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규방사선작업종사자 교육중 다음사항(과기부고시 2002-13) : 13시간 

가) 원자력시설의 이용에 따른 안전관리 (약 5시간)

(1) 일반사항 

(2) 방사선의 종류 

(3) 방사선방호의 원칙 

나) 방사선장해방어 (약 8시간)

(1) 방사선구역의 출입절차 

(2) 방사선/능측정 및 개인피폭선량측정 

(3) 방사선사고대책 

※ 방사능방재교육에 관한 규정(과기부고시 제2004-27호) 제14조 

2호에 따라 원자력법시행규칙 제105조(교육, 훈련시간 등)에 의거한 

방사선작업종사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교육과정에 방사능방재관련 

교육과목이 있는 경우 방사능방재교육의 해당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

5. 교재는 서술식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제본도 안되어 있는데 이유는? 

☞ 시일이 촉박하여 Power Point 자료를 사용하다보니 제본을 못한 바인더 

형태의 교재가 되었음

☞ 차기년도에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제본된 서술식 교재로 제작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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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원자력 PA 및 기타

     1. 참 과학 열린 학교  

   원자력연수원에서는 우리연구소 노동조합과 협동으로 1월 5일부터 1월 26일 

까지 2차례에 걸쳐  2006년 동계 참 과학 열린 학교를 개최하 다. 학습내용으로

는 원자력 특강, 인터넷 윤리, 원자력 로봇 실험실 견학 등 원자력 학습체험과 

“HTML을 이용한 홈페이지 만들기” 과목으로 구성 되었으며, 참가학생으로는 연

구소 주변지역 초등학생으로 1. 2차 각각 30명이 참가하 다.   

     2. 2006년 하계 원자력 캠프 

   2005년도에 이어 2차로 열린 하계 원자력캠프는 연구소 소원 자녀와 연구소 

주변 지역, 경기도 지역, 대구광역시 지역 초중등 학생이 참가하 다. 캠프 학습

내용으로는 원자력 및 방사선 이론 및 실습, 원자력 로봇 랩 견학, 과학상자 조

립, 레크레이션 활동, 천문대 견학(야간 활동), 과학자와의 만남 등 다채로운 학

습이 이루어졌다. 초등학생 과정은 7월 26일부터 7월 28일, 중학생 과정은 8월 2

일부터 8월 4일 까지 각각 30명이 참가하 으며, 숙소로는 누리관을 사용하 다. 

     3. 원자력 현장체험학습

   원자력연수원에서는 연구소 주변 지역 학교인 대전 배울초등학교 1학년 학생

을 대상으로 원자력 현장학습 체험을 4시간 과정으로 실시하 다. 학습내용으로

는 연구소 소개 슬라이드 감상, 본관의 원자력 홍보관 방문, 과학자와의 만남, 

“행복 에너지 원자력” 만화 화 감상 및 로봇연구실 방문으로 구성하 다. 학습 

참가자로는 학생 172명, 교사 5명, 학부모 20명이 참가하 다. 

     4. 유성구 주민 정보화 교육

   연구소 주변 지역 주민의 정보화교육의 일환으로 유성구청과 공동으로 2000

년부터 실시한 유성구 주민 정보화 교육은 금년에도 컴퓨터 기초를 포함하여 5

개 과정을 3주 과정으로 실시하 다. 참여자로는 각 과정 30명이 참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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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4. 11 - 4. 26) : 컴퓨터 기초

     - 2차(5. 9 - 5. 26)  : 파워포인트

     - 3차(7. 11 - 7. 28) : 한  2002

     - 4차(9. 12 - 9. 29) : 엑셀

     - 5차(11. 7 - 11. 24) : 인터넷 이용 방법  

     5. photoshop 7.0 

   연구소원의 연구능력 함양과 관련하여 개설한 photoshop 7.0과정은 초급 3일

(12시간), 중급 3일(12시간)로 유료과정으로 실시하 다. 학습내용으로는 포토샵 

기초, 기본 툴 사용하기, 이미지 편집하기 및 이미지 색상 보정하기 등으로 초급

과정을 구성하 으며, 중급과정의 학습내용으로는 레이어의 기본 개념, 이미지 

코디네이터 이미지 합성, 이미지 파일 최적화하기, 벡터 도형 다루기, 패스 사용

하기 등으로 구성하 다. 수강 인원은 초급 19명, 중급 14명이었다.    

     6. 파워포인트를 이용한 발표자료 작성

   연구소원 및 연구단지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파워포인트를 이용한 발표

자료 작성 과정은 연구업무 보고 및 발표 자료의 원활한 작성을 위하여 개설하

다. 학습내용으로는 텍스트 디자인 및 실무 활용 기법, 도형 기본기 익히기, 도

형 실무 활용 기법, 실전 도해 만들기, 색, 표, 멀티미디어 및 차트 실무 활용기

법, 하이퍼링크 및 마스터 실무 활용 기법, 프리젠테이션 실습 등으로 5일 과정

으로 구성하 다. 수강인원은 17명이 참여하 다.

     7. MS Project S/W를 이용한 R&D 업무효율성 향상

   원자력연수원에서는 R&D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한국마이크로 소프트, 

다우데이터 시스템과 공동으로 연구소원 및 연구단지 종사자를 대상으로 개설하

다. 학습내용으로는 효율적인 연구개발 프로젝트 관리방안, MS Project 소개 

및 성공사례 발표 및 MS VISIO 기능 등을 중심으로 4시간으로 구성하 다. 수

강인원으로는 71명이 참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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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Professional Writing( 문)

       가. 교육목적

   외국인과의 Communication시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문편지, E-mail, Memo

등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작성하는 기법을 습득하고, 활용성 높은 예문 중심

으로 교육내용을 운 하여 업무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본 교육과정의 목적이다.

       나. 교육대상

   대덕연구단지 소재 정부출연 및 투자기관, 기업부설 연구소 직원 등을 대상으

로 총 8명이 교육을 이수 하 다. 

       다. 교육내용

   전체 교육내용을 4부분으로 나누워 시간을 배분하 으며, 현장 활용이 용이 

하도록 실제예문중심으로 운 하 다. 강사는 한국국제무역협회에 근무하고 경

컨설턴트회사인 SERTECH의 대표인 Stephen E. Ronto(미국인)를 초청 운 하

다.

   상세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3-33> Professional Writing 교과내용 및 강사

 

교   과   목 세  부  과  목
시간

강
의

실
습

계

1.Business Letter
1.1.Letter Format
    - Inquiary Letter

2 1 3

  1.2.E-mail Writing 1 1 2

1.3.Response Writing 2 1 3

2. Grammer & 
Writing

2.1.Grammar
    - Punctuation & Capitalization
    - The Articles
    - The Prepositions

3 1 4

2.2.Writing 
    - Concise Writing
    - Coherent Writing
    - Active Voice vs. Passive Voice

3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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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과   목 세  부  과  목
시간

강
의

실
습

계

3. Technical Writing 3.1.Levels of Technicality 1 1

3.2.Syntax for Technical Writing
    - Page Design
    - Outline Systems
    - Process Description

2 2

3.3.Visual Graphics 1 1 2

3.4.The Formal Research Reports
    - Abstracts & Executive 
Summary
    - Documentation Style

2 2

4. Individual 
   Writing 

4.1.Writing Test 1 1

 소    계 24

 1. 개강 및 수료  1. 개강 및 수료 1

 2. 질의 응답  2. 질의 응답 -

소    계          1

총    계       25

 

<표 3-34> Professional Writing 교과시간표

   시간 

일자

1 2 3 4 5 6

09:30-10:30 10:30-12:00 12:20-13:30 13:30-14:30 14:30-15:30
15:30-17:

00

1

주

3.14

(화)

Orientation
Business 

Letter
점 심 Business Letter

(연 수 원) (Mr.Ronto)

3.15

(수)

Grammar & Writing 점 심 Grammar & Writing
Business 

Letter

              (Mr.Ronto)

3.16

(목)

Grammer & Writing 점 심 Technical Writing

             (Mr.Ronto)

3.17

(금)

Technical Writing 점 심 Technical Writing

Writing 

Test &

수 료

             (Mr.Ron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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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교육운

본 과정은 다음과 같이 운 하 다.

<표 3-35> Professional Writing과정 운  현황

       마. 교육평가

   설문지 분석 및 개별 면담결과 동 과정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만족하며, 업무

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대부분 응답하 다. 또한 국제화 업무에 부응하는 다양

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 하여 줄 것을 연수원에 요청하 다. 소수의 인원(8

명)이 수강한 것은 그동안 수차례의 동일 강의 개설로 인하여 어느 정도 교육수

요가 충족이 된 것이 원인인듯 하다. 교육기간은 적당하다가 지배적이고, 업무수

행과의 연관성 평가에서 수강자 전원이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 다. 강사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교육내용과 교육 운 등에 있어서 수강생들의 

설문조사결과를 최대한 반  향후 보다 효율적으로 운 할 예정이다. 본 교육과

정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은 부록7 로 첨부하 다.

     9. Power Meeting & Presentation 기법( 어)

       가. 교육목적

   어로 운 되는 국제회의(Meeting)에서 상시적으로 사용되는 문장, 용어, 회

의 Skill 및 효율적인 Presentation을 위한 형식 및 기법을, 예문과 실습훈련을 통

하여 업무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본 교육과정의 

목적이다.

       나. 교육대상

   대덕연구단지 소재 정부출연 및 투자기관, 기업부설 연구소 직원 등 7명이 수

료하 다.

교육기간 교육시간 수강인원 교육장소

3.14 - 3.17 9:30 - 17:00 8명
국제원자력교육훈련센터

1층 중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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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교육내용

   전체 교육내용을 4부분으로 나누워 시간을 배분하 으며, 현장 활용이 용이 

하도록 실제예문중심으로 운 하 다. 강사는 한국국제무역협회에 근무하고 경

컨설턴트회사인 SERTECH의 대표인 Stephen E. Ronto(미국인)를 초청 운 하

다. 상세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

․COURSE MODULE:  "Power Meeting and Presentation"

․INSTRUCTOR: Stephen E. Ronto/Senior Consultant, SERTECH

․OVERVIEW: This course is focused on learning how to more effectively:

1) conduct a Business Meeting 

2) deliver a Business Presentation

․COURSE DIRECTION:

* First, the instructor will teach the trainee how to conduct a busines 

meeting and how to deliver a business presentation. 

* Second, during the course, the trainees will be grouped into "working 

teams" and practice conducting a "simulated" business meeting.

* Third, on the last day of the course, each trainee will deliver an 

individual business presentation and to be evaluated by the instructor.

․COURSE SCHE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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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6> Power Meeting & Presentation 기법 교육내용

날  짜  내  용

Tuesday, Oct. 9 

(9:30am-5:00pm)

․Understanding the Meeting Process

․Preparing the Meeting

․Meeting Protocol & Etiquette

․Understanding Business Presentation Process

․Identifying Your Purpose for the Presentation

Wednesday, Oct. 10 

(9:30am-5:00pm)

․Verbal Language of Meetings 

․Expressions and Phrases (1)

․Starting the Meeting

․Compiling Data for the Presentation

․Organizing the Presentation Content 

Thursday, Oct. 11 

(9:30am-5:00pm)

․Expressions and Phrases (2)

․Conducting the Meeting

․Delivering Your Presentation

․Creating Visual Illustrations for the Presentation

․Preparing Handouts for the Presentation

Friday, Oct. 12 

(9:30am-5:00pm)

․Expressions and Phrases (3)

․Ending the Meeting

․Individual Business Presentations and Evaluation by 

Instructor

       라. 교육운

   본 과정은 다음과 같이 운 하 다.

<표 3-37> Power Meeting & Presentation 기법 과정 운  현황

       마. 교육평가

   교육과정 평가와 관련 수강생 개별 면담결과 동 과정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만족하며,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대부분 응답하 다. 또한 계속적으로 강

의를 개설하여 보다 많은 직원들에 대한 교육기회 제공 및 일정직급 이상의 직

원은 필수로 이수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운 되기를 희망하 다. 본 교육과정

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은 부록8 로 첨부하 다.

교육기간 교육시간 수강인원 교육장소

10.9 - 10.12 9:30 - 17:00 7명
원자력연수원 1층

제1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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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Nuclear English 

       가. 교육목적

   본 과정은 원자력분야와 관련하여 어로 의사소통시 유용한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원자력 각 분야의 국제 표준 어 용어 및 상시적 사용되는 문구, 

문장들로 구성되어 있는 ‘Nuclear English'(IAEA의 후원으로 세계원자력대학에

서 편찬한 교재)를 훈련교재로 사용 원자력전반에 걸친 어표현을 습득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나. 교육대상

   연구소원 및 원자력관련기관 종사자 등 13명

       다. 교육내용

   본 과정의 주 교재는 세계원자력대학에서 편찬한 ‘Nuclear English' 책자를 

사용하 으며,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3-38> Nuclear English 교육내용

==============================================================

TRAINING OUTLINE of NUCLEAR ENGLISH 

==============================================================

Training Hours: 28

Number of Students:  25 Maximum

TRAINING MATERIAL:  

TEXTBOOK: Gorlin, Serge   Nuclear English: Language Skills for a  

        Globalization Industry (World Nuclear University Press 2005)

HANDOUT-EXERCISES: Content Development Team, Material for Nuclear 
English Course  

TRAINING METHODOLOGY:



- 185 -

I. NEC students are grouped into four (or five) "NPP TEAMs"

  A. Each NPP TEAM will create a Nuclear Power Plant in a foreign 
country.

  B. Instructor will designate a nuclear reactor type for each NPP TEAM:

 1. Fast Neutron/Breeder Reactor (FBR)

    2. Advanced Boiling Water Reactor (ABWR)

    3. Light Water Graphite Reactor (RBMK)

    4. Modular High Temperature Gas-Cooled Reactor (MHTGR)

    5. Pebble Bed Modular Reactor (PBMR)

  C. Instructor will designate each NPP TEAM a foreign country:

    1.  Finland

    2. Hungary

    3. Iran

    4. South Africa

    5. Spain

II. Each NPP TEAM will consist of  four  students designated as: 

    Specialist 1, Specialist 2, Specialist 3, and Specialist  4

III.Daily training SESSION consists of  2 or 3 three BLOCKS.

IV. Instructor Led Training (ILT) of Textbook-content per Session. 

V.  Handout Exercises: Supplement Training Material per Session to be

    completed by each NPP Team.

VI. Inter-Team Exercise: Team members will work together and complete 
3 

    exercises on Tuesday, Wednesday, and Thursday. (see Syllabus)

VII. Intra-Team Exercise: NPP-Team specialists will work with other

     NPP-Team specialists and complete 3 exercises on Tuesday, Wednesday, 

     and Thursday.

Inter-Team Exercise Matrix

       NPP TEAM                SPECIALIST

Alpha 1 2  3 4

Beta 1 2 3 4



- 186 -

Delta 1 2 3 4

Gamma         1 2 3 4

Monday: (no Intra-Team exercise)

Tuesday: (Alpha, s1; Beta s1; Delta, s1; Gamma, s1)

Thursday: (Alpha, s4, Beta, s3, Delta, s2, Gamma, s1)

Friday: (no Intra-Team exercise)

VIII. Class Exercise: Class-Members will work together to complete 3 

      exercises on Tuesday, Wednesday, and Thursday.(see Syllabus)

IX. "GOLD RIBBON" Project: NPP-TEAM Presentations on final training 
day.

    A. Each NPP will deliver a "Power-Point"presentation of their NPP.

    B. Each NPP-Team member will present a specific Nuclear field

    C. Instructor will evaluate Individual Performance

NEC SYLLABUS:

Diagnostic Test:

"What do you know about "Nuclear English" Textbook pages 144-146

ILT:

 "Safeguards & Security"

Textbook pages 108-109, 110-112, 116

Handout Exercise: 

Explaining work position & organization

Monday: Session 1

Block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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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T:

 "Safety"

Textbook pages 118-119, 120-124, 125-127, 128-130

Handout Exercise:

 Explaining the organization’s history and making comparisons 

                                     

Inter-Team Exercise:

Team-NPP: Each team will create an NPP consisting of four primary areas:

Nuclear Reactor

Safety Systems

Control Room

Support Systems.

ILT: "Reactor Management"

Textbook pages. 44-46, 47-48, 51-54

Handout Exercise:

 Explaining professional goals and describing organization’s project-roadmap

ILT:

Block  2

Block  3

Tuesday: Session 2         

Block 1

Block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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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earch & Development"

Textbook pgs. 132-135, 137-138, 139-140

Handout Exercise:

 Explaining a research project using Prepositions

Inter-Team Exercise:

NPP Layout:  Teams will design and draw a layout of their created NPP 
site.

Intra-Team Exercise:

NPP Characteristics: Team members will visit another NPP and complete an 
NPP Questionnaire

Class-Exercise:

"Where is the NPP located on the Globe?"

Instructor will deliver slide show of global NPPs. Students will try to 
determine the country location of each NPP

ILT: "Decommissioning"

Textbook pgs. 77-79, 72-74

Handout Exercise:

Explaining an NPP decommissioning event

ILT: 

"Reprocessing"

Textbook pages 69-70, 72-74

Block 3

Block 4

Block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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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dout Exercise:

Debating current nuclear issues

Inter-Team Exercise:

Team Members will research their respective field in preparation GOLD 
RIBBON PROJECT.

Intra-Team Exercise:

NPP Layout: Team members will visit other NPPs and describe their team’s 
NPP Layout

Class Activity:

"What is the Nuclear item?" 

Instructor will deliver a slide show of nuclear items which the students will 
identify.

ILT:

 "Transport"

Textbook pages:  57-58, 59-61, 62-64

Handout Exercise:

Techniques for Explaining and Interpreting Nuclear Terms

Block 6

Thursday: Session 3      

Block 1

Block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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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T: 

"Deep Geological Disposal"

Textbook pages 86-87, 88-89, 92-94

Handout Exercise:

Explaining Probability and Making Deductions

Block 3

ILT:  

"Fuel Manufacturing"

Textbook pages 34-36, 38-39, 40-41

Handout Exercise: 

Describing a Process within a Nuclear Field 

Inter-Team Exercise:

Preparation for TEAM-NPP Presentation"

Team-members will create a presentation outline of their established NPP. 

Intra-Group Exercise:

Individual Explanation of Nuclear Field:

Team Members will explain their Nuclear Field to counterparts of other 
teams.

Class Activity:

"Nuclear Bingo"

Students will interpret and describe nuclear-terms through Intra-team 
"Word-Bingo"competition.

Block 4

Friday: Session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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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 1

Block 2

Block 3

- 191 -

Block 1

Block 2

Block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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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minutes maximum 

Open to audience questions

Instructor Evaluation of Individual Performance

Student Evaluation of NPP-Team Performance

       라. 교육운

   본 과정은 다음과 같이 운 하 다.

<표 3-39> Nuclear English 과정 운  현황

       마. 교육평가

  설문지 분석 및 개별 면담결과 동 과정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만족하며, 업무수행

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대부분 응답하 으며, 국제적인 회의나 외국인과의 업무

적 접촉이 필요한 연구원들이 수강할 수 있도록 본 과정을 정기적으로 개설하기를 

희망하 다. 신규 과정으로 수강인원이 많지 않았으나 매우 유용한 과정이라고 평

가되며, 보다 많은 인원이 수강할 수 있도록 향후 적극적인 홍보 등이 필요하다.    

 몇가지 제기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수강자들의 업무공백에 따른 문제점과 관련 하루 4시간 교육으로 하고 전체

적인 교육기간을 늘리자(2명)

    . 전체적 교육시간이 짧다 -교육기간 확충(1명)

    . 전공 및 전문지식 편차에 따른 방향성 구분 필요 - 전공자와 비전공자 구분  

    . 적극적인 과정 홍보 및 참여 유도 정책 필요 - 적정 교육인원에 미달

  위 요구사항을 참조하여 향후에 본 과정 운 시에는 교육 수준과 방향성을 선정

하여 상세 강의방향을 교육 안내시 공지하고, 과정운 (평가 및 결과 통보 등)과 

관련 세부 방침을 확정한 후, 교육참여 승인자( 교육부서 및 과책 등)에게  교육협

력 요청 등 적극적인 과정 홍보 활동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과정에 대한 

evaluation report를 본 교재의 저자인 세계원자력대학의 “Serge Gorlin" 교수에게 

교육기간 교육시간 수강인원 교육장소

5.29 - 6.2 9:30 - 17:00 13명
국제원자력교육훈련센터

2층 대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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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8 과 같이 송부하 다. 

  본 교육과정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은 부록9 로 첨부하 다.

     11. Collaborative Negotiation for Scientific Researchers 과정

       가. 교육목적

   연구업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Negotiation 중심으로, 체계적인 협상과정 

및 협상기법 등을 습득하여 업무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본 교육과정을 개설하 다.

       나. 교육대상

  대덕연구단지 소재 정부출연 및 투자기관, 기업부설 연구소 직원 등을 대상으

로 총 9명이 본 교육을 이수 하 다. 

       다. 교육내용

   전체 교육내용을 총 9개 Topic으로 나누워 시간을 배분하 으며, 현장 활용이 

용이 하도록 실제예문중심으로 운 하 다. 강사는 한국국제무역협회에 근무하고 

경 컨설턴트회사인 SERTECH의 대표인 Stephen E. Ronto(미국인)를 초청 운

하 다. 교육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3-40>  Collaborative Negotiation for Scientific Researchers 교육내용

▣ COURSE MODULE :  "Collaborative Negotiation for Scientific 

Researchers"

▣ INSTRUCTOR : Stephen E. Ronto/Senior Consultant, SERTECH

▣ TRAINING TOPICS :

    ◈ Principles of Negotiation

Why do we negotiate?

What do we negotiate about? 

What are negotiators concerned about?

How do negotiators negoti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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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is a successful negotiation?

How does a negotiation move forward?

    ◈ Preparing for a Negotiation

Identify the issues.

Create an agenda.

Analyze your counterpart

Define the underlying interests

Consult with Others

Set goals to create results

Identify your own limits

Develop supporting arguments

    ◈ Negotiation "PowerFactors"

Information that negotiators have

Negotiator's Constituencies

Time Pressures and Deadlines

Options and Alternatives

Personal Qualities

    ◈ Negotiation Strategies

Avoiding Strategy

Accommodating Strategy

Competitive Strategy

Collaborative Strategy

Compromising Strategy

    ◈ Negotiation Techniques

Think "WIFT"

Prepare "BATNA"

Create "Bargaining Range"

Make Propos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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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 Concessions

Develop Alternatives & Options

Questioning

Pausing & Listening 

Manipulation techniques

Defensive techniques

    ◈ Language of Negotiators

Negotiator's Jargon

Negotiation Terminology

Negotiation Expressions

Questioning & Answering

Non-verbal (body) Language

    ◈ Contract Writing

Offer & Acceptance

Consideration & Consent

Contract Format

Main Provisions & Special Provisions

Business Law Terminology

    ◈ Business Etiquette

Making a Great First Impression

Negotiation Protocol

Cultural Sensitivity

On the Phone

At Meetings

Social Situations

    ◈ Negotiation Simulations

Positional Negotiation (buying and selling)

       Principled Negotiation (conflict re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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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교육운

   본 과정의 운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 3-41> Collaborative Negotiation for Scientific Researchers 과정 운 현황

교육기간 교육시간 수강인원 교육장소

2006.12.12 - 12.15 9:30 - 15:00 8명
국제원자력교육훈련센터

 1층 중강의실

       마. 교육평가

   설문지 분석 및 개별 면담결과 동 과정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만족하며, 업무

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대부분 응답하 다. 국제적인 회의나 외국인과의 업무

적 접촉이 필요한 연구원들이 수강할 수 있도록 본 과정을 지속적으로 개설되기

를 희망하 다. 수강인원이 많지 않았으나 매우 유용한 과정이라고 평가되며, 보

다 많은 인원이 수강할 수 있도록 향후 적극적인 홍보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된

다. 본 교육과정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은 부록10 로 첨부하 다. 

     12. 원자력인력양성 현황 및 수급제도

       가. 교육목적

   원자력인력양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전략

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운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인력양성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주제로 연구를 수행하 던 제주대학교 정

범진 교수를 초청하여 교육과정을 개최하 다.

       나. 교육대상

   연수원 직원 15명이 본 교육을 이수 하 다. 

       다. 교육내용

   원자력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국제적인 원자력인력 수급에 관한 분석 

내용 및 국내 원자력 관련기관의 인력 수급 현황 및 분포에 대한 조사분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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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인력수급의 문제점 및 정책적인 대안 등에 관한 내용으로 2시간에 걸쳐 

발표와 질의응답으로 구성하여 운 하 다. 교과 구성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 원자력인력의 국내외 현황

  o 원자력 역사

  o 원자력인력 관련 국제기구의 조사보고 자료

  o 원자력교육/훈련 문제점

  o 미국의 인력수급 현황

  o 우리나라 원자력계의 인력현황 

  o 인력수급의 문제점

  o 인력수급문제에 대한 대처방안 모색 등

       라. 교육운

   본 과정의 운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 3-42> 원자력인력양성 현황 및 수급제도

교육일자 교육시간 수강인원 교육장소

2006.10. 26 10:00 - 12:00 15명
원자력연수원

 2층 계단강의실

       마. 과정평가

   원자력인력양성에 대한 국내외의 전체적 현황 및 문제점 제시 등으로 원자력 

인력양성에 대한 전반적인 시각 및 장기적이고 전략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매우 유익한 과정이었다. 또한, 연수원에서 향후 역점으로 추진 계획 중인 장기

적 원자력인력수급예측모델 개발 및 이에 따른 체계적이고 맞춤형 원자력교육프

로그램개발 등의 사업추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참석자의 호응도가 

매우 높았으며 향후로도 인력양성에 대한 전략적 사고를 강화 할 수 있는 본 과

정과 같은 전문가 초청과정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13. 과학기술 연구인력의 역량기반 교육훈련

       가. 교육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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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 연구인력의 교육훈련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위한 체계적인 기

법과 교육훈련 방법을 모색하고자, 관련 주제로 논문을 발표한바 있는 고려대학

교 박인우 교수를 초청하여 교육과정을 개최하 다.

       나. 교육대상

   연구소 소속 3개 부서의 직원 19명이 본 교육을 이수 하 다. 

       다. 교육내용

   연구인력의 교육훈련에 관한 문헌연구 및 사례조사 내용 및 과학기술 R&D 

연구인력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 등에 대한 내용을 그 동안 연구했던 방법과 

개발된 프로그램체계 제시 등의 교육내용으로 2시간에 걸쳐 발표와 질의응답으

로 구성하여 운 하 으며, 교과 구성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 과학기술 R&D 인력개발 교육훈련

  o 출연(연) 교육훈련 현황

  o 교육훈련의 패러다임과 역량기반 교육과정

  o R&D 역량체계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체제 개발

  o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핵심 역량 분석 전략

  o 직군별 교육훈련 역량 체계 개발

       라. 교육운

   본 과정의 운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 3-43> 과학기술 연구인력의 역량기반 교육훈련과정 운 현황

교육일자 교육시간 수강인원 교육장소

2006.12. 6 10:00 - 12:00 19명
국제원자력교육훈련센터

 2층 대강의실

       마. 과정평가

   강의 자료 발표 후 참석자의 많은 질의와 강사의 성실한 응답으로 호응도가 

높았으며, 강사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 요구 및 교육분야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협

력 약속 등 매우 유익한 과정이었다. 연구인력의 역량강화와 관련하여 향후 기획 

및 교육활동에 많은 참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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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국가 기술 자격 검정 시험  

               

   제8회에 걸쳐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행을 하 으며, 비파괴분야 교육용 기자재

인  MT장비 Prode 및 Yoke와 Black-Light 일부를 도입했다. 앞으로도 국가기

술자격 실기검정 비파괴분야 및 원자력기사 실기시험 분야 등에  보다 더 효율

적인 운 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장비의 확충 및 Upgrade를 하여야 할 

것이다.   

   아래 <표 3-44>는 RI 및 비파괴검사장비의 이용현황이다.

<표 3-44> RI 및 비파괴검사장비의 이용현황

과  정  명 명/회수 이 용 목 적 비    고

 국가

 기술

 자격

 검정

 시험

비파괴검사

기능사실기

-RT,UT,MT,

 PT

82명/4회 RT : 방사선투과탐

상

MT : 자분탐상

UT : 초음파탐상

PT : 침투탐상

ECT : 와전류탐상

 

비파괴기사

및 산업기사

실기부문

-RT,MT,UT,PT

206명/4회
 

원자력기사

실기부문
22명/1회

 방사성동위원소 

 측정 및 관리기술
 

      

   우리 원자력연수원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연계하여 국가기술자격검정 실기시

험시행을 통해 기술인, 기능인 등의 직업능력개발을 통한 산업인력 양성을 해오

고 있다. 국가 유일의 비파괴분야 및 원자력 그리고 관련 분야의 인적자원개발 

전문기관입니다.

21C 지식정보화 사회의 무한경쟁시대에 국민 개개인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기

회부여와 기술인력에 대한 객관적 수준확보 및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양

한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 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자력연수원 실험실습 시설(방사선/비파괴분야)을 이용하여  국가기술

자격 검정업무 중 실기시험을 시행하고 있다. 

   시행 종목은 전문분야인 원자력분야의 원자력기사 및 비파괴분야의 비파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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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산업기사, 기능사이다.

   현대 사회는 자격증시대!  이제는 누가 얼마만큼 배웠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

니라  능력을 얼마만큼 인정받느냐가 중요시 되는 시대가 되었다.

국가기술자격검정을 통해 각 개인의 재능과 능력, 그리고 전문성을 우선으로 하

는 자격증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국가기술자격검정 실기시험 시행은 방사선분야인 원자력기사는 전공분야가 

원자력공학인 재학생 및 졸업생 그리고 관련 종사자가 주 대상이며,  비파괴기사

는 우리나라 산업계, 학계, 연구소 등에서 비파괴관련 업무에 근무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다음의 표는 우리 원자력연수원에서 실시한 2006년도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

현황이다.  

<표 3-45> 2006년도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현황

2006년 국가기술자격검정실기시험 집행현황 
시행종목 

시행
인원 

기사
1회 

기사
2회 

기사
3회 

기사
4회 

기능사
1회 

기능사
2회 

기능사
4회 

기능사
5회 

계 310 84 41 63 40 28 18 22 14 

원자력기사 22 22 

와전류비파괴검사기사 19 19 

침투비파괴검사기사 37 17 20 

침투비파괴검사산업기
사 

44 24 20 

침투비파괴검사기능사 24 10 14 

자기비파괴검사기사 28 9 19 

자기비파괴검사산업기
사 

23 6 17 

자기비파괴검사기능사 17 5 12 

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 6 6 

방사선비파괴검사산업
기사 

- 

방사선비파괴검사기능
사 

8 1 7 

초음파비파괴검사기사 31 1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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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에 우리나라 국가기술자격검정에 대해 간략히 기술하고자 한다.

     1. 자격검정 업무소개

 - 기술자격  검정 시험문제의 출제, 관리 

 - 기술자격시험 집행 (필기 : 공단, 실기시험시행 : 원자력연수원)

 - 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증교부

 - 기술자격 취득자의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 

 - 검정업무 처리절차 

[그림 3-1] 검정업무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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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자격체계 및 응시자격

[그림 3-3] 자격체계 및 응시자격

   * 학점인정법률에 의한 학점 이수자는 고등교육법에 의거 정규대학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자는 해당되지 않음

◈ 응시 자격

       가.. 기술사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직무분야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사직무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동일 직무분야"라 한다)에

서 4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8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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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대학졸업자등"이라 한다) 로서 졸업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5) 기술자격 종목별로 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이수 후 동일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6)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하 "전문대학졸업자등"이라 한다)로서 졸업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4년제 대학 전 과정의 2분의 1이상을 마치고 9년 이상 실무에 종

사한 자도 포함

         (7) 기술자격 종목별로 산업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

는 기관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로

서 이수후 동일 직무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8)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11년 이상 실무

에 종사 한 자

자.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나. 기 능 장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별표 1에서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의 산업

기사 또는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기능대학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능대학의 

기능장 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2)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 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8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11년 이상 실무

에 종사한 자

         (5)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 204 -

       다. 기 사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

일직무분야에서 1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

분야에서 3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다른 종목의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4)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4학년에 재학 중인 자 또는 3학

년 수료 후 중퇴자를 포함한다) 

         (5)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

일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4년제 대학 전과정의 2분의 1이상을 마치고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도 포함 

         (6) 기술자격 종목별로 산업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

는 기관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로

서 이수 후 동일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7) 기술자격 종목별로 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 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8)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4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차. 학점인정 등에 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졸업자와 동등이

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또는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106학점 이상을 인

정받은 자

---※ 정규대학 재학(휴학) 중 인자는 해당되지 않음 

      (학점인정법률에 의한 학점 이수자는 고등교육법에 의거 정규대학에 재학 

또는 휴학중인 자는 해당되지 않음) 학점인정 등에 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

하여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응시하고자 하는 종

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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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산업기사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다른 종목의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3) 전문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2학년에 재학 중인 자 또는 

1학년 수료 후 중퇴자를 포함한다)

---※ 4년제 대학 전 과정의 2분의 1이상을 마친 자도 포함

         (4) 기술자격 종목별로 산업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

는 기관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자 또

는 그 이수예정자

         (5) 국제기능올림픽대회나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국내기능경기대회에

서 입상한 자와 기능장려법에 의하여 명장으로 선정된 자

---※ 입상한 자의 범위는 1, 2, 3위를 말함 

         (6)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

에 종사한 자

         (7)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8)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또는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41학점 이상

을 인정받은 자

---※ 정규대학 재학(휴학) 중 인자는 해당되지 않음 (학점인정법률에 의한 학점 

이수자는 고등교육법에 의거 정규대학에 재학 또는 휴학 중 인자는 해당되지 않

음.

       마. 기 능 사 :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음

       바. 전문사무자격

         (1) 직업상담사1급, 사회조사분석사1급 ;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

     ㆍ해당종목의 2급 자격취득 후 해당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ㆍ해당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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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대학졸업 후 해당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ㆍ전문대학졸업 후 해당실무에 4년 이상 종사한 자

         (2) 컨벤션기획사 2급

     ㆍ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예정자

     ㆍ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

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ㆍ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4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ㆍ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ㆍ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졸업자와 동등이상

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또는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106학점이상을 인정받

은 자

        (고등교육법에 의거 정규대학에 재학 또는 휴학중인 자는 해당되지 않

음)

     ㆍ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

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임상심리사 2급

     ㆍ임상심리와 관련하여 1년 이상 실습수련을 받은 자 또는 2년 이상 실무

에 종사한 자로서 대학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ㆍ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4) 직업상담사2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 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텔레마

케팅관리사, 게임프로그래밍전문가, 게임그래픽전문가, 게임기획전문가, 멀티미디

어콘텐츠제작전문가 ;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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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검정 응시 절차 안내

[그림 3-4] 자격검정 응시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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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기준

자격등급 평가기준

기술사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
한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시험, 시공, 감리, 평가, 진단, 사
업관리, 기술관리 등의 기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기능장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에 관한 최상급 숙련기능을 가지고 산업현장
에서 작업 관리, 소속기능인력의 지도 및 감독, 현장훈련, 경 계
층과 생산계층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주는 현장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기 사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에 관한 공학적 기술이론 지식을 가지고 설
계, 시공, 분석 등의 기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산업기사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에 관한 기술기초이론지식 또는 숙련기능을 
바탕으로 복합적인 기능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기능사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에 관한 숙련기능을 가지고 제작, 제조, 조
작, 운전, 보수, 정비, 채취, 검사. 또는 직업관리 및 이에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그림 3-5] 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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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자격

자격등급

검정방법

필기시험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

기술사
단답형 또는 주관식논문형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구술형 면접시험(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기능장
객관식 4지택일형(60문항)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주관식 필기시험 또는 작업형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기사

객관식 4지택일형
-과목당 20문항(100점 만점에 60
점 이상)
-과목당 40점 이상(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주관식 필기시험 또는 작업형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산업기사

객관식 4지택일형
-과목당 20문항(100점 만점에 60
점 이상)
-과목당 40점 이상(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주관식 필기시험 또는 작업형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기능사
객관식 4지택일형(60문항)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주관식 필기시험 또는 작업형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그림 3-6] 검정자격

▣ 2007년부터  국가기술자격검정시험 접수 인터넷으로 전면적 시행 안내

   ■ 최근 인터넷 원서접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방문 접수에 따

른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국가기술자격시험 고객에게 한층 더 높은 서

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국가기술자격시험 을 전면“인터넷”으로 원

서 접수 시작함.

   ■ 이용방법 ⇒ 자격검정정보망(www.Q-net.or.kr)의 원서접수 방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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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학‧연 협동교육

제 1 절 원자력공학과생 원자로 실험‧실습

     1. 원자력공학과생 원자로 실험‧실습

       가. 교육목적

   연‧학 협동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원자로 실험‧실습교육은 국내의 원자력관련 

공학과 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이다. 본 실험‧실습교육은 대학에서 실질

적으로 접해보지 못하는 실험․실습들을 우리 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시

설 및 장비들을 활용한다는 것이 본 교육과정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 대표적

인 시설로는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HANARO)”를 이용한 조사재시험시설, 방

사성동위원소이용시설, 중성자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등과 함께 원자력연수원에

서 보유하고 있는 CNS(Compact Nuclear Simulator)시설, 그 밖의 특수 장비인 

방사선계측 기기 등의 첨단 장비를 활용하여 원자력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에

게 실질적인 실험․실습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졸업 후 원자력분야에 보다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실무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교육의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 원자력의 기술자립 향상뿐만 아니라 원자력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교육의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 하겠다.

       나. 교육대상 및 교과내용

   2006년도 원자로 실험‧실습교육의 대상은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4학년, 한

국과학기술원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석사1년차, 한양대학교 원자시스템공학과 4

학년(원자력공학전공), 조선대학교 공과대학 원자력공학과 3∼4학년, 제주대학교 

공과대학 기계에너지시스템공학부 에너지공학전공 3학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4

학년생을 대상으로 실시하 으며, 교과내용으로는 연구로 개요, 동위원소 생산, 

중성자방사화분석, 중성자래디오그래피, 방사선차폐(보건물리), 핵연료연소도측정, 

원자력발전소운전(CNS) 등의 교과목을 대상으로 각 대학의 특성에 맞는 교과목

을 선택하게 하여 이론과 실험‧실습의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 다. 1주간의 실

험‧실습교육 일정의 편성은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는 5∼6개 과목에 대한 이론

수업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한 실험‧실습은 수요일 오전부터 금요일 오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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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실습 과목을 편성하여 운  하 다.

         (1) 서울대학교 및 한국과학기술원

   서울대학교 및 한국과학기술원의 교과목 및 교과내용, 교육시간표, 실험‧실습 

진행 일정표는 <표 4-1> ∼ <표 4-3>와 같다.

<표 4-1> 서울대학교 및 한국과학기술원 교과목 및 교과내용

교   과   목
시 간 

교  과  내  용
 강의 실습

 1. 연구로 개요

 2. 동위원소 생산

 3. 중성자방사화 분석

 4. 중성자래디오그래픽

 5. 핵연료 연소도 측정

 6. 원자력발전소운전(CNS)

 7. 연수원 소개

 8. Orientation 및 과정평가

2

2

2

2

2

2

1

2

-

17.5

17.5

17.5

17.5

17.5

-

-

 ‧ 원자로의 분류, 종류와 특징 등

 ‧ 조사표적준비, 중성자조사 등

 ‧ 방사화 분석법의 원리 등

 ‧ 중성자래디오그라피비파괴검사 등

 ‧ 감마스캐닝의 원리 등

 ‧ CNS의 개요, 운전실습 등

계 15 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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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서울대학교 및 한국과학기술원 교육시간표

    시간

 요일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5교시 6교시 7교시 8교시

2/20(월)
Orien-

tation

연구소

소개슬라

이드관람

연구로 개요

(박    철)

동위원소생산

(박 울 재)

연수원 

소개

2/21(화)
중성자방사화분석

(정 용 삼)

CNS 계통교육

(박 재 창)

핵연료

연소도 측정

(김 희 문)

중성자래디오

그래피

(이 승 욱)

2/22(수)
실 험 실 습 (09:00 - 12:30)

(5개조 분할 실시)

실 험 실 습 (13:30 - 17:00)

(5개조 분할 실시)

2/23(목)
실 험 실 습 (09:00 - 12:30)

(5개조 분할실시)

실 험 실 습 (13:30 - 17:00)

(5개조 분할 실시)

2/24(금)
실 험 실 습 (09:00 - 12:30)

(5개조 분할실시)
과 정 평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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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서울대학교 및 한국과학기술원 실험‧실습 진행일정표

날   자 해당조 과      목 시    간 실험강사 실험‧실습장소

2/22(수)

오전

A 동위원소 생산
09:00 - 

12:30
신현영 남성수 하나로센터

B 중성자방사화분석 " 문종화 김선하 "

C 중성자래디오그래픽 " 이승욱 전진수 "

D 핵연료연소도측정 " 김희문 백승제 조사재시험시설

E CNS 실습 " 박재창 이중근 연수원

2/22(수)

오후

A 중성자방사화분석
13:30 - 

17:00
문종화 김선하 하나로센터

B 중성자래디오그패픽 " 이승욱 전진수 "

C 핵연료연소도측정 " 김희문 백승제 조사재시험시설

D CNS 실습 " 박재창 이중근 연수원

E 동위원소생산 " 신현영 남성수 하나로센터

2/23(목)

오전

A 중성자래디오그래픽
09:00 - 

12:30
이승욱 전진수 하나로센터

B 핵연료연소도측정 " 김희문 백승제 조사재시험시설

C CNS 실습 " 박재창 이중근 연수원

D 동위원소생산 " 신현영 남성수 하나로센터

E 중성자방사화분석 " 문종화 김선하 "

2/23(목)

오후

A 핵연료연소도측정
13:30 - 

17:00
김희문 백승제 조사재시험시설

B CNS 실습 " 박재창 이중근 연수원

C 동위원소생산 " 신현영 남성수 하나로센터

D 중성자방사화분석 " 문종화 김선하 "

E 중성자래디오그래픽 " 이승욱 전진수 "

2/24(금)

오전

A CNS 실습
09:00 - 

12:30
박재창 이중근 연수원

B 동위원소 생산 " 신현영 남성수 하나로센터

C 중성자방사화분석 " 문종화 김선하 "

D 중성자 래디오 그래픽 " 이승욱 전진수 "

E 핵연료 연소도 측정 " 홍권표 백승제 조사재시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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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의 교과목 및 교과내용, 교육시간표, 실험‧실습 진행 일정표는 <표 

4-4> ∼ <표 4-6>와 같다.

<표 4-4> 한양대학교 교과목 및 교과내용

교   과   목
시 간 

교  과  내  용
 강의 실습

 1. 연구로 개요

 2. 동위원소 생산

 3. 중성자방사화분석

 4. 중성자래디오그래피

 5. 핵연료연소도측정

 6. CNS실습

 7. 연구소 및 연수원 소개

 8. Orientation 및 과정평가

2

2

2

2

2

2

2

2

-

17.5

17.5

17.5

17.5

17.5

-

-

 ‧ 원자로의 분류, 종류와 특징 등

 ‧ 조사표적준비, 중성자조사 등

 ‧ 방사화 분석법의 원리 등

 ‧ 중성자래디오그라피비파괴검사 등

 ‧ 감마스캐닝의 원리 등

 ‧ CNS의 개요, 운전실습 등

계 16 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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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한양대학교 교육시간표

    시간

 요일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5교시 6교시 7교시 8교시

4/24(월)
Orien-

tation

연구소

소개슬라

이드관람

연구로 개요

(박 상 준)

중성자래디오

그래피

(이 승 욱)

연수원 

소개

4/25(화)
중성자방사화분석

(정 용 삼)

CNS 계통교육

(박 재 창)

핵연료

연소도 측정

(김 희 문)

동위원소생산

(박 울 재)

4/26(수)
실 험 실 습 (09:00 - 12:30)

(5개조 분할 실시)

실 험 실 습 (13:30 - 17:00)

(5개조 분할 실시)

4/27(목)
실 험 실 습 (09:00 - 12:30)

(5개조 분할실시)

실 험 실 습 (13:30 - 17:00)

(5개조 분할 실시)

4/28(금)
실 험 실 습 (09:00 - 12:30)

(5개조 분할실시)
과 정 평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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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한양대학교 실험‧실습 진행일정표

날   자 해당조 과      목 시    간 실험강사 실험‧실습장소

4/26(수)

오전

A 동위원소 생산
09:00 - 

12:30
홍순복 장경덕 하나로센터

B 중성자방사화분석 " 문종화 백성열 "

C 중성자래디오그래픽 " 이승욱 전진수 "

D 핵연료연소도측정 " 김희문 주용선 조사재시험시설

E CNS 실습 " 박재창 이중근 연수원

4/26(수)

오후

A 중성자방사화분석
13:30 - 

17:00
문종화 백성열 하나로센터

B 중성자래디오그패픽 " 이승욱 전진수 "

C 핵연료연소도측정 " 김희문 주용선 조사재시험시설

D CNS 실습 " 박재창 이중근 연수원

E 동위원소생산 " 홍순복 장경덕 하나로센터

4/27(목)

오전

A 중성자래디오그래픽
09:00 - 

12:30
이승욱 전진수 하나로센터

B 핵연료연소도측정 " 김희문 주용선 조사재시험시설

C CNS 실습 " 박재창 이중근 연수원

D 동위원소생산 " 홍순복 장경덕 하나로센터

E 중성자방사화분석 " 문종화 백성열 "

4/27(목)

오후

A 핵연료연소도측정
13:30 - 

17:00
김희문 주용선 조사재시험시설

B CNS 실습 " 박재창 이중근 연수원

C 동위원소생산 " 홍순복 장경덕 하나로센터

D 중성자방사화분석 " 문종화 백성열 "

E 중성자래디오그래픽 " 이승욱 전진수 "

4/28(금)

오전

A CNS 실습
09:00 - 

12:30
박재창 이중근 연수원

B 동위원소 생산 " 홍순복 장경덕 하나로센터

C 중성자방사화분석 " 문종화 백성열 "

D 중성자 래디오 그래픽 " 이승욱 전진수 "

E 핵연료 연소도 측정 " 홍권표 주용선 조사재시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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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의 교과목 및 교육내용, 교육시간표, 실험‧실습 진행 일정은 <표 

4-7> ∼ <표 4-9>와 같다.

<표 4-7> 조선대학교 교과목 및 교과내용

교   과   목
시 간 

교  과  내  용
 강의 실습

 1. 연구로 개요

 2. 동위원소 생산

 3. 방사선차폐(보건물리)

 4. 핵연료연소도측정

 5. 중성자래디오그래피

 6. CNS 실습

 7. 연구소 및 연수원 소개

 8. Orientation 및 과정평가

2

2

2

2

2

2

2

2

-

10.5

10.5

10.5

10.5

10.5

-

-

 ‧ 원자로의 구조 및 특성 등

 ‧ 조사표적준비, 중성자조사 등

 ‧ 방사선량율 측정 등

 ‧ 감마스캐닝의 원리 등

 ‧ 중성자래디오그라피비파괴검사 등

 ‧ CNS 소개 및 실습

계 16 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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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조선대학교 교육시간표

    시간

 요일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5교시 6교시 7교시 8교시

6/26(월)
Orienta

-tion

연구소

소개슬

라이드

연구로 개요

(박 상 준)

동위원소 생산

(박 울 재)

연수원

소개

6/27(화)

중성자

래디오그래피

(심 철 무)

방사선 차폐

(서 경 원)

핵연료

연소도 측정

(김 희 문)

CNS 계통교육

(박 재 창)

6/28(수)
실험실습 (09:00 - 12:30)

(3개조 분할실시)

실험실습 (13:30 - 17:00)

(3개조 분할 실시)

6/29(목)
실험실습 (09:00 - 12:30)

(3개조 분할실시)

실험실습 (13:30 - 17:00)

(3개조 분할 실시)

6/30(금)
실험실습 (09:00 - 12:30)

(3개조 분할실시)
과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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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조선대학교 실험‧실습 진행일정표

날  자 해당조 과      목 시    간 실험강사 실험장소

6/28(수)

오전

A 동위원소생산
09:00 - 

12:30
신현영 남성수 하나로센터

B 중성자래디오그래피 " 심철무 오화숙 "

C 방사선차폐 " 서경원 지유진 연수원

6/28(수)

오후

A 핵연료연소도측정
13:30 - 

17:00
김희문 주용선 조사재시험실

B CNS 실습 " 박재창 연수원

C 동위원소생산 " 신현영 남성수 하나로센터

6/29(목)

오전

A 중성자래디오그래피
09:00 - 

12:30
심철무 오화숙 "

B 방사선차폐 " 서경원 지유진 연수원

C 핵연료연소도측정 " 김희문 주용선 "

6/29(목)

오후

A CNS 실습
13:30 - 

17:00
박재창 연수원

B 동위원소생산 " 신현영 남성수 하나로센터

C 중성자래디오그래피 " 심철무 오화숙 "

6/30(금)

오전

A 방사선차폐
09:00 - 

12:30
서경원 지유진 연수원

B 핵연료연소도측정 " 김희문 백승제 조사재시험실

C CNS 실습 " 박재창 연수원

         (4) 제주대학교

   제주대학교의 교과목 및 교육내용, 교육시간표, 실험‧실습 진행 일정은 <표 

4-10> ∼ <표 4-12>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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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제주대학교 교과목 및 교과내용

교   과   목
시 간 

교  과  내  용
 강의 실습

 1. 연구로 개요

 2. 동위원소 생산

 3. 중성자래디오그래피

 4. 방사선차폐(보건물리)

 5. 핵연료연소도 측정

 6. CNS 실습

 7. Orientation

 8. 연구소 소개 및 과정평가

2

2

2

2

2

2

1

2

-

10.5

10.5

10.5

10.5

10.5

-

-

 ‧ 원자로의 분류, 종류와 특징 등

 ‧ 조사표적준비, 중성자조사 등

 ‧ 중성자래디오그라피비파괴검사 등

 ‧ 방사선량율 측정 등

 ‧ 감마스캐닝의 원리 등

 ‧ CNS 소개 및 실습

계 15 52.5

<표 4-11> 제주대학교 교육시간표

    시간

 요일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5교시 6교시 7교시 8교시

8/21(월)
Orienta

-tion

연구소

소개슬

라이드

연구로 개요

(박 상 준)

동위원소생산

(박 울 재)

연수원

소개

8/22(화)
방사선차폐

(서 경 원)

CNS 실습

(박 재 창)

핵연료연소도측정

(김 희 문)

중성자래디오그래

피

(심 철 무)

8/23(수)
실험실습 (09:00 - 12:30)

(3개조 분할실시)

실험실습 (13:30 - 17:00)

(3개조 분할 실시)

8/24(목)
실험실습 (09:00 - 12:30)

(3개조 분할실시)

실험실습 (13:30 - 17:00)

(3개조 분할 실시)

8/25(금)
실험실습 (09:00 - 12:30)

(3개조 분할실시)

과정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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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제주대학교 실험‧실습 진행일정표

날  자 해당조 과      목 시    간 실험강사 비    고

8/24(수)

오전

A 동위원소생산
09:00 - 

12:30
홍순복 장경덕 하나로센터

B 중성자래디오그래피 " 심철무 오화숙 "

C 방사선차폐 " 서경원 지유진 연수원

8/24(수)

오후

A 핵연료연소도측정
13:30 - 

17:00
김희문 주용선 조사재시험시설

B CNS 실습 " 박재창 이중근 연수원

C 동위원소 생산 " 홍순복 장경덕 하나로센터

8/25(목)

오전

A 중성자래디오그래피
09:00 - 

12:30
심철무 오화숙 "

B 방사선차폐 " 서경원 지유진 연수원

C 핵연료연소도측정 " 김희문 주용선 조사재시험시설

8/25(목)

오후

A CNS 실습
13:30 - 

17:00
박재창 이중근 연수원

B 동위원소 생산 " 홍순복 장경덕 하나로센터

C 중성자래디오그래피 " 심철무 오화숙 "

8/26(금)

오전

A 방사선차폐
09:00 - 

12:30
서경원 지유진 "

B 핵연료연소도측정 " 김희문 주용선 조사재시험시설

C CNS 실습 " 박재창 이중근 연수원

         (5) 경희대학교

   경희대학교의 교과목 및 교육내용, 교육시간표, 실험‧실습 진행 일정은 <표 

4-13> ∼ <표 4-15>과 같다.



- 222 -

<표 4-13> 경희대학교 교과목 및 교과내용

교   과   목
시 간 

교  과  내  용
 강의 실습

 1. 연구로 개요

 2. 동위원소 생산

 3. 중성자방사화분석

 4. 중성자래디오그래피

 5. 핵연료연소도 측정

 6. CNS 실습

 7. Orientation

 8. 연구소 소개 및 과정평가

2

2

2

2

2

2

1

2

-

7

7

7

7

7

-

-

 ‧ 원자로의 분류, 종류와 특징 등

 ‧ 조사표적준비, 중성자조사 등

 ‧ 방사화분석, 열중성자속 측정 등

 ‧ 중성자래디오그라피비파괴검사 등

 ‧ 감마스캐닝의 원리 등

 ‧ CNS 소개 및 실습

계 15 35

<표 4-14> 경희대학교 교육시간표

    시간

 요일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5교시 6교시 7교시 8교시

9/25(월)
Orienta

-tion

연구소

소개슬

라이드

연구로 개요

(박 상 준)

중성자방사화분석

(정 용 삼)

연수원

소개

9/26(화)
동위원소생산

(박 울 재)

중성자래디오그래피

(심 철 무)

핵연료연소도측정

(김 희 문)

CNS 실습

(박 재 창)

9/27(수)
실험실습 (09:00 - 12:30)

(2개조 분할실시)

실험실습 (13:30 - 17:00)

(2개조 분할 실시)

9/28(목)
실험실습 (09:00 - 12:30)

(2개조 분할실시)

실험실습 (13:30 - 17:00)

(2개조 분할 실시)

9/29(금)
실험실습 (09:00 - 12:30)

(2개조 분할실시)

과정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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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교육운

         (1) 교육기간 및 수료인원(요약 : <표 4-16> 참조)

           (가) 서울대학교

               ∙교육대상 : 원자핵공학과 4학년

               ∙교육기간 : 2006. 2.20 ∼ 2. 24 (1주간) 

               ∙수료인원 : 25명

           (나) 한국과학기술원

               ∙교육대상 :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석사1년차

               ∙교육기간 : 2006. 2.20 ∼ 2. 24 (1주간) 

               ∙수료인원 : 8명

 

           (다) 한양대학교

<표 4-15> 경희대학교 실험‧실습 진행일정표

날   짜
해당

조
과      목 시    간 실험강사 비    고

9/27(수)

오전

A 동위원소 생산
09:00 - 

12:30
신현영 남성수 하나로센터

B 중성자방사화분석 " 문종화 김선하 "

9/27(수)

오후

A CNS 실습
13:30 - 

17:00
박재창 안국훈 연수원

B 핵연료연소도측정 " 김희문 주용선
조사재시험시

설

9/28(목)

오전

A 중성자래디오그래피
09:00 - 

12:30
심철무 오화숙 하나로센터

B 동위원소 생산 " 신현영 남성수 "

9/28(목)

오후

A 중성자방사화분석
13:30 - 

17:00
문종화 김선하 "

B 중성자래디오그래피 " 심철무 오화숙
조사재시험시

설

9/29(금)

오전

A 핵연료연소도측정
09:00 - 

12:30
김희문 주용선 "

B CNS 실습 " 박재창 안국훈 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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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대상 : 원자시스템공학과 4학년

               ∙교육기간 : 2006. 4.24 ∼ 4. 28 (1주간) 

               ∙수료인원 : 38명

  

           (라) 조선대학교

               ∙교육대상 : 원자력공학과 3∼4학년

               ∙교육기간 : 2006. 6. 26 ∼ 6. 30 (1주간) 

               ∙수료인원 : 24명

           (마) 제주대학교

               ∙교육대상 : 기계에너지시스템공학부 에너지공학전공 3학년

               ∙교육기간 : 2006. 8. 21 ∼ 8. 25 (1주간) 

               ∙수료인원 : 18명

           (바) 경희대학교

               ∙교육대상 : 원자력공학과 4학년

               ∙교육기간 : 2006. 9. 25 ∼ 9. 29 (1주간) 

               ∙수료인원 : 15명

<표 4-16> 원자로 실험‧실습 운영현황

순번 대 학 명 학 과 명 교 육 일 자 학 년 수료인원

1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2.20 ～ 2.24 4 25명

2 한국과학기술원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2.20 ～ 2.24 석사1년 8명

3 한양대학교 원자시스템공학과 4.24 ～ 4.28 4 15명

4 조선대학교 원자력공학과 6.26 ～ 6.30 3～4 38명

5 제주대학교 에너지공학전공 8.21 ～ 8.25 3 24명

6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9.25 ～ 9.29 4 18명

합   계 12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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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교육평가

         (1) 서울대학교/한국과학기술원

           (가) 평가

  서울대학교 및 한국과학기술원 학생들의 설문결과 교육기간에 대한 질문에서

는 적당하다가 80%, 짧다가 20%로 전반적으로 교육기간이 적당한 것으로 나타

났으며, 2주일이 적당하고 응답한 학생도 5명이나 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과내

용의 이해 정도에서는 쉽다가 17%, 중간정도가 73%, 어렵다가 10%로 나타나 대

체적으로 교과내용을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사의 자

세는 80%가 대체적으로 매우 성실하다고 응답하 으며, 교과목의 편성은 현재대

로가 73%, 요 추가가 23%, 요 삭제가 4%로 나타났다. 추가가 요구되는 교과목

으로는 핵융합 및 플라즈마, 열해석분야, 신형로(스마트, APR1400) 등으로 나타

났다. 교과내용 중 교육내용이 좋았다고 생각되는 교과목은 CNS 실습, 핵연료연

소도측정, 중성자 방사화분석 순으로 나타났다. 본 교육에서 학생들이 얻은 성과

에 대한 질문에서는 크게 도움이 되었다가 80%, 약간 도움이 되었다가 17%로 

실질적으로 원자로 실험‧실습 교육이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 

되었다.

           (나) 과정에 대한 소감 및 개선점

 <긍정적>

∙ 이론으로만 공부하고 실제로 실험할 수 없었던 내용을 실습할 수 있어 이해  

   가 쉬웠고, 원자력으로 이렇게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지 알게 되었다. 식견  

   을 넓히는 좋은 계기 다.

∙ 원자력 전공자로써 평소 강의실에서 이야기로만 듣던 내용을 직접 실습해봄  

   으로써 이해도 잘 되었고 여러 시설을 견학한 것도 크게 도움이 된 것 같다. 

∙ 연구소에 와서 실제로 보고 배우니 책으로만 보았던 내용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은 경험이었다. 강사님들도 너무 친절하고 열의 있게    

   가르쳐 주셔서 크게 감명 받았다. “새 시대의 동력”을 일궈내는 선배님들이   

   너무나 자랑스럽다.

∙ 시험용 선원이 아닌 실제 핵연료나 중성자 방사화 된 선원을 이용하여 방사  

   선을 측정할 수 있다는 사실이 새로웠고, 연구소에서 하는 일들도 좀 더 알   

  수 있게 된 것 같다.

∙ 교과과정에서 배울 수 없었던 것들을 많이 배울 수 있었다. 또한 이미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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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던 내용 중에도 더욱 자세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계기 다. 앞으로의     

 인생에 큰 도움이 될 좋은 경험이었다.

∙ 이번 교육 수강 후 이제까지 흐지부지 알고 있던 방사선에 대한 지식들을 정  

   리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 원자력의 많은 분야가 있는데 동위원소 쪽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참 좋은 과  

   정이었다.

∙ 새로운 내용들을 접하게 되어서 좋았고 직접 실습 및 분석을 해보니 더 유익  

   했던 것 같다. 특히 연구로인 하나로를 직접 보게 되어 매우 유익했다.

∙ 현장에서 근무하는 연구원 분들과 연구나 생활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볼  

   기회가 많아서 좋은 경험이었다.

  

 <긍정적 + 개선점>

∙ 원자핵공학과 입학 후 진로를 확실히 정한 상태에서 원자로 실험실습은 정말  

   큰 도움이 되었다. 미래의 목표를 삼고 있는 곳이라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야  

   갰다는 의지가 강해졌다. 실험실습과정에서 직접 해보지 못하는 것들이 많아  

   서 조금은 아쉬웠다.    

∙ 강사 분들 모두 매우 열성적인 모습이 좋았으나 한정된 시간에 비해 양이 좀  

   많아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었다.

∙ 실제로 원자력 관련 시설 현장에서 직접 보고, 실험하고 체험을 할 수 있어   

  서 좋았다. 개선점으로는 교육 전에 교육에 대한 자료, 선행학습을 했더라면   

  조금 더 알찬 교육이 되었을 텐데 조금 아쉽다.

∙ 아주 유익하고 재미있는 교육이었고, 특히 흥미를 평소에 많이 가지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접해보지 못한 역에 대해 새로운 경험과 지식을 얻을 수     

 있어서 좋았다. 연수기간을 좀 길게 잡고 좀 더 많은 실험과 견학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 조사 실험은 직접해보는 경험도 있었으면 좋겠다. 강사님들이 전부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좋았습니다. 숙소가 조금 더 편 했으면 좋겠다. 

∙ 복학 후 첫 수업이라 처음에는 많이 생소했으나 친숙한 실험이 되었던 것 갗  

   다. 여러 가지 실험 중 여건상의 문제로 저희가 직접 다룰 수 없는 부분들이  

   조금 아쉬웠고, 견학 등의 활동은 유익했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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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점>  

∙ 실습이전의 이론 강의 시간이 너무 길다는 느낌이다. 중간 중간에 피로도 몰  

   려오는 점을 감안하여 강의 시간 단축과 쉬는 시간의 확장이 필요하다는 생  

   각이 든다.  

∙ 하루에 2시간씩 4과목을 하루에 8시간이나 앉아서 수업을 들어야 했다. 시간  

   편성을 적절이 하거나 시간을 늘려서 하루에 배우는 양을 줄인다면 좀 더 나  

   을 것 같다. 실험도 스스로 무언가를 했으면 좋겠다. 

∙ 실험실습의 부담이 크지는 않았으나 처음 이틀간 이론 교육만 계속되는 것이  

   다소 힘들었다. 오전 이론,  오후 실습 식으로 이루어지면 더 효율성을 가질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 실험시간이 전체적으로 너무 짧다. 실험을 디자인할 때부터 3시간 반의 실험  

   이 아닌 사전 이론교육을 포함한 1일 1실험의 형태로 진행되었으면 실험에   

   대한 이해가 더 잘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약간 중복되는 실험내용, 유사한 점들이 있어서 차별화가 필요하다. 좀 더    

  실험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흥미유발요소(직접 기계를 만져보는 등)    

 가 필요하다.

        (2) 한양대학교

           (가) 평가

   한양대학교의 설문결과 교육기간에 대한 질문에는 68%가 대체적으로 1주일

이 적당하다고 응답하 으며, 짧다고 응답한 학생의 수도 24%에 해당하는 9명으

로 나타났다. 짧다고 응답한 9명 가운데 2주가 3명, 3주간 2명, 4주간 4명으로 조

사되었다. 교과내용의 이해 정도에서는 쉽다가 45%, 중간정도가 55%로 나타났으

며, 전반적으로 교과내용을 이해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분석 된다. 강

사의 자세에 대한 질문에서는 71%에 해당하는 27명이 대체적으로 매우 성실하

다고 응답하 으며, 보통이다가 29%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강사가 성실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과목(차기 과정을 개설할 때)의 편성에서는 현재대로가 97%, 요 

추가가 3%로 나타나 교과목 편성은 현재되는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된다. 추가가 요구되는 교과목으로는 열수력으로 나타났다. 본 교과내용 중 

교육내용이 좋았다고 생각되는 교과목으로는 CNS 실습, 중성자방사화분석, 중성

자래디오그래피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 교육에서 학생들이 얻은 성과에 대한 

질문에서는 58%가 크게 도움이 되었으며, 39%의 학생은 약간 도움을 받은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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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실험실습교육이 학생들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나) 과정에 대한 소감 및 개선점

<긍정적>

∙ 앞으로 제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 이번 실습을 통해서 실제로 알게 되니까  

   진로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특히 강사님들의 자세한 설명 덕분에 많은  

   지식을 얻게 되었다. 

∙ 학교에서 이론 위주의 수업을 받다가 직접 실험을 통해 경험해 보니 이해가  

   더욱 빨랐고, 좋으신 강사님들과 함께 해서 본인이 생각 했던 것보다 매우    

  유쾌하고 즐거운 시간이었다.

∙ 사실 대학교에선 이론적인 지식만 대부분 배울 뿐 실습을 거의 하기 힘든데  

   이러한 기회를 통해 실제 실험을 해 봄으로써 이론적인 것을 몸소 느낄 수   

   있고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연구소 관계자 분들께 감사하게   

  생각한다.

∙ 학교 교육과정에서 배우지 못했던 실험실습을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  

∙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여러 가지 기술이나 이론들을 좀 더 알게 되었고, 학   

  교내에서의 강의와 여기의 연구과정(?)...은 역시 같은 내용이라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

∙ 실질적인 실험과 견학을 통해 이론 공부만으로 느낄 수 없는 좋은 경험을 한  

   것 같다.

∙ 쉽게 접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원자력 관련시설과 관련연구를 보고 굉장히 만  

   족했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

<긍정적 + 개선점>

∙ 전공에 관련된 내용을 관련분야 최고의 시설에서 직접 실험실습 한다는 자체  

   가 매우 흥미 있고 유익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원자로를 이용하   

  여 직접 실습하는 과정이 생략된 채 결과물에 대한 분석만을 하는데 좀 아쉬  

   웠다.  

∙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어 학교에서 배운 이론이 가슴에 잘 와 닿았습니다. 또  

   한 강사님들의 성실한 자세가 인상 깊었으며 좋은 경험을 하게 해주셔서 정  

   말 감사하게 생각한다.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실험이 계측 쪽으로 좀 치   

  우쳤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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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익한 실험실습교육이었으나 다만 하루에 너무 많은 수업을 하다 보니 힘든 점   

   이 있었다.

∙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에 많은 실험을 하다 보니 정녕 연구소 구경을 많이  

   못했다. 좀 더 바란다면 간단한 체육 시간이 할애 되었으면 좋겠다. 맛있는   

  음식과 편안한 숙식을 제공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계속 해서 이러한    

  실험이 이행 되었으며 한다.

 <개선점>  

∙ 교육 수준이 학부실험에서도 할 수 있는 계산위주여서 아쉽다. 진짜로 실험   

  을 해서 데이터를 구하고 좀 더 실질적인 실험을 원한다.

∙ 실제 실험자체가 시간을 많이 요하는 과목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실습  

   시간을 조금 길게 하면 좋을 것 같다. 

∙ 이론과 실험을 분리하지 말고 오전에 이론을 바탕으로 오후에는 실험을 했으  

   면 더욱 좋았을 것이다. 

         (3) 조선대학교

           (가) 평가

   조선대학교의 설문결과 교육기간에 대한 질문에서는 길다가 4%, 적당하다가 

48%, 짧다가 48%로 나타났으며 짧다고 응답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교육기간이 2

주가 적당하고 응답하 다. 교과내용의 이해 정도에서는 중간정도가 81%, 쉽다

가 19%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교과내용을 이해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사의 자세에 대한 질문에서는 매우 성실하다가 93%, 보통이다가 7%

로 전반적으로 강사의 자세가 성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목의 편성에서는 

81%가 현재대로 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 하 으며, 교과목 추가를 요

구한 학생은 19%로 조사되었다. 추가로 편성해 주기를 바라는 교과목은 하나로 

재료분야를 예로 들었다. 본 교과내용 중 교육내용이 좋았다고 생각되는 교과목

에서는 CNS 실습, 중성자래디오그래피, 방사선차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 교

육에서 학생들이 얻은 성과에서는 크게 도움이 되었다가 81%, 약간도움이 되었

다가 19%로 대체로 실험‧실습교육이 학생들이 크게 도움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 과정에 대한 소감 및 개선점

<긍정적>

∙ 학교에서 이론으로 배우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데 연구소에 와서 직접 실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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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책에서 배운 내용을 확인하고 이론을 증명할 수 있어서 참 좋았고 원  

   자력공학과 학생이라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값진 시간이었다. 좋은 실험   

  실습이 되게끔 많이 도와주시고 가르쳐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 원자력을 이용하는 세부적인 역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여 앞으로 원자력 분  

   야의 발전 가능성을 볼 수 있어서 좋았다. 

∙ 학교에서 이론만 공부하다가 연구소에 와서 여러 가지 원자력에 관련된 실습  

   을 할 수 있어서 전공분야 쪽에 더욱더 도움이 된 것 같다. 특히 CNS 실습   

   때 실제로 손으로 만져보고 운전을 해보니 흥미도 있었고 해프닝도 많았다.   

  즐거운 실습이었다. 

∙ 학교에서 하지 못했던 것들과 사진으로만 봐 오던 장비들을 직접 만져보고   

   체험할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 되었다. 아울러 우리들을 위해 수고해주신 모  

   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다.

∙ 본 실험실습을 통해 학교에서 이론으로만 봐왔던 내용을 직접 보고 실험실습  

   을 함으로써 전공에 대한 이해 감을 향상시킬 수 있었고 그로 인해 전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 같고, 얻은 것도 많은 것 같다.  

∙ 모든 강사 분들이 너무나 열성적으로 가르쳐 주셔서 학교로 돌아가서 후배들  

   에게 좋은 실험실습이 이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싶다. 

∙ 이론 수업만 하신 분들이 아니고 실제 연구하신 분들이라 설명이 아주 좋았  

   고 이해하기가 쉬웠다. 어디에 어떻게 이용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연구소가 항상 열려있어서 다른 대학들에게 공학의 긍지를 느    

 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긍정적 + 개선점>

∙ 항상 이론수업에만 치중해 있던 공부를 직접실험하고 여러 실험기기들도 보  

   면서 실질적이고 더욱 과학적인 접근방식을 가질 수 있는 공부를 했다는 생  

   각이 들 정도로 너무 뜻 깊은 시간이었다. 그러나 교육기간이 짧다보니 하루  

   일정이 너무 타이트하여 수업을 따라가기가 조금은 지치고 힘이 들었다.

∙ 처음 왔을 때 부푼 기대와 설레 임으로 임하면서 여러 사람들과 더 친해질   

   수 있었고 모든 실험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서 더욱 이번 실험실습  

   이 뜻 깊게 느껴졌다. 날씨로 인해 조금은 짜증스러웠던 적도 있었지만 강사  

   님들의 따듯한 배려와 친절이 너무 감사하게 느껴졌고 더위가 가실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즐거웠다. 개선점은 그 다지 찾을 수 없지만 식당의 식단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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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그렇다. 

∙ 이론으로 접할 수 없는 것들을 이번 실험을 통해서 많이 느끼게 되었다. 너   

  무 짧아서 담당 강사님들과 친해 질 수 없었던 것이 아쉽다. 이런 교육과정    

 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핵연료연소도측정 교육 때 저희가 실질적으로 코     

드 값들은 모르지만 이론적인 것들은 알고 있었지만, 학생들이 물어본 것에     

대한 대답을 안 하는 건지 모르는 것처럼 무시하는 태도는 조금은 기분이 나    

 빴다. 나중에 일부러 대답을 안 한 저희도 잘못이지만 조금은 아쉬움으로 남    

 는다.

∙ 모든 분들의 강의는 정말 열정적이었으며, 대학에서 하지 못했던 실험을 함   

  으로써 이론이 머릿속에 새롭게 정립되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이론 강의    

 에서의 어려운 강의 해설은(전문용어)조금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다. 1주일동    

 안 많은 것을 배우고 간다. 

∙ 교육이 시작되고 이틀간의 이론수업은 많이 졸기도 하고 지루한 감에 소란스  

   럽기도 했는데 3일째 실험실습을 시작하고부터는 실습시간에 직접 참여하고  

   같이 동료들과 보고서도 쓰면서 서로 친해지고 단합할 수 있어서 참 유익한  

   시간이었다. 실험실습을 준비 하신 모든 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린다.

∙ 너무 좋은 조건에서의 학습이 짧게 끝나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모든 강사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허나 일부(동위원소생산 이론) 수업에서 교육생 자질   

  폄하발언(벽보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등등)이 수업도중 심히 불쾌     

 감을 초래하 다. 그 왜 모든 면에 만족한다.

∙ 처음 실험실습을 한다고 해서 그냥 가서 대충하고 오면 되겠지 하고 생각하  

   고 왔는데 막상 와서 여러 강사님들에게 실험수업을 들으니 많은 도움이 된  

   것 같다. 또한 세심한 수업설명과 조를 편성해서 실습을 하게 되니 1:1 수업  

   이 가능하게 된 것 같아서 아주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정말 실험실습을 하  

   게 해 주신 관계자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개선점을 들자면 실험실이 너  

   무 좁고 여름에는 냉방시설이 안된 곳이 많아서 조금은 힘들었다.

∙ 이론으로 만 했던 것을 직접보고 느끼며 조작할 수 있어 유쾌하고 흥미로운  

   교육이었다. 이런 교육 시스템을 보다 더 확대했으면 좋겠고 주기적으로 운   

   했으면 좋겠다. 아쉬운 점으로는 실험기구 및 기자재의 확보가 미비 했던   

  것 같다. 

∙ 교육과정을 준비해주신 관계자 분들과 강사님들에게 감사드린다. 시간이 짧   

  은 탓에 많은 것을 경험하지 못한 것과, 박사님들과 많은 대화를 하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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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이 못내 아쉽다.

∙ 이론적인 내용으로 만 알고 있었던 내용과 몰랐던 점을 실험을 통해 알 수   

   있어서 더욱 머리에 많이 남는 것 같다. 하지만 몇몇 과목에서는 직접 실험   

  을 하지 않고 실험 했었던 내용을 가지고 했던 점이 아쉬웠지만, 학교에서     

 하지 못했던 것이기에 좋은 경험 이었다. 자주 이런 실험의 기회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다. 

∙ 교육기간이 짧은 관계로 인해 충분한 교육 후 실험을 할 경우 학생들의 이해  

   도를 더 높일 수 있을 것 같다. 교육 수강 후 제 자신에 대한 지식이 매우    

  낮다는 점을 깨닫고, 학교에 돌아가서 좀 더 전문적이고 다양한 지식을 쌓도   

  록 노력하겠다. 학교에서 접할 수 없었던 실험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대단    

 히 감사하게 생각한다.  

 <개선점>  

∙ 연수원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할 때 날이 덥고 좀 멀어서 힘들었다. 연구소    

  내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 이론 후에 실습을 별개로 하니까 각자로 느껴져서 별로 다. 차라리 시간을   

  조금 더 투자해서 하루에 한 주제를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4) 제주대학교

           (가) 평가

   제주대학교는 18명이 설문에 참여하 으며, 교육기간이 대한 질문에서는 적당

하다가 56%, 짧다가 44%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교육기간이 짧은 것으로 조사되

었으며, 2주가 6명, 3주 및 4주간 1명으로 나타났다. 교과내용의 이해 정도는 쉽

다가 11%, 중간정도가 89%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교과내용을 이해하는데 별 어

려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사의 자세에 대한 질문에서는 매우 성실하다가 

94%, 보통이다가 6%로 응답하여 전반적으로 강사의 자세는 매우 긍정적인 것으

로 평가되었다. 교과목의 편성에서는 현재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평가가 

100%로 나타나 교과목 편성이 매우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교과내용 중 교

육내용이 좋았다고 생각되는 교과목으로서는 방사선차폐, 동위원소 생산, CNS 

실습 순으로 나타났다. 본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얻은 성과에 대한 질문에서는 

크게 도움이 되었다가 28%, 약간 도움이 되었다가 72%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원

자로 실험‧실습교육이 학생들에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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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과정에 대한 소감 및 개선점

<긍정적> 

∙ 실제로 이론 교육만 받다가 몸으로 체험하니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   

   다. 또한 강사님들이 친절이 차근차근 잘 가르쳐 주셔서 실험하는데 어려움   

  이 없었다.

∙ 아직 동위원소나 심화된 전공과목을 다 배우지 못해서 조금 어렵다는 생각을  

   했는데 설명을 잘해주셔서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 학교에서 접해보지 못한 것들을 접하게 되어서 너무 좋았다.

∙ 4박 5일 동안 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실험실습은 힘들었지만 재미있었다. 다소  

   생소한 내용들이 있어 내용 이해가 어려웠지만 강사님들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심에 감사드린다.

∙ 과 전공 수업을 받으면서 원자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했었지만   

   여기서 다양한 수업을 받으면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알게 되었고 앞으로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만이 아닌 더 많은 것을 보고 배워야 갰다는 생각을 가  

   지게 되었다.

∙ 학교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경험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 다. 

∙ 학교 수업에서는 볼 수 없었던 교육내용 및 과정 등을 보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아주 좋았다. 강사 분들의 성심성의껏 강의를 해주셔서 아주    

  좋았다. 

<긍정 + 부정>

∙ 처음으로 이론이 아닌 실습위주의 교육을 받았는데 확실히 이해도 쉽고 기억  

   에도 잘 남는 것 같다. 지금처럼 실습이 유지되었으면 좋겠고 연구소에서만   

  말고 학교에서도 이런 시스템의 교육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 모르던 내용을 배울 수가 있어서 좋았으며 직접 실습을 할 수가 있어서 유익  

   했다. 다만 원자로를 볼 수 없었던 점이 아쉽다. 하나로가 가동될 때 실습을  

   하면 좋았을 것 같다.

∙ 책으로만 접했던 부분을 직접보고 느낄 수 있어서 원자력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았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보다 심화적인 실험을 하  

   지 못한 게 조금 아쉬움으로    남는다.

∙ 일단 학교에서는 거의 실습을 못하 는데 여기서는 실습 위주로의 교육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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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많은 경험과 동기부여가 되었고 이런 식의 교육을 많이 받았으면 한다.    

  다만 실습을 하긴 하 는데 백그라운드가 많이 모자라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많은 교육을 통해 보충했으면 한다.

∙ 아직도 전공 분야의 학습이 부족하여 더욱 노력하고 학업에 정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각 박사님들이나 여러 연구원 선생님들의 업적과 성과 등이   

  존경스럽다. 다시 한번 기회가 된다면 더욱 열심히 배우고 싶다. 

∙ 강사님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고 많은 것을 설명해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을다 이해하지 못한 것이 조금은 아쉽다. 그리고 하나로가 공사 중  

   이라는 것이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개선점>

∙ 하나로 유지․보수 기간에는 실험실습에 제약이 많기 때문에 이 기간에는 실  

   습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 하나로가 실제 가동 중일 때 실습을 해야 할 것    

  같다. 

∙ 하나로를 들어가 보지 못해서 아쉬웠고 실습시간을 늘려 주었으면 좋겠다. 

∙ 강의 내용은 좋았지만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  

   다. 교육기간을 늘려서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면 더욱 좋겠다.

        (5) 경희대학교

           (가) 평가

   경희대학교의 설문평가에서 교육기간이 길다가 7%, 적당하다가 72%, 짧다가 

21%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1주일이 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몇몇 학생들은 

다소 교육기간이 짧다고 응답하 으며 2주일이 적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과

내용의 이해 정도는 쉽다가 36%, 중간정도가 57%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교과내

용을 이해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사의 자세는 매우 성실하

다가 64%, 보통이다가 36%로 응답하여 전반적으로 강사의 자세는 매우 긍정적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과목의 편성은 현재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평가

가 100%로 나타나 교과목 편성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교과내용 중 교육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되는 교과목은 CNS 실습, 핵연료연소도측정 순으로 나타났

다. 본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얻은 성과에 대한 질문에서는 크게 도움이 되었다

가 57%, 약간 도움이 되었다가 36%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원자로 실험‧실습교육

이 학생들에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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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과정에 대한 소감 및 개선점

∙ 원자력 공학도로서 이러한 실험을 경험하고 접할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  

   었다.

∙ 원자력공학이라는 과목을 공부하면서 참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실습을  

   하다 보니 이론에 비해 조금 쉬운 느낌을 받았다. 수고해주신 강사님과 관계  

   자분들에게 감사드린다. 

∙ 학교의 정규 수업 외에 여러 이론수업 및 실습을 할 수 있어서 좋았으며, 원  

   자력에 대한 다양한 분야를 체험할 수 있었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 

∙ 대부분 만족스러운 실습이었다. 특히 CNS 실습이 좋았으며, 개선할 점은 별  

   로 없지만 계산 문제의 경우 학교에서 하는 것과 특별한 차이점을 못 느낀   

   것이 아쉽다.

∙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에 직접 들어가서 실험하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  

   지만, 교육 내용은 이론적인 내용을 실제로 이용할 수 있었던 게 많은 도움   

  이 된 것 같다.

∙ 원자로에 들어가 못해 아쉬웠지만 원자력이 이용되고 있는 것을 실제로 볼   

   수 있어서 뜻 깊었다.

∙ 하나로가 공사 중이었던 점이 아쉬웠지만 그 외 교육은 유익하고 도움이 되  

   었던 알찬 일주일이었다. 

제 2 절 이공계 대학생 연구용 원자로 체험 및 활용

   이공계 대학생 대상 연구용 원자로 체험 및 활용 교육은 본 연구소가 보유하

고 있는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HANARO)와 각종 특수 실험 장비를 이용하여 

원자력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을 개발한 원자로 체험 및 활

용 교육 프로그램을 관련 대학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제공함으로써 향후 국내 원

자력 기술 개발에 종사할 전문 인력의 양성과 함께 원자력 안전성의 확보에 근

간이 될 것이다.

   2006년도에는 각 대학의 학과의 요청에 따라 다양한 커리큘럼을 이용해서 이

공계 대학생 연구용 원자로 체험 및 활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 하 으며, 청

주대학교 나노과학과, 대전대학교 신소재공학과, 선문대학교 전자재료공학과,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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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학교 방사선학과, 순천대학교 재료금속공학과, 한남대학교 광전자물리학과, 

한남대학교 기계공학과, 목원대학교 광전자물리학과, 충남대학교 물리학과, 수원

대학교 물리학과, 대구대학교 물리학과, 인제대학교 방사선응용공학부등 13개 대

학에 대하여 원자력분야 실험 실습을 실시하 다.

   각 대학별 실습 교육과정에서 개발에 이용된 과목으로는 연구로 개요, 방사선 

안전관리, 동위원소 생산이용, 열교환기 설계, 중성자 래디오 그라피, 열유체공학, 

환경방사선, 로봇제어, 중성자 방사화 분석, CNS, 중성자 빔 이용장치, 기계구조, 

핵연료설계, 비파괴검사, 방사선 차폐 등의 과목을 각 대학 학사 일정과 연계하

여 실시하 고, 각 대학의 자세한 교육일정 및 교과목은 <표 4-17> ∼ <표 

4-34>와 같다.

     1. 청주대학교 나노과학과

   청주대학교는 나노과학과는 2006년에 처음 개발한 학교로 모든 교육과정은 

기존의 물리학과분야의 과정에 따라 과정이 개발되었으며, 청주대학교 물리학과

의 교과과정을 고려하여 실시하 다. 특히 방사성동위원소 이용과 관련된 교과목

이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청주대학교 나노과학과는 체험을 요청한 27명의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2006년 3월 28일부터 3월 31일까지 4일간 실시하 다. 대상교과목은 방사선 안전

관리, 연구로 개요, 중성자 빔 이용장치, 환경방사선, CNS, 동위원소 생산이용, 

중성자 방사화 분석등의 나노과학과와 가장 연관성 있는 7개 과목으로 이루어졌

다. 자세한 교육일정표는 <표 4-17>, <표 4-18>와 같고 수료인원은 24명이었다.

<표 4-17> 청주대학교 교육일정표

 시간

요일

1교시 2교시 12:30

∼

1:30

3교시 4교시

10 : 00

∼ 10 : 30

10 : 40

∼ 12 : 30

1 : 30

∼ 3 : 20

3 : 30

∼ 5 : 00

3.28

(화)

오리엔

테이션

연구로

개요

중

식

방사선

안전관리

연구소

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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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8> 청주대학교 교육일정표

   시간

요일

1교시 12:00

∼

1:00

2교시 3교시 4교시

10 : 00

∼ 11 : 50

1 : 00

∼ 3 : 00

3 : 20

∼ 5 : 20

3.29

(수)

중성자

방사화분석

중

식

중성자빔이용장치 CNS

3.30

(목)

동위원소

생산이용

CNS

 실험실습(A조)

CNS

실험실습(B조)

동위원소생산이용 

실험실습(B조)

동위원소생산이용 

실험실습(A조)

3.31

(금)
환경방사선

환경방사능

실험실습(A조)

환경방사능 

실험실습(B조) 과정

평가중성자빔이용장치 

실험실습(B조)

중성자빔이용장치 

실험실습(A조)

   실습 후 설문조사를 통하여 학생들의 반응을 조사한 결과 교육기간을 늘려 

더 많은 실험실습을 할 수 있길 원하 고, 교과서 이외의 내용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었고 실험해 볼 수 있었던 점과 연구소 내 각종 시설 견학이 좋았다고 답

하 다.

     2. 대전대학교 신소재공학과

   대전대학교 신소재공학과는 2001년부터 운 하여 왔으며, 2006년도 대전대학

교는 신소재공학과 3학년 33명을 대상으로 2006년 4월 3일부터 4월 5일까지 3일

간 실시하 다. 대상교과목으로는 방사선 안전관리, 연구로 개요, 중성자 래디오 

그래피, 동위원소 생산이용, 원자로 재료, 비파괴 검사등 6개 과목이다. 자세한 

교육일정표는 <표 4-19>와 같으며, 수료인원은 3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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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9> 대전대학교 교육일정표

시간

요일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12:3

0∼

13:3

0

5교시 6교시 7교시 8교시 9교시 

9:00

∼9:4

5

9:55

∼10:4

0

10:50

∼11:3

5

11:45

∼12:3

0

13:30

∼14:20

14:30

∼15:20

15:30

∼16:20

16:30

∼17:20

17:20

∼17:5

0

4.3

(월)
오리엔테이션

연구로개요

(박상준)

중

식

방사선안전관리

(이봉재)
연구소 견학

4.4

(화)

중성자

래디오그래피

(이승욱)

동위원소 

생산이용

(박울재)

중성자 래디오 

그래피 실험실습

(A조)

동위원소생산이용 

실험실습

(A조)

동위원소생산이용 

실험실습

(B조)

중성자 래디오 

그래피 실험실습

(B조) 

4.5

(수)

원자로재료

(지세환)

비파괴검사

(주광태)

원자로재료 

실험실습

(A조)

원자로재료 

실험실습

(B조) 과정

평가비파괴검사

실험실습

(B조)

비파괴검사

실험실습

(A조)

   실습 후 설문조사 결과, 원자력에 대해 많은 부분을 배웠고 향후 전공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직접 원자로를 본 것과 학교에서 하기 힘든 실험을 직접 체험

해 볼 수 있어서 좋았다는 긍정적인 대답을 하 다. 또한 개선점으로는 교육기간

이 너무 짧아 시간을 좀 더 늘리고 강의 난이도를 좀 낮춰 더 많은 실험 실습을 

체험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답하 다.

     3. 선문대학교 전자재료공학과

   선문대학교 전자재료공학과는 2006년에 처음 개발된 학교로 3, 4학년 학생 45

명을 대상으로 2006년 4월 24일부터 4월 28일까지 5일간 실시하 다. 대상교과목

은 방사선 안전관리, 연구로 개요, 원자로 재료, 방사선 차폐, 중성자 빔 이용장

치, 환경방사선, 비파괴 검사 등으로 전자재료공학과 가장 연관성 있는 7과목으

로 이루어졌다. 자세한 교육일정표와 실험 장소는 <표 4-20>, <표 4-21>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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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수료인원은 39명이었다.

<표 4-20> 선문대학교 교육일정표

   시간

요일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5교시 6교시 7교시 8교시 9교시

9:00

∼9:5

0

10:00

∼10:5

0

11:00

∼11:50

12:00

∼12:50

13:00

∼13:50

14:00

∼14:5

0

15:00

∼15:50

16:00

∼16:5

0

17:00

∼17:5

0

4.24

(월)

오리엔

테이션 중

식

연구소

견학

방사선안전관리

(이봉재)

원자로재료

(지세환)

4.25

(화)

연구로개요

(박상준)

방사선

차폐

(서경원)

방사선

차폐

(서경원)

중성자빔

이용장치

(성백석)

환경방사능

(이완로)

4.26

(수)

비파괴검사

(주광태)
  중

실험실습(13:30∼17:00)

(4개조 분할실시)

4.27

(목)

실험실습(09:00∼12:30)

(4개조 분할실시)
식

실험실습(13:30∼17:00)

(4개조 분할실시)

4.28

(금)

실험실습(09:00∼12:30)

(4개조 분할실시)

과정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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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선문대학교 실험장소

날짜 해당조 과목 시간 강  사 장소

4.26

(수)

A 중성자빔이용장치
13:30

∼

17:00

신은주 하나로동

B 방사선차폐 지유진 연수원

C 원자로재료 홍진기 방사선응용연구동

D 비파괴검사 주광태 연수원

4.27

(목)

A 비파괴검사
9:00

∼

12:30

주광태 연수원

B 중성자빔이용장치 최용남 하나로동

C 방사선차폐 지유진 연수원동

D 원자로재료 홍진기 방사선응용연구동

4.27

(목)

A 원자로재료
13:30

∼

17:00

주광태 연수원동

B 비파괴검사 홍진기 방사선응용연구동

C 중성자빔이용장치 신은주 하나로동

D 방사선차폐 지유진 연수원동

4.28

(금)

A 방사선차폐
9:00

∼

12:30

지유진 연수원동

B 원자로재료 주광태 연수원동

C 비파괴검사 홍진기 방사선응용연구동

D 중성자빔이용장치 신은주 하나로동

   교육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생들은 원자력에 대해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이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시민의식 개선에도 필요하다고 

했으며, 교육이 전공과의 연관성으로 전공에 대한 관심이 고취될 수 있어 좋았다

고 답하 다. 또 교육기간이 짧아 시간을 더 늘리고 이 프로그램을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답하 다.

     4. 남부대학교 방사선학과

   남부대학교 방사선학과는 2006년도에 처음 개발된 학교로 35명의 2, 3학년 학

생들을 2006년 5월 2일부터 5월 4일까지 3일간 실시하 다. 대상교과목은 연구로 

개요, 방사선 안전관리, 중성자 방사화 분석, 동위원소 생산이용, 방사화학, 환경

방사선등 6개 과목으로 이루어졌다. 자세한 교육일정표는 <표 4-22>와 같고 수

료인원은 32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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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2> 남부대학교 교육일정표

   시

   간

 요

 일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12:30

∼

13:30

5교시 6교시 7교시 8교시 9교시 

9:00

∼9:4

5

9:55

∼10:4

0

10:50

∼11:3

5

11:45

∼12:3

0

13:30

∼14:2

0

14:30

∼15:20

15:30

∼16:20

16:30

∼17:2

0

17:20

∼17:5

0

5.2

(화)

오리엔

테이션

연구소

견학

중

식

연구로개요

(박상준)

방사선안전관리

(이봉재)

5.3

(수)

중성자

방사화분석

(정용삼)

동위원소 

생산이용

(박울재)

중성자래디오그

래피 실험실습

(A조)

동위원소생산이

용 실험실습

(A조)

동위원소생산이

용 실험실습

(B조)

중성자래디오그

래피 실험실습

(B조)

5.4

(목)

방사화학

(이명호)

환경방사능

(이완로)

방사화학

실험실습

(A조)

환경방사능

실험실습

(A조) 과정

평가환경방사능

실험실습

(B조)

방사화학

실험실습

(B조)

   남부대학교 방사선학과 학생들의 설문조사 결과로는 전공과의 연관성이 깊은 

실습들을 직접 접해봄으로서 방사선에 더 많은 흥미가 생겼으며 교육기간을 늘

려 좀 더 많은 체험을 하고 싶다는 바람을 표하 다.

     5. 순천대학교 재료금속공학과

   순천대학교 재료금속공학과도 역시 2006년에 처음 개발된 학교로 33명의 학

생들을 대상으로 2006년 5월 8일부터 5월 10일까지 3일간 실시하 다. 대상교과

목은 금속재료분야  실험을 위주로 하여 연구로 개요, 방사선 안전관리, 원자로 

재료, 중성자 래디오 그래피, 방사선 차폐, 비파괴 검사등의 6개 과목으로 이루어

졌다. 교육일정표는 <표 4-23>와 같고 수료인원은 27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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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3> 순천대학교 교육일정표

시간

요일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12:3

0∼

13:3

0

5교시 6교시 7교시 8교시 9교시 

9:00

∼9:4

5

9:55

∼10:4

0

10:50

∼11:3

5

11:45

∼12:3

0

13:30

∼14:2

0

14:30

∼15:2

0

15:30

∼16:20

16:30

∼17:20

17:20

∼17:5

0

5.8

(월)

오리

엔테

이션

연구로개요

(박상준)

방사선안전관리

(이봉재)

연구소

견학

5.9

(화)

원자로재료

(지세환)

중성자

래디오그래피

(오화숙)

중

식

원자로재료

실험실습

(A조)

중성자래디오그래

피 실험실습

(A조)

중성자래디오그

래피 실험실습

(B조)

원자로재료

실험실습

(B조)

5.10

(수)

방사선차폐

(서경원)

비파괴검사

(주광태)

방사선차폐

실험실습

(A조)

비파괴검사

실험실습

(A조) 과정

평가비파괴검사

실험실습

(B조)

방사선차폐

실험실습

(B조)

   순천대학교 학생들의 설문조사 결과, 교육기간이 짧아, 더 많은 현장실습을 

하고 싶으나 그러지 못해 아쉬웠고 견학과 비파괴 검사 실험이 인상적이었으며, 

향후 진로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하 다.

     6. 한남대학교 광전자물리학과

   한남대학교 광전자물리학과는 2002년부터 운 하여 왔으며, 연구용 원자로 실

습을 경험하게 하고 다양한 연구 분야와 현장 실습을 체득하게 하는 유익한 학

연 커리큘럼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2006년에는 55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2006년 5월 15일부터 5월 19일까지 5일간 실시하 다. 대상교과목은 핵물리분야 

실험을 위주로 하여 실험적으로 학생들에게 접하게 함으로써 관련분야 및 기타

분야에 대해서도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방사선 안전관리, 연구로 개요, 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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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차폐, 중성자 래디오 그래피, 방사화학, 동위원소 생산이용, 원자로 재료 등 7

개 과목으로 이루어졌다. 자세한 교육일정표와 실험 장소는 <표 4-24>, <표 

4-25>와  같고 수료인원은 39명이었다.

<표 4-24> 한남대학교 광전자물리학과 교육일정표

시간

요일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5교시 6교시 7교시 8교시 9교시

9:00

∼9:50

10:00

∼10:50

11:00

∼11:50

12:00

∼12:50

13:00

∼13:50

14:00

∼14:50

15:00

∼15:50

16:00

∼16:50

17:00

∼17:5

0

5.15

(월)

오리엔

테이션

방사선

안전관리

(이봉재)

중

식

연구로개요

(박상준)

방사선차폐

(서경원)

5.16

(화)

중성자래디오

그래피

(오화숙)

방사화학

(이명호)

동위원소

생산이용

(박울재)

원자로재료

(지세환)

5.17

(수)
연구소 견학

중

식

실험실습(13:00∼16:00)

(4개조 분할실시)

5.18

(목)

실험실습(09:00∼12:00)

(4개조 분할실시)

실험실습(13:00∼16:00)

(4개조 분할실시)

5.19

(금)

실험실습(09:00∼12:00)

(4개조 분할실시)

과정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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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5> 한남대학교 광전자물리학과 실험장소

날짜 해당조 과목 시간 강사 장소

5.17

(수)

A 동위원소생산이용
13:00

∼

16:00

신현영, 허종 동위원소동

B 방사화학 송병철 연수원동

C 방사선차폐 서경원 연수원동

D 중성자래디오그래피 오화숙 동위원소동

5.18

(목)

A 중성자래디오그래피
9:00

∼

12:00

오화숙 동위원소동

B 동위원소생산이용 홍순복, 허종 동위원소동

C 방사화학 송병철 연수원동

D 방사선차폐 서경원 연수원동

A 방사선차폐
13:00

∼

16:00

서경원 연수원동

B 중성자래디오그래피 오화숙 동위원소동

C 동위원소생산이용 홍순복, 허종 동위원소동

D 방사화학 송병철 연수원동

5.19

(금)

A 방사화학
9:00

∼

12:00

송병철 방사선응용연구동

B 방사선차폐 서경원 연수원동

C 중성자래디오그래피 오화숙 동위원소동

D 동위원소생산이용 홍순복, 허종  동위원소동

   한남대학교 학생들의 설문조사 결과는 용어의 생소함으로 조금은 어려운 교

육이었지만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 번 참여 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답했고, 앞으

로의 진로에도 큰 도움이 되었으며 원자력의 유용함을 알 수 있게 된 참된 시간

이었다고 했다.

     7. 한남대학교 기계공학과

   한남대학교는 기계공학과는 2004년도에 개발한 과정으로 한남대학교 기계공

학과의 학과 일정과 연계하여 기계공학과 3, 4학년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

다. 교육기간은 2006년 8월 30일부터 8월 31일까지 2일간 이루어졌으며, 대상

교과목으로는 연구로 개요, 열교환기설계, 열유체 공학, 로봇제어, 기계구조, 방사

선 안전관리, 핵연료설계등 7개 과목이었다. 자세한 교육일정표는 <표 4-26>과 

같으며 수료인원은 19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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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6> 한남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육일정표

시간

 요일

1교시 2교시
12:30

∼

13:30

3교시 4교시 5교시

9:00∼10:40 10:50∼12:30 13:30∼15:20 15:40∼17:30

17:30

∼17:5

0

8/30

(수)

오리엔

테이션

연구소

견학

연구로개요

(박  철)

중

식

열교환기설계

(배윤영)

열유체공학

(심윤섭)

8/31

(목)

로봇제어

(정경민)

기계구조

(박진석)

방사선안전관리

(서경원)

핵연료설계

(송기남)

과정

평가

   실습 후 과정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 결과로는 원자력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

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되었으며 강의가 알차고 재미있었으며 실습과 현장견학이 

좋았다고 하 으며, 졸업 후 좀 더 폭 넓은 진로를 생각할 수 있게 해주어 너무 

좋았다고 평가했다.

     8. 목원대학교 광전자물리학과, 청주대학교 나노과학과

   1999년부터 운 해 온 목원대학교 광전자물리학과와 2006년 3월에 처음으로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주대학교 나노과학과가 연계하여 목원대학교 

3학년 학생 15명과 청주대학교 3학년 학생 16명의 교육과정이 함께 실시되었다. 

대상교과목은 연구로 개요, 방사선 안전관리, 환경방사선, 중성자 빔 이용장치, 

원자로재료, 중성자 래디오  그래피, CNS, 방사선 차폐 등 8개 과목에 대해 이루

어졌다. 상세한 교육일정표 및 실험 장소는 <표 4-27>, <표 4-28>과 같으며 수

료인원은 목원대학교 14명, 청주대학교 12명으로 총 26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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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7> 목원대학교, 청주대학교 교육일정표

 시간

 요일

1교시 2교시 12:00

∼

13:00

3교시 4교시 5교시 6교시

10:00 - 

10:50

11:00 - 

11:50

13:00 - 

13:50

14:00 - 

14:50

15:00 - 

15:50

16:00 - 

16:50

9/18 

(월)
Orientation

연구소

견학
중

식

연구로 개요

(박 상 준)

방사선 안전관리

(이 봉 재)

9/19 

(화)

환경방사선

(이 완 로)

중성자빔이용장치

(성 백 석)

원자로 재료

(지 세 환)

9/20 

(수)

중성자래디오그래피

(오 화 숙)

CNS

(안 국 훈)

방사선 차폐

(서 경 원)

9/21 

(목)

실 험 실 습 (10:00 - 

12:30)

(3개조 분할 실시)

중

식

실 험 실 습 (13:30 - 

16:00)

(3개조 분할 실시)

9/22 

(금)

실 험 실 습 (10:00 - 

12:30)

(3개조 분할 실시)

과정

평가

<표 4-28> 목원대학교, 청주대학교 실험장소

날짜 조 교    과   목 담당강사 장  소

9/21

(목)

오전

A CNS 안국훈 연수원동

B 환경방사선 이완로 제3연구동

C 중성자래디오그래피 오화숙 동위원소동

9/21

(목)

오후

A 중성자래디오그래피 오화숙 동위원소동

B CNS 안국훈 연수원동

C 환경방사선 이완로 제3연구동

9/22

(금)

오전

A 환경방사선 안국훈 연수원동

B 중성자래디오그래피 오화숙 동위원소동

C CNS 이완로 제3연구동

   목원대학교와 청주대학교 학생들의 설문조사 결과, 이 체험으로 교과의 폭 넓

은 이해에 도움이 되었고, 실험을 통해 강의 내용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

으며, 학생을 위한 배려들로 감동했다고 하 다. 또한 원자력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고, 전공과목의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되는 유익한 시간이었으며 대학

원에 진학할 계획이었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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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충남대학교 물리학과

   충남대학교는 2004년까지는 2일 과정 또는 1일 과정으로 2번 운 하는 방법

으로 운 되었고, 2005년에는 3일 과정으로 운 되었으나 2006년에는 이를 정착 

2일 과정으로 운 되었다. 2006년 10월 23일부터 10월 24일까지 2일간 물리학과 

3학년 11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 다. 대상교과목은 방사선 안전관리, 연구

로 개요, 중성자 방사화 분석, 중성자 래디오 그래피, 방사선 차폐 등 총 5개 과

목의 원자로 실습을 실시하 으며 교육일정표는 <표 4-29>와 같고 수료인원은 

10명이었다.

<표 4-29> 충남대학교 교육일정표

시간

요일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12:30

∼

13:30

5교시 6교시 7교시 8교시 9교시 

9:00

∼9:4

5

9:55

10:40

10:50

∼11:3

5

11:45

∼12:3

0

13:30

∼14:2

0

14:30

∼15:2

0

15:30

∼16:20

16:30

∼17:20

17:20

∼17:5

0

10/23

(월)

오리엔테이션

및 연구소견학

방사선 

안전관리

(이봉재)

중

식

연구로개요

(박상준)

중성자방사화분석

(정용삼)

10/24

(화)

방사선차폐

(서경원)

방사선차폐

실험실습

중성자 래디오 

그래피

(오화숙)

중성자 래디오 

그래피 실험실습

과정

평가

   충남대학교 물리학과 학생들의 설문조사 결과는 직접 실습해 볼 수 있어서 

좋았고, 원자력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나 하나로가 공사 중이어

서 보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고 했다. 또한 교육기간을 늘려 실습위주의 교육이 

강화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10. 수원대학교 물리학과

   수원대학교 원자로 체험 교육과정은 대학교의 요청에 의거 1998년부터 계속 

운 하여 왔으나 1일간 교육과정이었다. 그러나 2005년도에는 개선하여 2일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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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개발 운 하게 되었고, 2006년에는 더욱 확대되어 2006년 11월 8일부터 11

월 10일까지 3일간 교육을 실시하 다. 수원대학교 물리학과 4학년 학생 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과목은 연구로 개요, 방사선 안전관리, CNS, 중성자 래디오 

그래피, 환경방사선, 방사선 차폐등 6개 과목이다. 자세한 교육일정표는 <표 

4-30>와 같으며 수료인원은 10명이었다.

<표 4-30> 수원대학교 교육일정표

  시간

요일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12:3

0

∼

13:3

0

5교시 6교시 7교시 8교시 9교시 

9:00

∼9:4

5

9:55

∼10:4

0

10:50

∼11:3

5

11:45

∼12:3

0

13:30

∼14:2

0

14:30

∼15:2

0

15:30

∼16:2

0

16:30

∼17:2

0

17:20

∼17:5

0

11/8

(수)

오리엔테이션

및 연구소 견학
중

식

연구로개요

(박  철)

방사선 안전관리

(이봉재)

11/9

(목)

CNS

(안국훈)

CNS

실험실습

중성자 래디오 

그래피

(오화숙)

중성자 래디오 

그래피 실험실습

11/10

(금)

환경방사선

(이완로)

환경방사선 

실험실습

방사선차폐

(서경원)

방사선차폐

실험실습

과정

평가

   실습 후 설문 조사 결과 실습시간에 직접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아 좋았고, 

쉬운 설명으로 이해가 쉬웠으며, 실습을 통한 교육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하

다. 또 실험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고 체계적인 수업과 실습이 원자력의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학생뿐 아니라 일반인도 원자력의 안전성을 인식하기 위

해 많이 수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 좋겠다는 바람을 표했다.

     11. 대구대학교 물리학과

   대구대학교는 2005년에 처음 개발한 학교로 대구대학교 물리학과의 학과일정

과 연계하여 체험을 요청한 16명의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2006년 11월 13일

부터 11월 15일까지 3일간 실시하 다. 대상교과목은 연구로개요, 방사선 안전관

리, 환경방사선, CNS, 동위원소 생산이용, 중성자 래디오 그래피, 방사선차폐등의 

물리학과와 가장 연관성 있는 6개 과목으로 이루어졌다. 자세한 교육일정표와 실

험 장소는 <표 4-31>, <표 4-32>와 같고 수료인원은 16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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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 대구대학교 교육일정표

시간

날짜

1교시 2교시 3교시
12:0

0

∼

13:0

0

4교시 5교시 6교시 7교시 8교시

9:00

∼9:5

0

10:00

∼10:5

0

11:00

∼11:50

13:00

∼13:50

14:00

∼14:50

15:00

∼15:50

16:00

∼16:50

17:00

∼17:50

11/13

(월)

오리엔

테이션
중

식

연구소

견학

연구로개요

(박상준)

방사선 안전관리

(이봉재)

11/14

(화)

동위원소

생산이용

(박울재)

중성자래

디오그래

피

(오화숙)

중성자래

디오그래

피

(오화숙)

실험실습 

2개조분할실시

실험실습 

2개조분할실시

11/15

(수)

CNS

(박재창)

방사선

차폐

(서경원)

실험실습 

2개조분할실시

실험실습 

2개조분할실시

과정

평가

<표 4-32> 대구대학교 실험장소

날짜 시간 교과목 실험강사 해당조 실험실

11/14

(화)

2:00∼3:50
동위원소생산이용 홍순복, 허종 A 동위원소동

중성자래디오그래피 오화숙 B 동위원소동

4:00∼5:50
중성자래디오그래피 오화숙 A 동위원소동

동위원소생산이용 홍순복, 허종 B 동위원소동

11/15

(수)

1:00∼2:50
CNS 박재창 A 연수원동

방사선차폐 서경원 B 연수원동

3:00∼4:50
방사선차폐 서경원 A 연수원동

CNS 박재창 B 연수원동

   대구대학교 물리학과 학생들의 교육 후 설문조사 결과로 학교에서 배운 이론

을 실제로 보고 실습할 수 있어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고 한국의 원자력 

기술을 몸소 체험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했다. 또 뜻 깊은 교육과정이었다고 말

했다.  

     12. 인제대학교 방사선응용공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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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부대학교 방사선학과는 2006년도에 처음 개발된 학교로 33명의 2∼4학년 

학생들을 2006년 12월 19일부터 12월 21일까지 3일간 실시하 다. 대상교과목은 

방사선 안전관리, 연구로 개요, 환경방사선, 동위원소 생산이용, 방사화학, 중성자 

래디오 그래피등 5개 과목으로 이루어졌다. 자세한 교육일정표와 실험 장소는 

<표 4-33>, <표 4-34>와 같고 수료인원은 27명이었다.

<표 4-33> 인제대학교 교육일정표

시간

날짜

1교시 2교시 3교시
12:00

∼

13:00

4교시 5교시 6교시 7교시 8교시

9:00

∼9:5

0

10:00

∼10:5

0

11:00

∼11:50

13:00

∼13:50

14:00

∼14:50

15:00

∼15:50

16:00

∼16:5

0

17:00

∼17:50

12/19

(화)

오리엔

테이션

중

식

방사선

안전관리

(이봉재)

연구로개요

(박상준)

환경방사선

(이완로)

12/20

(수)

동위원소

생산이용

(이준식)

방사화학

(이명호)

방사화학

(이명호)

중성자래디오그래피

(오화숙)

실험실습

3개조

(16:00∼18:00)

12/21

(목)

실험실습

3개조

(9:00∼11:00)

연구소

견학

실험실습

3개조

(13:00∼15:00)

실험실습

3개조

(15:00∼17:00)

과정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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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4> 인제대학교 실험장소

날짜 시간 교과목 실험강사 해당조 실험실

12/20

(수)

16:00∼18:0

0

동위원소생산이용 신현영, 남성수 A 동위원소동

중성자래디오그래피 오화숙 B 동위원소동

방사화학 송병철 C 연수원동

12/21

(목)

9:00∼11:00

환경방사선 이완로 A 연수원동

동위원소생산이용 신현영, 남성수 B 동위원소동

중성자래디오그래피 오화숙 C 동위원소동

13:00∼15:0

0

방사화학 송병철 A 연수원동

환경방사선 이완로 B 연수원동

동위원소생산이용 신현영, 남성수 C 동위원소동

15:00∼17:0

0

중성자래디오그래피 오화숙 A 동위원소동

방사화학 송병철 B 연수원동

환경방사선 이완로 C 연수원동

   인제대학교 방사선응용공학부 학생들의 교육 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

험실습 위주의 강의가 좋았고 평소 이론으로만 접했던 것들을 직접 실험을 통해 

볼 수 있어서 좋았으며 현장 학습으로 이해의 폭을 넓혔다고 하 다. 또한 비파

괴검사 실험과 봉선원 제조시설을 견학한 것 등 짧은 일정이었지만 유익하고 

알차게 보낸 것 같고 전공 관련 진로 선택에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답하 다.

     ※ 요 약

   2006년도에 이공계 대학생 연구용 원자로 체험 및 활용 교육과정은 인제대학교를 

마지막으로 13개 대학에 연계하여 이루어졌으며 2006년 전체 각 대학별 교육기간 및 

교육인원은 다음과 같으며, 요약하면 <표 4-35>과 같다.

<표 4-35> 2006년 전체 각 대학별 교육기간 및 교육인원

가. 청주대학교

· 교육대상 : 나노과학과 4학년 27명

· 교육기간 : 2006. 3. 28(화) ∼ 2006. 3. 31(금) (4일간)

· 수료인원 : 2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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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전대학교

· 교육대상 : 신소재공학과 3학년 33명

· 교육기간 : 2006. 4. 3(월) ∼ 2006. 4. 5(수) (3일간)

· 수료인원 : 30명

다. 선문대학교

· 교육대상 : 전자재료공학과 3, 4학년 45명

· 교육기간 : 2006. 4. 24(월) ∼ 2006. 4. 28(금) (5일간)

· 수료인원 : 39명

라. 남부대학교

· 교육대상 : 방사선학과 2, 3학년 35명

· 교육기간 : 2006. 5. 2(화) ∼ 2006. 5. 4(목) (3일간)

· 수료인원 : 32명

마. 순천대학교

· 교육대상 : 재료금속공학과 3학년 33명

· 교육기간 : 2006. 5. 8(월) ∼ 2006. 5. 10(수) (3일간)

· 수료인원 : 27명

바. 한남대학교

· 교육대상 : 광전자물리학과 3, 4학년 55명

· 교육기간 : 2006. 5. 15(월) ∼ 5. 19(금) (5일간)

· 수료인원 : 39명

사. 한남대학교

· 교육대상 : 기계공학과 3, 4학년 20명

· 교육기간 : 2006. 8. 30(수) ∼ 2006. 8. 31(목) (2일간)

· 수료인원 : 19명

아. 목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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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대상 : 광전자물리학과 3학년 15명

· 교육기간 : 2006. 9. 18(월) ∼ 2006. 9. 22(금) (5일간)

· 수료인원 : 14명

자. 청주대학교

· 교육대상 : 나노과학과 3학년 16명

· 교육기간 : 2006. 9. 18(월) ∼ 2006. 9. 22(금) (5일간)

· 수료인원 : 12명

차. 충남대학교

· 교육대상 : 물리학과 3학년 11명

· 교육기간 : 2006. 10. 23(월) ∼ 2006. 10. 24(화) (2일간)

· 수료인원 : 10명

카.  수원대학교

· 교육대상 : 물리학과 4학년 10명

· 교육기간 : 2006. 11. 8(수) ∼ 2006. 11. 18(금) (3일간)

· 수료인원 : 10명

타. 대구대학교

· 교육대상 : 물리학과 3학년 16명

· 교육기간 : 2006. 11. 13(월) ∼ 2006. 11. 15(수) (3일간)

· 수료인원 : 16명

파. 인제대학교

· 교육대상 : 방사선응용공학부 2, 3, 4학년 33명

· 교육기간 : 2006. 12. 19(화) ∼ 2006. 12. 21(목) (3일간)

· 수료인원 : 2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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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6> 2006년 이공계 대학생 연구용 원자로 체험 및 활용 과정 운영현

황

연번 대학명 교육대상 교 육 기 간
교육

인원

수료

인원

1 청주대학교 나노과학과 2006. 3. 28 - 3. 31 4일 27 24

2 대전대학교 신소재공학과 2006. 4. 3 - 4. 5 3일 33 30

3 선문대학교 전자재료공학과 2006. 4. 24 - 4. 28 5일 45 39

4 남부대학교 방사선학과 2006. 5. 2 - 5. 4 3일 35 32

5 순천대학교 재료금속 공학과 2006. 5. 8 - 5. 10 3일 33 27

6 한남대학교 광전자물리학과 2006. 5. 15 - 5. 19 5일 55 39

7 한남대학교 기계공학과 2006. 8. 30 - 8. 31 2일 20 19

8 목원대학교 광전자물리학과 2006. 9. 18 - 9. 22 4일 15 14

9 청주대학교 나노과학과 2006. 9. 18 - 9. 22 4일 16 12

10 충남대학교 물리학과 2006. 10. 23 - 10. 24 2일 10 10

11 수원대학교 물리학과 2006. 11. 8 - 11. 10 3일 10 10

12 대구대학교 물리학과 2006. 11. 13 - 11. 15 3일 16 16

13 인제대학교 방사선응용공학부 2006. 12. 19 - 12. 21 3일 33 27

총 교육/수료 인원 : 348/299

제 3 절 대학생 연구실 현장실습

     1. 방학 중 대학생 연구실 현장실습

       가. 교육목적

   학‧연 협동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방학 중 대학생 연구실 현장실습교육은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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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에서 배운 이론교육을 바탕으로 연구실 현장에서의 실험‧실습을 통해 실무능

력을 향상시키는데 교육의 근본 목적이 있다 하겠다. 연구소에서의 실습기간 동

안에는 실질적이고 체계적이며, 이해력 있는 실습교육을 통한 산 교육을 실시함

으로써 학‧연 체계의 기틀 마련과 함께 졸업 후 산업체의 제반분야에 적응할 수 

있는 현장 적응 능력을 배양한다.

       나. 교육대상 및 교과내용

   교육대상은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그 대상으로 하며, 실습생들에게

는 해당 연구실에 배치하기 전 실습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교육을 실시한 후 해

당 연구실의 실습지도자 책임 하에 실습을 실시한다. 실습 완료 시점에는 반드시 

실습결과보서를 작성해야 한다. 실습내용은 <표 4-37>와 같다.

<표 4-37> 방학 중 대학생 연구실 현장 실습내용

일  정 시    간 내      용 담    당

실습첫날
09:20 - 09:50

10:00 - 10:40

10:50 - 17:00(동계)

10:50 - 18:00(하계)

 Orientation

 방사선안전관리교육

 해당 연구실 실습

 원자력연수원

 방사선관리실

 해당 연구실

둘 째 날

↓

종 료 일

09:00 - 17:00(동계)

09:00 - 18:00(하계)
 해당 연구실 실습  해당 연구실

       다. 교육운

         (1) 실습기간 및 인원

   실습기간 및 실습인원은 <표 4-3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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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8> 실습기간 및 인원

구 분 기     간 인 원 비    고

동 계
2006.1.2 ～ 1.27(4주)

2006.1.9 ～ 1.27(3주)

1명

3명
1개 대학 2개 연구실

하 계
2006.7.3 ～ 7.14(2주)

2006.7.3 ～ 7.28(4주)

2명

2명
2개 대학 2개 연구실

학기중 2006.8.28 ～ 12.12(15주) 13명 1개 대학 4개 연구실

계 21명

         (2) 실습현황

   실습현황은 <표 4-39>, <표 4-40>와 같다.

          (가) 동계방학 중 대학생 연구실 실습현황

<표 4-39> 동계 실습현황

대 학 명 학 과 명 학년 실습인원 연구실명 지도자명

충남대학교 

식품영향학 3 1 방사선이용연구부 이 주 운

기계설계공학 3 3 핵주기원격장치랩 윤 지 섭

계 4

 

          (나) 하계방학 중 대학생 연구실 실습현황

<표 4-40> 하계 실습현황

대 학 명 학 과 명 학년
실습

인원
연구실명 지도자명

고려대학교

(4주)

생명정보공학

식품생명공학

3

4
2

방사선이용연구부

(정읍)
이 주 운

충남대학교

(2주)

나노정보

시스템공학
3 2

원자력재료

기술개발부
박 덕 근

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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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학기 중 대학생 연구실 실습현황

<표 4-41> 학기 중 실습현황

대 학 명 학 과 명 학년
실습

인원
연구실명 지도자명

한밭대학교

(15주)

신소재공학부
응용소재
공학전공

3 5 원자력재료
기술개발부 홍 준 화

" 3 4 첨단노심재료
개발 랩 정 용 환

신소재공학부
생산가공전공 3 2 원자력재료

기술개발부 홍 준 화

" 3 2 기계공학연구부 이 형 연

계 13

          (라) 실습소감

             1) 동계방학 중 대학생 연구실 현장실습

∙ 3주간의 현장실습이 좋은 경험이었다. 학교에서 이론적으로만 알 수 있었던   

  전공 관련의 지식들을 현장실습을 계기로 실제의 현실에 적용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이론과 실제의 차이에 대한 인식 등 견문을 넓힐 수 있었던 좋은     

 계기가 되었다.

∙ 3주간의 현장실습을 하는 동안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다. 실제 로봇  

   을 설계하는 모습 등 앞으로 본인도 겪을 많은 일에 빠른 적응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 던 것 같다. 또한 이론으로 배운 내용에 대한 실습 그리고 아직   

  배우지 못한 부분에 대한 실습은 저에게 앞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 4학년이 되었지만 아직 현장경험이 없어 공학도라는 큰 의미가 없었지만 이  

   번 3주간의 실습을 통해 실제 이용되는 기계 장치들을 조립하고 보완하며 진  

   정한 공학도가 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이번 실습을 계기로 앞으로 남은 1년   

  간의 학부생활에 더욱 열심히 임할 것이며, 아울러 진정한 공학도가 되기 위   

  해 노력하겠다.

             2) 하계방학 중 대학생 연구실 현장실습

∙ 이번 현장실습을 통해 인내와 집중력을 길 으며 학교에서 배울 수 없었던   

   귀중한 경험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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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주일여 진행되었던 현장실습은 나에게 많은 것을 알게 해주고 느끼게 해주  

   었다. 학교에서 단순히 교재로만 배운 것과 다르게 직접 보고 현장을 경험    

  해 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 다. 이번 실습기간동안 아쉬웠던 점은 짧은 현    

 장실습 기간과 여러 가지 실험을 보지 못하고 한 가지 공정에서만 현장실습    

 을 한 것이다.

∙ 이 곳 연구소에서의 실습은 그 동안 학교에서 배워왔던 것을 실질적으로 연  

   구실에서 어떤 방식으로 활용 한다는 것을 알았고 그동안 내가 잘못 공부하  

   고 있었던 것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할 것, 방향 등을 확립할 수    

  있었다. 

∙ 학교의 강의실 책상에 앉아서 배우고, 도서관에서 시험지를 빼곡히 채워가며  

   암기만을 계속하 던 내가 이번 기회를 통해 현장의 냄새를 맡을 수 있었    

   다. 또한 이곳에서 현장실습을 하지 못했다면 진로에 대한 생각의 폭은 훨씬  

   좁아질 것이고, 견문을 얻지 못했을 것이며, 무엇보다도 이 분야에 있어서    

  국내 최고인 연구원님들을 뵙지 못하 을 것이므로 나는 기쁘다. 기회가 된    

 다면 이다음의 방학 동안에도 이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배우고 싶을    

 만큼 멎진 곳이다. 

             3) 학기 중 대학생 연구실 현장실습

∙ 연구소에 와서 그동안 학교에서 이론적으로만 공부했던 사항들을 직접 실험  

   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실험 장비들을 보고,   

  다루는 법을 배울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다. 뿐만 아니라 좋은 박사님들     

 밑에서 많은 것을 배워 갈 수 있었고, 앞으로 사회생활을 할 때에도 이러한     

연구소에서의 실습 경험이 나에게 큰 밑바탕이 될 것 같다.

∙ 이번 3개월 동안의 현장실습을 통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처음이 가장 중요  

   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즉 시편채취-마운팅-그라인딩-폴리싱-부식-조직관찰  

   의 형태로 실험이 이루어지는데 조직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처음이 잘못되면  

   조직을 관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아울러 연구소에서의 생활은 너무 좋은    

  경험이었고 앞으로 내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작은 밑거름이 될 것 같다.

∙ 학교에서 미처 배우지 못한 부분들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양한 실험기구들  

   을 다룰 수 있어서 좋았다. 연구소에서 배운 것을 토대로 사회에 나가서 잘   

  적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 같아 나에게 있어서는 이번 실습은 참 의   

  미가 크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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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소라고 하면 그저 딱딱하고 어려운 곳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세달 반 동  

   안의 실습기간 동안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고 돌아가는 것 같아 뿌듯하다. 

∙ 현장실습을 하면서 학교와의 수업방식과 내가 알고 있던 전공에 대한 지식을  

   현장에서 이용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연구소라는 현장에 도움을 주며, 또 그  

   현장에서의 직접 몸과 눈, 귀로 듣는 형태의 실습은 나에게 큰 도움이었다.

제 4 절 제주대 청정에너지 특화사업단 현장실습

     1. 제주대 청정에너지 특화 사업단 대상 현장실습

       가. 교육목적

   교육인적자원부가 시행하는 지방대학혁신강화사업에 선정된 제주대학교 청정

에너지특화인력양성사업과 한국원자력연구소 원자력연수원과의 협약체결을 통해 

실시하는 현장실습교육 프로그램이다. 본 현장실습 교육은 대학에서 실질적으로 

접해보지 못한 실습교육들을 우리 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시설 및 장비들

을 활용하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현장실습에 활용되는 시설로는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HANARO)”와, 환경방사선 시설, 원자력연수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CNS(Compact Nuclear Simulator)시설 및 방사선계측 기기 등의 첨단 장비

를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현장실습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졸업 후 

실무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산업체의 제반분야에 적응 할 수 있는데 교육

의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 하겠다.

       나. 교육대상 및 교과내용

   교육대상은 제주대학교 청정화학공학과 및 에너지공학 학부생을 대상으로 실

시하 으며, 교과내용으로는 연구로 개요, 방사선안전관리, 원자력 정책,동위원소 

생산, 중성자방사화분석, 중성자래디오그래피, 방사선차폐(보건물리), 환경방사선, 

중성자 빔 이용장치, 핵연료연소도측정, 원자력발전소운전(CNS), 원자로 재료 이

론 및 실습 등의 교과목을 대상으로 이론과 실습의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 다. 

2주간의 실습교육 일정의 편성은 오전에는 이론수업을 바탕으로 오후에는 실습

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편성 하 다.제주대학교의 현장실습 교육시간표는 <표 

4-4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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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2> 제주대 청정에너지 특화 사업단 대상 현장실습 교육시간표

     시간

요일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5교시 6교시 7교시 8교시

09:00-
09:50

10:00-
10:50

11:00-
11:50

13:00-
13:50

14:00-
14:50

15:00-
15:50

16:00-
16:50

17:00-
17:50

 1/9(월)
Orientat

-
ion

연구소 
소개 

슬라이드
관람

 연구로 개요

(박상준)

 방사선안전관리

(이봉재)

 원자력
정책

(이만기)

 1/10(화)
 동위원소생산 이론

      (박울재)
  동위원소 생산 실습(홍순복)

보고서 
작성

및 정리

 1/11(수)
 중성자 래디오그라피 이론

      (이승욱)
  중성자 래디오그라피 실습(이승욱) "

 1/12(목)  CNS 이론(박재창)   CNS실습(박재창) "

 1/13(금)
 핵연료 연소도 이론

      (김희문)
  핵연료 연소도 실습(김희문) "

 1/16(월)
 방사선 차폐 이론

      (서경원)
  방사선 차폐 실습(서경원) "

 1/17(화)  방사화 분석 이론(정용삼)   방사화 분석 실습(문종화) "

 1/18(수)
 중성자빔 이용장치 이론

      (성백석)
  중성자빔 이용장치 실습(성백석) "

 1/19(목) 환경방사선 이론(이완로)   환경방사선 실습(이완로) "

 1/20(금) 원자로 재료 이론(지세환)   원자로 재료 실습(지세환)  과정평가

       다. 교육운

         (1) 교육기간 및 수료인원

<표 4-43> 제주대 실습현황

       라. 실습평가

         (1) 평가

   제주대학교 청정에너지특화사업단 대상 현장실습교육 과정에 대한 설문평가

순번 대 학 명 학 과 명 교 육 일 자 학 년 수료인원

1 제주대학교
청정화학공학과 및 

에너지공학 전공
1.9 ～ 1.20 2 10명

합   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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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교육기간이 길다가 10%, 적당하다가 90%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1주일이 적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내용의 이해 정도는 중간정도가 60%로, 어렵다가 

40%로 나타나 교과내용을 이해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사의 자세는 매우 성실하다가 100%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강사의 자세는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과목의 편성은 현재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평가가 100%로 나타나 교과목 편성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교과내용 중 

교육내용이 좋았다고 생각되는 교과목은 동위원소 생산, CNS 실습, 중성자래디

오그래피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얻은 성과에 대한 질

문에서는 크게 도움이 되었다가 70%, 약간 도움이 되었다가 36%로 나타나 전반

적으로 현장실습교육이 학생들에 많은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2) 실습과정에 대한 소감 및 개선점

∙ 우선 우리나라의 과학자들이 실제로 연구하는 곳에서 그 현장을 함께 할 수  

   있다는데 비중을 두고 싶다. 원자력, 원자로, 방사능에 대한 부정적이고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되었으며,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쪽으로의 생각이 전환되었던 기회 다.

∙ 새로운 개념을 배우면서 많은 것을 얻었으며 제 전공분야는 아니지만 흥미   

   있는 분야 인 것 같다. 여러 분야에 응용할 수 있고 인류를 위한 에너지로써  

    발전가능성이 큰 것 같다. 

∙ 이론적으로 배우긴 했지만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게 되었고, 실  

    제 실험장비 들을 이용해서 체험 해본 것이 참 좋았다. 기회가 된 다면 다시  

    한 번 오고 싶다.

∙ 학교에서 학습했던 것 외에 많은 것을 보고 배웠다. 현장에 직접 와서 체험   

   해 보니 조금은 멀게만 느껴졌던 졸업 후의 진로가 어느 정도 결정되어졌다.  

∙ 본 교육이 2주간 진행되었는데 기초부터 점점 더 해지는 강의 편성이 

    괜찮은 것 같다. 오전에 이론 강의를 듣고 오후에는 몸소 눈으로 보고 

    실습하는 방식도 좋았던 것 같다. 비록 2주간의 교육이어지만 강사님들의 

    강의가 많은 도움이 된 것 같다. 단점이라면 시간이 너무 타이트 한 것이 

    흠인 것 같다.  

∙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포함된 수업은 재미를 가지고 참여 했지만 아직 

    배우지 못한 방사선차폐나 동위원소 쪽은 확실히 어렵고 지루했다. 적어도   

    3학년 이상 전공자가 왔을 때 정말 도움이 될 것 같다. 하지만 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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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에도 전공의 진로가 다양하다는 것과 막연한 직업관에서 구체적인 

    직업관으로 바뀌는 계기가 되었다.   

∙ 전공과목과는 전혀 다른 부분을 접하게 되어서 많은 부분이 생소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평소에 나쁜 쪽으로만 생각했던 원자력을 갑상선이나 

    암 치료제 등의 의약 쪽으로 우리 생활에서 많은 부분에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느꼈다. 비록 생소한 부분이 많아서 좋은 강의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을 얻지는 못하 으나 이렇게나마 원자력에 대해서 이해 

    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 다.

∙ 강사 분들이 계속 바뀌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중복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다. 전체적인내용은 너무나도 흥미를 가질 수 있었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해서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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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원자력 R & D 요원 교육

제 1 절  원자력 전문교육

     1. 방사선작업종사자교육

       가. 교육근거

   원자력법 제105조(교육훈련) 제1항, 동 법 시행령 제295조(종업원의 교육훈련) 

및 과학기술부고시 제2002-13호의 규정에 의한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방사선관리

구역에 출입하는 자에 대한 방사선안전관리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과 방사선안

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나. 교육목적

   한국원자력연구소의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원자력시설 이용에 따른 안전

관리 차원에서 방사선 기초, 방사선 방호원칙,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향과 

방사선물질 등의 안전취급, 방사선장해방어, 방사선안전관리 및 관계법령 등에 

관한 교육내용들을 교육함으로써 소내 방사선시설들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교육의 근본 목적이 있다 하겠다.

       다. 교육대상 및 교과내용

         (1) 교육대상

           (가) 신규방사선작업종사자 : 소내 직원 중 최초로 방사선구역에 출  

입하고자 하는 자.

          (나) 방사선작업종사자 : 방사선구역내에서 기 종사하고 있는 자.

         (2) 교과내용

  방사선구역내에 종사하고 있는 방사선작업종사자는 매년 6시간의 교육을 이수

하여야 하며, 최초로 방사선구역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20시간의 신규 방사선

작업종사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대상별 교과목 및 교과내용, 강사진은 <표 

5-1>, <표 5-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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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신규방사선작업종사자 교과목 및 강사진

교   과   목 시 간 강 사 명

 1.원자력시설 이용에 따른 안전관리

  1.1 방사선의 기초

  1.2 방사선 방호원칙

  1.3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6

(2)

(3)

(1)

김 장 렬

이 태 영

김 진 규

 2.방사성물질 등의 취급

  2.1 방사성물질 안전취급

  2.2 방사성폐기물관리

6

(4)

(2)

이 종 일

김 길 정

 3.방사선장해방어

  3.1 방사선 측정

  3.2 방사선 사고대책

4

(2)

(2)

김 봉 환

서 경 원

 4.방사선안전관리규정 및 관계법령

  4. 1 원자력법령 및 방사선안전관리

3

(3) 이 윤 종

 5.시험평가 1 원 종 열

계 20

<표 5-2> 방사선작업종사자 교과목 및 강사진

교   과   목 시 간 강 사 명

 1.원자력시설 이용에 따른 안전관리

   1.1 방사선관리

1

(1) 이봉재/이종일

 3.방사성물질 등의 취급 및 폐기

   2.1 방사성물질 안전취급

   2.2 방사성폐기물관리

2

(1)

(1)

이태영/한영대/이봉재

손종식/김태국/강일식

 2.방사선장해방어

   3.1 방사선장해방어

   3.2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1.5

(1)

(0.5)

김장렬/서경원/김봉환

김진규/김인규/김국찬

 4.방사선안전관리규정 및 관계법령

  4. 1 원자력법령 및 방사선안전관리 규정

1

(1) 김장렬/정경기

 5.시험평가 0.5 원 종 열

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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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교육평가 방법 및 결과에 따른 조치

           (가) 출석 : 교육시간 90% 미만 출석자는 당해 교육을 받지 않은 것

으로 하고 재교육을 실시한다.

           (나) 시험평가 : 교육 종료 후 서면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

과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균 60점에 미달하는 자에 대해서는 당해 교육․훈

련을 이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재교육을 실시한다. 이 경우, 3회를 연속

하여 평균 60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년간 방사선작업에 종사하지 않도록 한다.

       라. 교육운

         (1) 교육기간 및 인원

   교육기간 및 이수 인원은 <표 5-3>, <표 5-4>와 같다.

<표 5-3> 신규방사선작업종사자 교육실시 결과

교육회수 교육기간 교 육 일 자 교육이수자

1회 3일 2006. 09. 18 ～ 09. 20 17명

계 17명   

<표 5-4> 방사선작업종사자 교육실시 결과

교육회수 교육기간 교  육  일  자 교육이수자

6회 1일

1회(2006. 09. 26, 화)

2회(2006. 09. 27, 수)

3회(2006. 10. 10, 화)

4회(2006. 10. 11, 수)

5회(2006. 10. 17, 화)

6회(2006. 10. 18, 수)

90

112

121

84

72

96

계 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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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계층․관리교육

     1. 계약직신입소원교육

   

       가. 목적

   계약직 직원을 대상으로 KAERI 에서의 조직 문화 적응 및 원활한 연구 업무 

수행을 위해 실무 업무 및 정부시책 중심의 오리엔테이션 교육 시행.

       나. 교육대상자

         (1) 1차: 2005년 11월 16일 이후 2006년 1월 15일 현재 발령 난 계     

             약직 신입직원 56명이다.

         (2) 2차: 2006년 1월 16일 이후 2006년 3월 15일 현재 발령 난 계약    

             직 신입직원 97명이다. (2005년도 2회 미참자 2명 포함.)

         (3) 3차: 2006년 월 일 이후 2006년 월 일 현재 발령 난 계약직 

             신입직원 54명이다. (*실 참여인원 41명 = 대상자 54명 - 

                                 미참석자(13명)

         (4) 4차: 2006년 5월16 일 이후 2006년 7월 1일 까지 입소한 계약직 

            신입소원 42명(퇴직 2명 제외) 중 36명 (부서자체교육 외국인 

            1명 제외, 불참 5명)

         (5) 5차: 2006년 7월 16일 이후 9월 1일 까지 입소한 계약직 

            신입소원 55명 중 30명(부서자체교육 외국인 2명 제외, 불참 23명)

         (6) 6차: 2006년 9월 16일 이후 11월 1일 까지 입소한 계약직 신입소원 

            55명 중 42명(불참 13명)

       다. 교육내용    

   1차 교육은 2006년 01월 16일(월) [1일간]에 걸쳐 연수원동 1층 계단식 강의

실에서 시행 하 다. 또한 행정/기획 직무교육 및 소양교육(성희롱예방교육 포

함) 등의 내용으로 총 8시간의 교육이 수행되었다. 계약직 신입직원 교육 프로그

램의 세부내용은 <표5-5>과 같다.



- 267 -

<표 5-5> 계약직 신입직원 1차 교육프로그램

구  분 교 육 내 용

현장실무교육

(4h)

1. 연구소 소개 

   -소장님 인사 말

   -연구소 소개 슬라이드

2. 기획부 직무교육

   (정보보안 포함)

3. 행정부 직무교육

   (건강보건 및 산업재해 방지 포함)

4. 연구지원부 직무교육

5. 소양교육

   

정부시책교육

(4h)

1. 안전 및 보건관리

   -건강보건 및 산업재해

2. 성희롱 예방 교육

   2차 교육은 2006년 03월 16일(월) [1일간]에 걸쳐 국제관 우남홀에서 시행 하

다. 또한 행정/기획 직무교육 및 소양교육(성희롱예방교육 포함) 등의 내용으

로 총 8시간의 교육이 수행되었다. 계약직 신입직원 교육 프로그램의 세부내용은 

<표 5-6>과 같다.



- 268 -

<표 5-6> 계약직 신입직원 2차 교육프로그램

구  분 교 육 내 용

현장실무교육

(4h)

1. 연구소 소개 

   -소장님 인사 말

   -연구소 소개 슬라이드

2. 기획부 직무교육

   (정보보안 포함)

3. 행정부 직무교육

   (건강보건 및 산업재해 방지 포함)

4. 연구지원부 직무교육

5. 소양교육   

정부시책교육

(4h)

1. 안전 및 보건관리

   -건강보건 및 산업재해

2. 성희롱 예방 교육

   3차 교육은 2006년 05월 26일(월) [1일간]에 걸쳐 국제 원자력 교육훈련 센터 

에서 시행 하 다. 또한 행정/기획 직무교육 및 소양교육(성희롱예방교육 포함) 

등의 내용으로 총 8시간의 교육이 수행되었다. 계약직 신입직원 교육 프로그램의 

세부내용은 <표 5-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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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7> 계약직 신입직원 3차 교육프로그램

구  분 교육내용
교육

시간
주관부서

비  

고

연구소 소개
о 소장 인사 말

о 연구소 소개 슬라이드
30분 원자력연수원

기획부
о 기획부 직무교육

  (정보보안 포함)
60분 기획부

행정부 о 행정부 직무교육

  

60분 행정부

연구지원부 о 연구지원부 직무교육 60분 연구지원부

원자력방호부 ◦산업재해 방지 30분 원자력방호부

소양교육

о 비즈니스 에티켓

  (매너, 전화받기, 기본예절  

   등)

60분 원자력연수원

성희롱 

예방교육
о 성희롱예방 개념 및 방지 60분 원자력연수원

계
6.0시

간

   4차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

    о 기획, 행정, 연구지원부, 안전관리팀 업무소개 및 직무교육

    о 정부시책교육(성희롱예방) 및 소양교육(직장예절, 에티켓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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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8> 계약직 신입직원 4차 교육프로그램

구  분 교육내용
교육

시간
부서 및 강사

비  

고

연구소 소개
о 소장 인사 말

о 연구소 소개 (슬라이드)
30분

원자력연수원

(조붕제)

기획부 업무
о 기획부 직무교육

  (정보보안 포함)
60분 기획부장

행정부 업무 о 행정부 직무교육

  

60분 행정부장

연구지원부 

업무
о 연구지원부 직무교육 60분 연구지원부장

안전관리팀 

업무
◦산업재해 방지 교육 30분 안전관리팀장

소양교육 

о 비즈니스 에티켓

  (매너, 전화받기, 

   기본예절 등)

60분
어치브코리아

(김춘애)

성희롱 

예방교육
о 성희롱예방 개념 및 방지 60분

어치브코리아

(김춘애)

계 6.0시간

   5차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

    о 기획, 행정, 연구지원부, 안전관리팀 업무소개 및 직무교육

    о 정부시책교육(성희롱예방) 및 소양교육(직장예절, 에티켓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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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9> 계약직 신입직원 5차 교육프로그램

구  분 교육내용
교육

시간
부서 및 강사

비  

고

연구소 소개
о 소장 인사 말

о 연구소 소개 (슬라이드)
30분

원자력연수원

(조붕제)

기획부 업무
о 기획부 직무교육

  (정보보안 포함)
60분 기획부장

행정부 업무 о 행정부 직무교육

  

60분 행정부장

연구지원부 

업무
о 연구지원부 직무교육 60분 연구지원부장

안전관리팀 

업무
◦산업재해 방지 교육 30분 안전관리팀장

소양교육 
о 비즈니스 에티켓

 (매너, 전화 받기, 기본예절)  
60분

어치브코리아

(김춘애)

성희롱 

예방교육
о 성희롱예방 개념 및 방지 60분

어치브코리아

(김춘애)

부패방지 교육 о 직원행동강령 및 부패방지 30분 검사역(부장)

계 6.0시간

   6차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

    о 과정에 대한 기대감에 비해 높은 만족도를 보 음.

    о 강사에 대한 만족도가 다소 높았다.

    о 성희롱 예방 및 에티켓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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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0> 계약직 신입직원 6차 교육프로그램

시 간 교육내용 주관부서(기관) 강 사 비 고

09:30~10:00

◦과정 안내

◦소장 인사말씀

◦연구소 소개(슬라이드)

원자력연수원 (조붕제)

10:00~10:30
보안 및 산업재해 

방지 교육
안전관리팀 반창기(팀장)

10:30~11:30
기획부 업무 소개

(정보보안 포함)
기획부 황덕구(부장)

13:00~14:00
성희롱예방 교육

(정부 시책)
한국서비스연구소 김춘애(원장)

14:00~15:00
소양교육

(기본예절, 직장에티켓 등)
” ”

15:00~16:00 행정부 업무 소개 행정부 이규정(부장)

16:00~17:00 연구지원부 업무 소개 연구지원부 박원석(부장)

17:00~17:30
부패방지 교육

(정부 시책)
감사실

최평훈(검사역

)

계 6.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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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교육결과

   1차 교육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5-1] 1차 교육결과 - 기대감과 만족도 비교

   2차 교육결과는 다음과 같다.

0

1 0

2 0

3 0

4 0

5 0

6 0

기 대 감 1 2 5 4 1 1 5 0

만 족 감 0 0 1 9 5 7 6

매 우 그
렇 지 않

그 렇 지
않 다

보 통 이
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그림 5-2] 2차 교육결과 - 기대감과 만족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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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교육결과는 다음과 같다.

0%

10%

20%

30%

40%

50%

60%

70%

기대감과 만족도 비교

기대감 10% 55% 28% 8% 0%

만족도 15% 70% 15% 0% 0%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않다
전혀그렇지

않다

[그림 5-3] 3차 교육결과 - 기대감과 만족도 비교

   4차 교육결과는 다음과 같다.

    о 과정에 대한 기대감에 비해 높은 만족도를 보 음.

    о 이 과정이 해당 업무적응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는 응답이 높았음.

    о 성희롱 예방 및 에티켓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음.

0%

10%

20%

30%

40%

50%

60%

기대 감 과  만족 도  비 교

기대 감 6% 19% 50% 22% 3%

만족 도 8% 53% 33% 6% 0%

매 우 그렇 다 그 렇 다 보 통 이 다 그렇 지 않 다
전 혀그 렇 지

않 다

평 점 : 3.6

평 점 : 3.0

                                         ※평점은 5점을 기준으로 계산된 값

[그림 5-4] 4차 교육결과 - 기대감과 만족도 비교

   5차 교육결과는 다음과 같다.

    о 과정에 대한 기대감에 비해 높은 만족도를 보 음.

    о 강사에 대한 만족도가 다소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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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 성희롱 예방 및 에티켓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음.

0%

10%

20%

30%

40%

50%

60%

70%

기대감과 만족도 비교

기대감 0% 31% 55% 10% 3%

만족도 3% 67% 23% 3% 3%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않다
전혀그렇지

않다

평점:3.1

평점:3.6

※평점은 5점 만점으로 표의 왼쪽부터 높은 점수로 책정 

[그림 5-5] 5차 교육결과 - 기대감과 만족도 비교

   6차 교육결과는 다음과 같다.

    о 과정에 대한 기대감에 비해 높은 만족도를 보 음.

    о 강사에 대한 만족도가 다소 높았다.

    о 성희롱 예방 및 에티켓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음.

0%

10%

20%

30%

40%

50%

60%

70%

기대감과 만족도 비교

기대감 5% 43% 43% 10% 0%

만족도 10% 68% 20% 3% 0%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않다
전혀그렇지

않다

평점: 3.4

평점: 3.9

                      ※평점은 5점 만점으로 표의 왼쪽부터 높은 점수로 책정 

[그림 5-6] 6차 교육결과 - 기대감과 만족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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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입소원교육

       가. 교육목적

   연구소원으로서의 사명감 고취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지식과 소양을 습

득하고, 세계일류를 지향하는 연구소 주인으로서의 긍지와 진취적 사고로 조직목

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의식을 함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나. 교육대상

   2006년도 제 31기 신규 입소 직원 37명

   -직종․직급 : 선임연구원 23명, 연구원 11명, 행정원 2명, 기술기능원 1명

       다. 교육일정 및 교육장소

        ・교육일정 : 2006년 2월 16일(목) ∼ 2월 28일(화)

        ・교육장소 : 국제연수관 2층 대강의실

       라. 교육방법

   ・강의실 집합교육, 자율학습 (분임토의) 및 체험학습, 자원봉사 활동, 해병대 

아카데미교육 등

       마. 교육내용

   신입소원 교육은 업무소개, 원자력교육, 일반교육 등 12일 간 총 70시간의 교

육을 실시하 다. 그 중 2박 3일간의 해병대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통하여 새로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신입소원들의 정신함양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

며, 대화동에 위치한 사회복지재단 「천성원」을 방문하 다. 조별 분임토의를 

실시․발표하여 신입생들 간에 단합의 기회와 신입소원으로서의 역할과 가치인

식을 새롭게 할 기회를 마련코자 하 다. 신입소원들의 분임토의 발표 자료는 

(부록)에 수록하 다. 또한 이번 신입소원교육 중 신입생 가족을 초청하여 원자

력에 대한 소개와 연구소의 시설을 견학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 다.

신입소원 교육프로그램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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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신입소원 교육일정

신입소원 교육일정

ㅇ교육대상인원 : 37명

ㅇ세부 일정 : 2006. 2. 16(목) ∼ 2. 28(화)(2주간)

・ 2006. 2. 16(목) ∼ 2. 28(화)

    - 소장님 말  및 Orientation  ……………………………………………  1시간

    - 주요부서 업무 소개(17개 부서)  …………………………………… 18시간

    - 교양 및 기타 교육(10과목)  ………………………………………… 26시간

・2005. 2. 18(토)

    - 장인정신함양 도자기 체험 ……………………………………………… 1일

・2005. 2. 19(일)

    - 자원봉사활동 및 체험 …………………………………………………… 1일

・2006. 2. 21(화)  2. 27(월)

    - 원자력교육(4과목) …………………………………………………… 8시간

 ・2006. 2. 22(수) ∼ 2. 24(금)

    - 해병대 아카데미 훈련 (인천강화 교육장:2박3일) …………………… 3일

 ・2006. 2. 25(토)

    - 가족초청 행사  …………………………………………………………… 1일

・ 2006. 2. 16(목) ∼ 2. 28(화)

    - 분임토의 주제선정  …………………………………………………… 1시간

    - 분임토의 ………………………………………………………………… 11시간

    - 분임토의 발표 및 수료  ……………………………………………… 5시간

합   계  :  70시간

   *  특별교육  …………………………………………………………… 6일

         장인정신함양 도자기 및 자원봉사 활동 체험,  

         해병대 체험 훈련

         가족 초청

총  합  계  :  12일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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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교육평가

   금번 교육 과정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교육생들은 비교적 높은 기대감을 갖

고 교육에 참가했으며, 기대감에 대한 수료 후 만족도가 높고 교육 내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담당업무와의 관련성과 이해도도 높고 지식 및 스킬의 습득 여부 등 

교육내용도 대체로 우수하 다고 평하 다. 작년부터 시작된 해병대 훈련을 통해 

신입소원의 단합과 정신함양을 높이는데 있어 효과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한 이번 신입소원교육 중 신입소원의 가족을 초청하여 원자력에 대한 소개와 연

구소의 시설을 견학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연구소에 대한 신입소원 뿐 아니

라 가족들의 관심과 긍지를 높일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많은 호응을 받았다. 

이번 교육 과정 외에 신입소원들이 추가하기를 희망하는 프로그램으로는 

원자력발전소, 원자력 병원 등 관련기관을 방문하는 행사와 전문적인 어 

Presentation skill과 Office 실무 교육, 다양한 체육활동 및 원자력에 대한 기본 

교육시간 추가 등이 있었다. 이밖에 교육 일정이 좀 더 여유롭고 길었으면 좋겠

다는 의견과 함께 타지에서 오는 신입소원을 위한 숙소제공 등 다양한 의견을 

기타 의견을 통해 볼 수 있었다. 설문 결과는 다음의 별첨 자료로 첨부하 다.

8%

14%

65%

76%

22%

11%

3% 0% 3% 0%

0%

10%

20%

30%

40%

50%

60%

70%

80%

매 우 기 대 /
만 족

기 대 /
만 족

보 통 기 대 /
만 족 안 함

전 혀 기 대 /
만 족 안 함

기 대 감  V S  만 족 도

기 대 감

만 족 도

[그림 5-7] 신입소원 교육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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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승격대상자교육

       가. 교육목적

         1) 신임 책임, 선임자로서 갖는 새로운 역할 정체성을 찾는다.

         2) 주도적 자세와 인간관계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함양한다.

         3) 조직 내 관계자들에게 긍정적인 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나. 교육대상자

   교육대상자는 2006년도 책임승격대상자 38명, 선임승격대상자 8명 등 총 46명

으로 직급별로는 책임연구원 1명, 선임연구원 24명, 선임기술원 3명, 선임행정원 

10명, 연구원 7명, 기술원 1명이었다.

<표 5-12> 책임 및 선임승격대상자

교육대상 비고

책임승격대상자 38명

선임승격대상자 8명

계 46명

       다. 교육내용

   교육은 2006년 3월 8일(수) ∼ 3월 10일(금)까지 3일간 실시하 으며 선임승

격대상자가 7명으로 소수여서 선임승격대상자와 책임승격대상자를 함께 통합하

여 교육 운 하 다. 교육시간은 5개 교과목 19시간, 오리엔테이션 및 종합정리 

1시간 등 총 20시간을 교육하 다. 

   교육프로그램의 세부내용은 다음 <표 5-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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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3> 책임 및 선임승격대상자 교육내용

단    원 주  요  내  용
학 습 방 

법
시 
간

1단원

주도적인 삶을 
향하여

적극적 참여분위기 조성

나를 찾아서

가치관 경매게임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Life Line 탐색)

조직의 기대와 신임 책임 선임의 역할

게임

토의

강의

4H

2단원

Win-Win 
Network

Human Relationship의 개요

인간관계의 이해 (Social Style 진단)

나의 Follower-ship 유형 진단

상사의 유형과 효과적인 대응전략

사례연구

강의

진단

토의

4H

3단원

효율적인 관계
를 위한

 
COMMUNICA
TION 스킬

Communication의 실재

커뮤니케이션 Process 이해 

적극적 경청 Skill 습득

핵심을 잡아라(Concepting Skill)

고객을 위해 표현하라(Story Making)

토의

강의

진단

사례연구

4H

4단원

향력 발휘

조직관리와 리더십

자신의 리더십 유형과 최적 리더십 개발

효과적 리더십 발휘를 위한 조건과 실행

사례연구

강의

토의

4H

5단원

조직 활성화

조직관리의 핵심은 사람에 있다

동기부여의 기본원칙

갈등관리와 팀빌딩

사례연구

강의

토의

3H

6단원

종합 정리

자기분석의 정리

자기개발을 위한 Action plan의 수립

발표 및 종합

토의

강의
1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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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교육평가

   본 교육과정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교육대상자들의 전반적인 의견은 만족스

러운 것으로 나왔다. 업무 수행을 위한 대인관계와 그 관계를 통한 문제해결 능

력을 알게 되었고, 적극적이고 긍정적 사고 함양, 조직 내에서 필요한 러더십 교

육으로 만족스러웠다는 평가를 받았다. 책임 및 선임승격대상자교육의 종합 설문

조사결과는 [그림 5-8]와 같다.

0.0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기대감 1.82% 12.73% 47.27% 16.36% 0.00%

만족도 1.82% 1.82% 3.64% 56.36% 14.55%

전혀그렇지
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아주그렇다

[그림 5-8] 책임 및 승격대상자 교육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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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경  및 일반교육

    

    1. 생애설계교육

         가. 목적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으나 연구소 교육 니즈 조사에도 도출된 바와 같

이 개인의 인생을 깊이 있게 성찰하는 생애설계 과정 시간을 통해 개인 삶에 대

한 만족스런 설계에서 나오는 삶의 에너지를 조직 활성화의 동력으로 승화시키

는 것에 있다.

  

         나. 교육대상자

   2006년 생애설계과정에는 50~60대 소원의 희망자 18명이었다.

         다. 교육내용

   교육은 2006년 01월 23일(월) ~ 01월 24일(화)까지 2일에 총 12시간으로 구성

되어 국제연수관 대강의실에서 시행 하 다. 또한 후반부에 인생에 의욕과 의미

를 부여하는 비전과 목표를 수립하는 과정이었다. 생애설계 - 새로운 출발과정의 

프로그램의 세부내용은 <표 5-14>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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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4> 생애설계 - 새로운 출발과정 교육내용

구  분 교 육 내 용

Half-Time에의 

초대 (2h)

1. Orientation

 - 팀 편성 및 학습 분위기 조성

  - 학습개요 및 학습 방법 제시

 - 팀 활동 및 실습

2. 산업화 시대의 주역

- 1970~2000의 과정을 회고

- 그 때 나는 무엇을?

- 변화시대 속의 우리의 역할

3. 인생전망

- 왜 Half Time인가?

- 인생전망

- 참다운 인생은 저절로 만들어 지지 않는다

전반전의 재평가 

(1.5h)

1. 내 삶의 우선순위

-  생활만족도 진단

- 균형과 조화를 통한 충실화

2. 성공의 사고 방식

-  나의 Self-Talk

- 일이 아니라 관점을 바꾼다.

3. 질량보존의 법칙

- 성공을 위한 관점전환

- 뿌리내린 곳에서 꽃을 피워라

Well-Being 

Training(1.5h)
요가 - 자세교정과 유연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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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교 육 내 용

내면 세계의 

재구축(4h)

1. Life Model 

- 자극과 반응 사이

- 라이프 모델

2. 내적 세계의 재 구축

- 올바른 자기인식

- 비전, 목표

- 실천습관

- 공헌

후반전의 승리전략

(3h)

1. 자기평가 

- 성장을 위한 평가진단  

- 버릴 것과 가질 것

2. 매력 있는 미래

- 10년 후의 나를 꿈꾼다 

  (되어있는 나 (Be), 가지고 있는 나 (Have), 하고있는 

나 (Do))

- 승리자를 보는 기쁨 

3.승리의 응원군

- 작성된 계획의 상호공개 및 보완

- 상호격려

- 꿈은 이루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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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교육평가

   о 설문조사 결과 교육과정 입교 전 가졌던 기대감에 대한 수료 후 만족도가 

     비교적 높게 나왔음 (도표참조)

   о 성희롱 예방에 대한 편견 및 재인식 차원에서 생각할 수 는 계기가 

     되었다는 의견이 많았음

   о 전문적인 습득 훈련을 포함한 교육이 계속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음

0.00%

10.00%

20.00%

30.00%

40.00%

50.00%

기대감 21.82% 41.82% 14.55% 1.82% 1.82%

만족감 34.55% 43.64% 5.45% 0.00% 0.00%

매우그렇
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않

다
전혀그렇
지않다.

[그림 5-9] 생애설계 - 새로운 출발과정 교육평가

     2. 연구윤리교육

       가. 교육목적

   연구소 직원들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연구윤리와 윤리경  마인드를 함양해서 

업무 및 삶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고를 지니게 하고 이에 따른 가치관 확립

으로 개인적 실천방법과 직원들에게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 대한 상담을 통해 전

사적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습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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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교육대상자

   부장급 이상 간부 및 대과제책임자 총 32명, 중 20명.

       다. 교육내용

  1) 윤리경 의 의미와 필요성을 인식하고 연구소의 윤리 상황에 대한 생산적인 

문제의식을 갖는다.

  2) 비윤리적일 수 있는 상황에 대한 해결 프로세스를 습득한다. 

  3) 윤리적 행동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행동을 수립한다. 

연구 윤리 교육프로그램 1차

<표 5-15> 연구 윤리 교육프로그램 1차

 총합계: 1일(hr)

단    원 단 원 내 용 내용의 구체적 전개
학습

방법
시 간 Total

<4단원>

직무 비윤리 

상황과 대응

•윤리 
사례연구

• 콜버그 사례(도덕성 발달 단계)

• 칩들의 전쟁
사례연구 50’

3hr

•직무 24시 
Flash

• 직무 비윤리 상황에 대한 시청각 
자료 

애니메이
션

10’

•우리의 윤리 
상황 찾아보기

• 우리의 윤리 상황을 찾아보기

• 각 상황별 장단점 찾기

• 대안의 설정

실습

토의

발표

60’

•윤리문제 
해결 프로세스

• 윤리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행동 체크와 기준

• 판단 거울 제시 3단계

• 윤리 상황에 대한 해결 프로세스

• 프로세스 적용 실습

강의

실습

60’

<5단원>

윤리 10계명

•윤리10계명의 
작성

• 개인별 작성 및 발표

• 우리부서 윤리 헌장 만들기

• 사명서와 윤리 헌장 공표하기 
(상호 서명 날인)

실습

발표

60’ 1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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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윤리 교육프로그램 2차

총합계: 1일(hr)

[그림 5-10] 연구 윤리 교육프로그램 2차

     라. 교육평가

   금번 교육 과정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교육생들은 비교적 높은 기대감을 갖

고 교육에 참가했으며, 기대감에 대한 수료 후 만족도역시 비교적 높게 나타났

다. 교육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평은 이해도 증진, 지식 및 스킬 습득, 담당업무

와의 연계성 부분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었다. 교육에 대한 문제점 역시 설문

조사의 결과로 나타나 향후 교육 시 보완 및 수정으로 한층 성숙된 교육이 되리

라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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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0%

20%

30%

40%

50%

60%

70%

기대감과 만족도 비교

기대감 7% 38% 53% 2% 0%

만족도 2% 67% 24% 7% 0%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않다
전혀그렇지

않다

[그림 5-11] 연구 윤리 교육평가

     3. Project 관리 기본과정

       

       가. 교육목적

   Project의 특정한 목표달성을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조직

화 할 수 있게 되어 주어진 비용과 시간 범위 내에서 최고의 Project를 수행하도

록 하는데 목적을 둔다.

    

       나. 교육대상자

   부장급 이상 간부 및 대과제책임자 총 37명

       다. 교육내용

   1) PM 에게 필요한 역량강화에 집중된 내용과 학습 활동의 전개.

   2) 이론과 학습자 경험의 접목을 통한 실천적 학습전개. 

   3) 실습을 통한 체험학습으로 Project 관리 역량과 스킬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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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6> Project관리 기본과정 내용

                                                               

총합계: 1일(8h)

         라. 교육평가

    금번 교육 과정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교육생들은 비교적 높은 기대감을 갖고 

교육에 참가했으며, 기대감에 대한 수료 후 만족도역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교

육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평은 이해도 증진, 지식 및 스킬 습득, 담당업무와의 연

계성 부분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었다. 교육에 대한 문제점 역시 설문조사의 결

모 듈 명 소 단 원 학 습 내 용
학습

방법
시 간

M1

PM 개요

Project의 개념
 • Project란 ?

 • Project 경험공유

강의

토의

피드백

1H
Project 의 

성공요인

 • 성공요인에 대한 토의/발표

 • 성공요인의 정리

M2

Project 활동 

기반의 구축

팀 구성과 범위

 • 배경 파악: Sponsor, Project 

Leader의 역할 

• 팀 구성 : 구성절차

강의

토의
1H

추진체제  • POS / MD • 유동성 매트릭스

M3 

PM 분석과 

실행

업무분석
 • WBS개념, 주요업무 도출 및 작성 

• 업무분장 및 업무목록표 작성

강의

사례연구

토의

발표

피드백

7H

자원산정

 • Gantt 작성

 • 순수업무 투입시간

 • 예산 대비 집행

리스크관리

 • 이해관계자 관리, 지지도 파악

 • 리스크 요소 파악 및 평가

 • 예방 및 긴급대책과 트리거의 발

동

모니터링
 • 목적 및 계획 수립

 • 정량적/정성적 지표

M4

Project 

Planning

Gap 분석과 대책
 • Gap의 예 및 원인분석

 • 일정, 자원, 범위 의 대책수립
강의

토의
1H

과정 정리  • Project 팀내 공유,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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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 나타나 향후 교육 시 보완 및 수정으로 한층 성숙된 교육이 되리라 예상된다. 

0.0

10.0

20.0

30.0

40.0

50.0

60.0

기대감과 만족도 비교표

기대감 34.4 46.9 15.6 3.1 0.0 

만족도 25.0 56.3 18.8 0.0 0.0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않다
전혀그렇지

않다

[그림 5-12] Project관리 기본과정 교육평가

     4. 창의 사고력 혁신

       

        가. 교육목적  

   창의 사고력 발휘의 내적 태도를 자각하고 그 활성화를 도모, 창의적 발상과 

더불어 현장 적용성 평가의 결합을 통한 창의적 성과를 지향하고 현실 활용성이 

높은 발상기법들을 체득한다

       나. 교육대상자   

전소원 중 과정 이수 희망자 17명

    

       다. 교육내용

   1) 창의적 사고혁신의 기본과 창의적 혁신행동의 장애와 극복.

   2) 해결문제의 형성 및 다양한 해결안의 도출

   3) 창의적 판단과정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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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3] 창의 사고력 혁신 교육내용

       라. 교육평가

   금번 교육 과정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교육생들은 비교적 높은 기대감을 갖

고 교육에 참가했으며, 기대감에 대한 수료 후 만족도역시 비교적 높게 나타났

다. 교육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평은 이해도 증진, 지식 및 스킬 습득, 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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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의 연계성 부분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었다. 교육에 대한 문제점 역시 설문

조사의 결과로 나타나 향후 교육 시 보완 및 수정으로 한층 성숙된 교육이 되리

라 예상된다.

0

10

20

30

40

50

60

70

80

기대감과 만족도 비교

기대감 20 80 0 0 0 

만족도 13 73 13 0 0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않다
전혀그렇지

않다

[그림 5-14] 창의 사고력 혁신 교육평가

     5.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

       가. 교육목적  

   о 합리적 사고능력과 논리적 사고력의 고취를 통해 빠르고 정확한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한다. 

   о 막연한 무사안일의 업무처리 방식을 탈피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완벽한     
            업무처리 능력을 체득한다.

   о 부분과 전체를 동시에 볼 수 있는 다각적 안목을 키워 합리적 조직 풍토를  
           조성한다. 

       나. 교육대상자 

   전 소원 중 과정 이수 희망자 16명

       다. 교육내용   

   1) 효율적인 문제해결과 의사결정을 행하여 매니지먼트의 생산성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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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경 의 성과를 좌우하는 ‘정보수집, 분석력’과 ‘사고의 질’을 향상.

   3) 논리적, 체계적, 사고분석 및 평가방식을 실제 현업에 부딪치는 문제에     
           적용하여 기업의 체질개선 및 경 능력 강화를 도모. 

[그림 5-15]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 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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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교육평가

   금번 교육 과정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교육생들은 비교적 높은 기대감을 

갖고 교육에 참가했으며, 기대감에 대한 수료 후 만족도역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교육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평은 이해도 증진, 지식 및 스킬 습득, 

담당업무와의 연계성 부분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었다. 교육에 대한 문제점 

역시 설문조사의 결과로 나타나 향후 교육 시 보완 및 수정으로 한층 성숙된 

교육이 되리라 예상된다.

0%

10%

20%

30%

40%

50%

60%

70%

기대감과 만족도 비교

기대감 33% 67% 0% 0% 0%

만족도 33% 67% 0% 0% 0%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않다
전혀그렇지

않다

[그림 5-16]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 교육평가

     6. 신입소원 혁신교육

       가. 교육목적

   연구소 신입소원의 혁신 마인드 함양을 통한 혁신 문화 정착.

       나. 교육대상자

   전 소원 06년도 신입소원 32명

  

       다. 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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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화인가 안주인가’라는 문제제기

   (2) 변화의 의미와 중요성 인식

   (3) 혁신의 주도성 확립과 역할 수행 방법

[그림 5-17] 신입소원 혁신교육 내용

       라. 교육평가

   금번 교육 과정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교육생들은 약간의 기대감을 갖고 교

육에 참가했으나, 기대감에 대한 수료 후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교육 내

용에 대한 전반적인 평은 이해도 증진, 지식 및 스킬 습득, 담당업무와의 연계성 

부분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었다. 교육에 대한 문제점 역시 설문조사의 결과

로 나타나 향후 교육 시 보완 및 수정으로 한층 성숙된 교육이 되리라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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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0%

20%

30%

40%

50%

60%

70%

기대감과 만족도 비교

기대감 3% 19% 47% 28% 3%

만족도 69% 31% 0% 0% 0%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않다
전혀그렇지

않다

[그림 5-18] 신입소원 혁신교육 교육평가

     7. 기획력향상

       가. 교육목적   

   새로운 시각과 방법으로 자신의 업무를 주도하는 실무 기획자를 육성하      

       여 일의 성과를 높일수 있다.

       나. 교육대상자   

   대상자 23명 중 19명 (불참자 4명)

       다. 교육내용   

         (1) 기획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개념을 이해한다.

         (2)기획의 Process와 Skill을 체득한다.

         (3)기획서를 구조화되고 간결, 보기 쉽게 구성할 수 있다.

         (4)기획의 의도를 명확히 파악하여 설득력 있게 대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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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8hr (1일)

[그림 5-19] 기획력향상 교육내용

       라. 교육평가

   금번 교육 과정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교육생들은 약간의 기대감을 갖고 교

육에 참가했으나, 기대감에 대한 수료 후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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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평은 이해도 증진, 지식 및 스킬 습득, 담당업무와의 

연계성 부분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었다. 교육에 대한 문제점 역시 설문조사

의 결과로 나타나 향후 교육 시 보완 및 수정으로 한층 성숙된 교육이 되리라 

예상된다.

0%

10%

20%

30%

40%

50%

60%

기대감과 만족도 비교

기대감 50% 28% 22% 0% 0%

만족도 53% 42% 5% 0% 0%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않다
전혀그렇지

않다

[그림 5-20] 기획력향상 교육평가

     8. 커뮤니케이션스킬

       가. 교육목적   

   조직의 역량강화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를 통한 조직의 성과달성 및  조직 

변화 창출 기여와 개인의 역량강화 커뮤니케이션 역량의 향상과 개인의 역량수

행 강화.

       나. 교육대상자   

   대상자 22명 

       다. 교육내용   

   금번 교육 과정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교육생들은 입과 전 가졌던 기대감 과 

비슷한 만족도를 보 다. 교육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평은 이해도 증진, 지식 및 

스킬 습득, 담당업무와의 연계성 부분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었다. 교육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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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문제점 역시 설문조사의 결과로 나타나 향후 교육 시 보완 및 수정으로 한층 

성숙된 교육이 되리라 예상된다.

(총 2일)

[그림 5-21] 커뮤니케이션 스킬 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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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교육평가

   о 설문조사 결과 교육과정 입교 전 가졌던 기대감에 대한 수료 후 만족도는 

비슷하게 나왔음. 

   о 교육내용이 현 업무에 도움이 되리라는 응답이 매우 높게 나왔음.

   о 교육내용이 자기개발 측면에 도움이 되리라는 응답이 높게 나왔음.

   о 교육내용이 업무상 새로운 지식 및 스킬 향상에 도움이 되리라는 응답이 

다소 높게 나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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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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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40%

50%

60%

70%

80%

기대감과 만족도 비교

기대감 50% 50% 0% 0% 0%

만족도 20% 75% 5% 0% 0%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않다
전혀그렇지

않다

평점:4,2

평점:4.5

[그림 5-22] 커뮤니케이션 스킬 교육평가

     9. 미팅(회의)스킬

       가. 교육목적   

         (1) 회의 리더로서 회의의 효과와 효율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스킬들을 이해하고 몸에 익힌다.

         (2) 회의 참가자의 일원으로서 요구되는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향상.

         (3) 회의 석상에서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방법론을 이해하고 

            체득한다.

       나. 교육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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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14명 (불참자 1명) 

       다. 교육내용 

   교육상세내용 [그림 5-23] 참조

[그림 5-23] 미팅(회의)스킬 교육내용

       라. 교육평가

   금번 교육 과정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교육생들은 입과 전 가졌던 기대에 비

해 다소 높은 만족도를 보 다. 교육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평은 이해도 증진, 

지식 및 스킬 습득, 담당업무와의 연계성 부분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었다. 

본 교육과정의 지속적인 운 을 통한 전반적인 업무 효율성 증진을 달성하리라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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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감과 만족도 비교

58%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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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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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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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않다 전혀그렇지않다

평점:  4.5 평점: 4.3기대감 = 만족도 =

[그림 5-24] 미팅(회의)스킬 교육평가

     10. 부문조직 활성화

       가. 교육목적

   팀별 협동과 경쟁의 과정을 통하여,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와 도전정신을 

함양하며, 내일을 향한 새로운 각오와 신념, 그리고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을 확

립하여 활기찬 조직문화를 구축하는데 있다.

       나. 교육대상자

   대상자 30명 (불참자 4명) 

       다. 교육내용   

   교육상세내용 [그림 5-2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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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5] 부문조직 활성화 교육내용

       라. 교육평가

   금번 교육 과정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교육생들은 입과 전 가졌던 기대에 비

해 다소 높은 만족도를 보 다. 교육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평은 이해도 증진, 

지식 및 스킬 습득, 담당업무와의 연계성 부분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었다. 

본 교육과정의 지속적인 운 을 통한 전반적인 업무 효율성 증진을 달성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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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된다.

기대감과 만족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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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않다 전혀그렇지않다

평점:

33

평점: 3.7기대

감

만족

도

[그림 5-26] 부문조직 활성화 교육평가

     11. 홍보스킬업과정

       가. 교육목적 

   о 홍보의 필요성과 개념 인식

   о 효과적인 대국민커뮤니케이션 기법

   о 언론 매체 대응 기법

       나. 교육대상자

   대상자 24명 중 17명 이수  

       다. 교육내용

    교육상세내용 [그림 5-2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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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7] 홍보스킬업 교육내용

       라. 교육평가

   금번 교육 과정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교육생들은 입과 전 가졌던 기대에 비

해 만족도가 높아졌다. 교육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평은 이해도 증진, 지식 및 

스킬 습득, 담당업무와의 연계성 부분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었다. 강사의 교

육 스킬에 대한 만족도 역시 높았다. 본 교육과정의 지속적인 운 을 통한 전반

적인 업무 효율성 증진을 달성하리라 예상된다.

0%

10%

20%

30%

40%

50%

60%

기대감과 만족도 비교

기대감 20% 33% 40% 7% 0%

만족도 14% 57% 21% 7% 0%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않다
전혀그렇지

않다

평점: 3.7

평점: 3.8

[그림 5-28] 홍보스킬업 교육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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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프리젠테이션스킬업

       가. 교육목적   

         (1) 비즈니스에 있어서 프리젠테이션의 역할과 설득의 중요성 인식

         (2) 효과적인 정보전달 방법과 정보의 비주얼화의 중요성을 이해

         (3) 프리젠테이션 내용과 다큐먼트의 구성 능력 향상

         (4) 상품판매 또는 제안의 설득에 필요한 스킬을 향상 

       나. 교육대상자

   대상자 20명

       다. 교육내용

   교육상세내용 [그림 5-29] 참조

[그림 5-29] 프리젠테이션 스킬업 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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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교육평가

   о 교육과정 입교 전 가졌던 기대감에 대한 수료 후 만족도가 높아졌다.

   о 교육내용이 자기개발 측면에 도움이 되리라는 기대를 가졌다.

   о 강사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0%

10%

20%

30%

40%

50%

60%

기대감과 만족도 비교

기대감 37% 58% 5% 0% 0%

만족도 42% 58% 0% 0% 0%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않다
전혀그렇지

않다

평점:4.3

평점:4.4

 

[그림 5-30] 프리젠테이션 스킬업 교육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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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전산교육

   연구소원의 업무능력 함양을 위해 개설한 전산교육은 8회에 걸쳐 무상교육을 

실시하 으며,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rigin 7.5

   - 교육일시 : 2. 28 13:30 -17:00

   - 학습내용

     . Nonlinear Data Fitting 방법

     . Labtalk와 GUI를 이용한 데이터 분석방법

     . Origin C를 이용한 데이터 분석 방법

     . ORIGIN 7.5에서의 업그레이드 기능

    - 수강자 : 27명

    2. Mathcad 13

   - 교육일시 : 2. 17 13:30 -17:00

   - 학습내용

     . Mathcad 정의 및 그래프 표현하기

     . 내부파일에서의 File Access와 Data Access

     . 회귀분석과 통계

     . Mathcad 13에서의 업그레이드 기능

    - 수강자 : 21명

    3. Windows XP & Visio  2002

   - 교육일시 : 3. 8 9:00 -17:00

   - 학습내용

     . Windows XP 설치 및 업데이트

     . Active X 설치방법



- 309 -

     . 인터넷을 위한 네트워크 설정

     . 시스템 문제해결

     . VISIO Stencil, Shape 이해

     . 비즈니스 다이어그램

     . 기본 그리기 형식

     . 인쇄 및 페이지 설정

    - 수강자 : 22명

    4. ANSYS CFX 10.0

   - 교육기간 : 3. 27 - 3. 29 13:30 -17:00

   - 학습내용

     . Design Modeler 소개  

     . Modify each Case, CFX-Pre, CFX-Post

     . CCL, CEL 소개 

     . 실습

    - 수강자 : 24명

    5. ICEM-CFD

   - 교육일시 : 3. 28 09:30 -12:00

   - 학습내용

     . ICEM CDF 소개, Import Geometry 

     . Tetra Meshing

     . Prism Meshing

     . Mesh Editing

    - 수강자 : 21명

  

    6. Solid Edge V17

   - 교육기간 : 4. 17 - 4. 21 13:30 -15:30

   - 학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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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차원 설계 개요

     . 단품설계 구성 과정

     . 복합 형상 설계 과정

     . 단품의 조립 과정

     . 3차원 형상을 2차원 출력 및 자료관리

    - 수강자 : 25명

    7. MS WORD 중급

   - 교육기간 : 5. 29 - 6. 1 13; 30 - 16:30

   - 학습내용

     . 고급 단락 서식 과 그림서식 사용

     . 스타일 다루기

     . 표와 목록 작업

     . 차트사용, 편지병합, 긴 문서 서식 사용 등

    - 수강자 : 1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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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사이버어학교육

   사이버 어학과정은 연구소원의 개인 역량 강화를 위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어, 일본어 및 중국어를 실무용어, 회화 학습을 수강토록 기획하여, 학습 컨텐츠 

전문업체인 삼성 멀티캠퍼스(주)를 통하여 사이버 어학과정을 개설하 다. 상세 

개설 과목으로 어는 고급회화 과정, 중급회화 과정 및 실무 작문과정으로  14

개 과목으로 구성되었으며, 중국어는 중급회화 과정, 초급회화과정 으로  12개 

과목, 일본어는 중급회화 과정 및 초급회화 과정 13개 과목 개설하 다. 수강인

원으로는 5월부터 7개월 간(8월 제외) 어 825명, 중국어 93명, 일본어 78명으로 

전체 996명이며, 부서별 수강인원은 <표 5-17> 과 같다.(5월부터 7월까지 시범

운  기간임)

<표 5-17> 부서별 수강인원

 어 중국어 일본어 

고급회화 중급회화 작문 중급회화 초급회화 중급회화 초급회화

5 6 7 5 6 7 5 6 7 5 6 7 5 6 7 5 6 7 5 6 7

신형원자로개발단 

(49/ 46/ 45)
10 16 14 20 16 14 7 7 6 8 3 6 4 4 5

핵연료주기기술개

발단 (43/ 35/ 38)
5 5 11 28 20 18 6 6 7 2 1 1 1 1 1 1 2

미래원자력기술개

발단 (21/ 27/ 23)
6 7 7 11 8 7 3 9 6 1 2 3 1

하나로이용연구단 

(28/ 30/ 18)
3 7 4 12 8 5 6 5 4 4 7 3 2 1 3 1 1

정읍분소방사선연

구원 (4/ 6/ 7)
1 2 4 4 2 2 2

원자력수소사업추

진반 (6/ 7/ 4)
1 3 2 2 3 1 1 1 1 1 1

일체형원자로실용

화지원반 (0/ 1/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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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 (3/ 5/ 3) 1 2 2 2 2 1 1

행정부 (5/ 8/ 6),  

감사실 (1/ 0/ 0)
1 1 2 4 5 3 1 2 1

연구지원부 (1/ 1/ 

1)
1 1 1

정책연구부 (5/ 7/ 

3)
2 1 3 5 2 1 1

원자력연수원 (6/ 

4/ 1)
1 3 1 2 1 1 1 1

원자력기술사업개

발부 (0/ 0/ 0)

홍보협력부 (1/ 2/ 

2)
1 1 1 1 1

원자력방호부 (3/ 

3/ 3)
1 3 2 1 1 1

양성자기반공학기

술개발사업단 (1/ 

1/ 2)

1 1 1 1

아태원자력협력협

정사무국 (0/ 0/ 

0)

소 계 28 44 44 90 75 58 27 35 29 1 0 2 18 15 13 2 3 2 11 11 8

합 계 : 177/ 183/ 

156
145/ 154/ 131 19/ 15/ 15 13/ 14/ 10

 어 중국어 일본어 

고급회화 중급회화 작문 중급회화 초급회화 중급회화 초급회화

9 10 11 9 10 11 9 10 11 9 10 11 9 10 11 9 10 11 9 10 11

신 형 원 자 로

개 발 단 

(43/32/28)

15 9 10 12 11 6 5 3 4 4 5 3 3 1 4 4 4

핵 연 료 주 기

기 술 개 발 단 

(41/30/25)

13 11 5 14 6 6 6 11 11 1 4 1 1 2 1 1 2

미 래 원 자 력 6 5 6 7 8 5 4 3 3 1 3 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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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개 발 단 

(20/20/17)

하 나 로 이 용

연 구 단 

(15/9/8)

6 1 2 3 5 3 4 1 2 2 2 1

정 읍분 소 방

사선 연 구 원 

(7/3/4)

2 2 3 2 1 2 1 1

원 자 력 수 소

사업추 진 반 

(6/4/2)

1 1 1 3 1 1 2 1 1

일 체 형 원 자

로 실 용 화 지

원반 (0/0/0)

기 획 부 

(4/1/1)
2 1 1 1 1

행 정 부 

(9/10/7), 감

사실 (1/0/0)

3/1 2 2 3 3 1 1 2 2 1 2 1 1 1 1

연 구 지 원 부 

(2/3/2)
2 2 1 1 1

정 책 연 구 부 

(1/1/1)
1 1 1

원 자 력 연 수

원 (3/4/3)
2 1 1 3 1 1 1

원 자 력 기 술

사업개 발 부 

(0/0/0)

홍 보 협 력 부 

(0/0/0)

원 자 력 방 호

부 (2/4/3)
1 1 1 1 2 2 1

양 성 자 기 반

공 학 기 술 개

발 사 업 단 

(2/3/5)

1 1 1 1 2 1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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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태 원 자 력

협 력 협 정 사

무국 (0/0/0)

소 계 52 33 33 50 43 26 26 25 26 0 0 2 15 15 7 6 4 4 7 4 8

합 계 : 

156/124/106
128/101/85 15/15/9 1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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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및 건의 사항

    

제 1 절  결 론

   원자력연수원은 지금까지 축적한 경험을 기반으로 교육훈련의 체계화와 전문

화를 더욱 기하고, 새로운 교육수요 창출을 위하여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동안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던 소원교육체계를 정립하여 단계적, 체계적, 종합적 

교육체계를 갖추었고 효율적 교육과정개발을 위한 SAT(Systemetic Approch to 

Training)기법 연구 및 산업현장 인력양성 수요조사 등을 통하여 교육훈련의 다

양화, 다각화를 기하였으며 또한,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사이버 교육을 외국어 3

개 분야를 선정 최초로 시도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정부의 각종 규제철폐에 따

른 법정교육대상인원의 감소, 원자력교육기관의 증가에 따른 교육대상인원의 분

할에도 불구하고 신규교육과정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맞춤형 교육 개발 및 

질 높은 교육서비스 제공 노력과 함께 효율적 교육훈련 관리를 통하여 전년대비 

교육과정운영 실적이 대폭 향상되었다. 이와 더불어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던 고객

만족도 제고 활동으로 인하여 과학기술부에서 실시한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2005년 76.6점에서 2006년 81.3점으로 4.7점의 대폭적인 향상을 이루었다. 향

후로도 원자력연수원은 고객만족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교육훈련의 총괄적 성과에 해당하는 당해 연도의 총 교육훈련 인원은 4,186

명 이었으며 이를 위하여 103개 과정을 개설하여 125회 운영하였다. 이중 집합

교육실적은 64과정 104회 3,190명이며, 사이버교육(On-Line 어학교육)은 외국

어 3개 분야의 39과정 21회차 996명이 수료하였다. 집합교육을 분야별로 보면 

산업 과정분야 39과정 67회 1,718명(이중 학연 협동 교육 분야 4과정 24회 

458명 포함)이며, 원자력 R&D요원 교육분야(소원교육)는 25과정 37회 1,472명

이 교육을 이수하였다. 이 외에도 UST-KAERI 석․박사 과정을 4개 분야 개설하

여 8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수행하였으며,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주최하

는 국가기술검정 자격시험 중 실기시험을 우리 연수원이 실기시험지정기관으로 

지정되어 총 8회,  310명의 실기시험을 수행하였다. 이를 분야별로 정리하면 

<표 6-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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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2006년 교육과정 운영실적 총괄

분야 과정수 회수 인원

산업과정

 원자력발전 및 핵연료 기술 6 7 233

 RI 이용기술 3 3 63

 비파괴 검사기술 2 2 36

 법정 보수교육 5 12 298

 원자력 PA 및 기타 과정 19 19 630

학연협동

과정
원자로실험실습, 원자력실습, 동하계 현장실습 4 24 458

R&D요원

과정 

 계층 및 경영관리 교육 15 22 696

 전문교육 (방사선작업, IT 등) 10 15 776

온라인교육  사이버 어학교육 39 21 996

계 103 125 4,186

기 타 
 UST-KAERI 석박사과정 4 4 8

국가기술검정 자격시험(실기시험) 12 8 310

   개발 분야에 있어서는 교육프로그램은 6개, 신규 과정은 15개를 개발 및 개

선하였다. 교육개발과 관련 특기할만한 사항은 “과학기술 연구윤리 현황 및 사

례”집을 편찬한 것과 원자력 관련 전력/전기계열의 30개 산업체를 대상으로 설

문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연구윤리가 점차 강조되는 시점에서 원자력연수원은 선

도적으로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고, 연구윤리 책자를 편찬하여 정부부처 및 출

연연구소, 대학 등에 배포하여 연구윤리의식 고취에 일조하였다.  원자력 관련 

30개 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는, 체계적인 교육니즈 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교육 필요점 및 우선순위를 도출하여 산업현장 인력양성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으로 맞춤형교육에 의한 효율적 산업인력양성에 기여하기 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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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건의사항

   원자력연수원은 “글로벌 원자력 전문인력 개발․육성의 요람”이라는 비전을 가

지고 소속직원의 지속적인 혁신마인드 함양 및 내부역량 강화를 통하여 원자력 

인재 양성의 사업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 할 것이

다. 다만, 보다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초일류 원자력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다

음과 같은 사항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 수요 중심의 맞춤형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과 국내외 협력 강화를 위한 

개발요원의 충원

   - 원자력 전문교육 및 실제적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첨단교육시스템 장

비 및 방사선, NDT 분야 등의 전문 실험실습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투자 및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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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및 위험도 정보 활용 교육과정 설문평가 결과

￭ 대상 및 응답자

대상자
응답자 비고

총원 불참 수강

22명 0명 22명 22명 응답율: 100%

◈ 통계에 사용된 수치는 백분율에 근거한 Percentage 수치임

- 분야별 요소 평가 -

문1. 강의 내용과 강사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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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30%

40%

50%

1. 교육내용이 강의 계획서대로 진행되었다.

응답 0% 0% 0% 5% 14% 45% 36%

전혀그렇지
않다

그렇지않다
그렇지않은

편이다
반반이다 그런편이다 그렇다 정말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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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 내용의 난이도가 적정하였다.

응답 0% 0% 5% 14% 27% 45% 9%

전혀그렇
지않다

그렇지않
다

그렇지않
은편이다

반반이다
그런편이

다
그렇다

정말그렇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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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 내용은 해당분야에 대한 이해와 지식습득에 도움이 되었다.

응답 0% 0% 0% 0% 9% 41% 50%

전혀그렇지
않다

그렇지않다
그렇지않은

편이다
반반이다 그런편이다 그렇다 정말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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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강사는 강의준비가 충실하였다.

응답 0% 0% 0% 0% 5% 50% 45%

전혀그렇지
않다

그렇지않다
그렇지않은

편이다
반반이다 그런편이다 그렇다 정말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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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강사의 강의 스킬이 우수하였다.

응답 0% 0% 0% 0% 18% 50% 32%

전혀그렇지
않다

그렇지않다
그렇지않은

편이다
반반이다 그런편이다 그렇다 정말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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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a. 교재, 교육장비 등이 잘 갖추어져 있다.

응답 0% 0% 5% 0% 14% 50% 32%

전혀그렇지
않다

그렇지않다
그렇지않은

편이다
반반이다 그런편이다 그렇다 정말그렇다

6-b 교육기간을 조절한다면 어떻게 조절하겠습니까?

▫ 실습1주를 추가하여 3주로 했으면 합니다.

▫ 최소4주

▫ 하루8시간 수업을 7시간정도로 줄 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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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2. 다음은 교육훈련 업무 수행과정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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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 신청 및 수강을 위한 서류 및 절차가 간편하다.

응답 0% 0% 0% 0% 14% 59% 27%

전혀그렇지
않다

그렇지않다
그렇지않은

편이다
반반이다 그런편이다 그렇다 정말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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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생의 불만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노력을 한다.

응답 0% 0% 0% 0% 9% 64% 27%

전혀그렇지
않다

그렇지않다
그렇지않은

편이다
반반이다 그런편이다 그렇다 정말그렇다

0%

10%

20%

30%

40%

50%

3. 교육 신청 및 수강을 위한 서류 및 절차가 간편하다.

응답 0% 0% 0% 0% 14% 45% 41%

전혀그렇지
않다

그렇지않다
그렇지않은

편이다
반반이다 그런편이다 그렇다 정말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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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 프로그램, 강사, 교육일정 등 교육 관련 정보를 제 때에 제공해 준다.

응답 0% 0% 0% 5% 18% 45% 32%

전혀그렇
지않다

그렇지않
다

그렇지않
은편이다

반반이다
그런편이

다
그렇다

정말그렇
다

문3. 다음은 교육훈련 시설 및 이용 환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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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장(강의실, 실습실 등) 환경이 쾌적하다.(환기, 온도, 소음, 청소상태 등)

응답 0% 0% 0% 9% 18% 41% 32%

전혀그렇지
않다

그렇지않다
그렇지않은

편이다
반반이다 그런편이다 그렇다 정말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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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장의 교객편의 시설(휴게실, 화장실, 주차장 등) 이용이 편리하다.

응답 5% 0% 5% 14% 9% 36% 32%

전혀그렇지
않다

그렇지않다
그렇지않은

편이다
반반이다 그런편이다 그렇다 정말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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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실, 실습 기자재 등의 부대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계열1 5% 0% 14% 14% 27% 27% 14%

전혀그렇지
않다

그렇지않다
그렇지않은

편이다
반반이다 그런편이다 그렇다 정말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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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관련 정보를 쉽게 얻을수 있다.(인터넷, 안내책자, E-Mail 등).

응답 5% 0% 9% 14% 27% 27% 18%

전혀그렇지
않다

그렇지않다
그렇지않은

편이다
반반이다 그런편이다 그렇다 정말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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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 관련 업무 처리를 위한 해당부서나 담당자와의 접촉이 용이하다.(전화, 방문, 이메일 등)

응답 0% 0% 5% 0% 32% 41% 23%

전혀그렇지
않다

그렇지않다
그렇지않은

편이다
반반이다 그런편이다 그렇다 정말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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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반적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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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A. 종합적으로 이번 교육내용애 대해서 만족하셨습니까?

응답 0% 0% 0% 0% 5% 64% 32%

매우불만족 불만족 약간불만족 보통 약간만족 만족 매우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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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B.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수강목적이 충족되었습니까?

응답 0% 0% 0% 0% 14% 59% 27%

전혀충족되
지않음

충족되지않
음

별로충족되
지않음

보통 약간충족됨 충족됨 매우충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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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C. 이번 강의를 다른 동료나 후배에 권하시겠습니까?

응답 0% 0% 0% 0% 9% 50% 41%

전혀그렇지
않다

그렇지않다
그렇지않은

편이다
반반이다 그런편이다 그렇다 정말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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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D. 연수원의 교육훈련을 이용하시긴 전 기대했던 것과 비교해 볼때 이번 강의에 대해 얼마
나 만족하셨습니까?

응답 0% 0% 0% 5% 23% 55% 18%

매우불만 불만족 약간불만 기대와비슷 약간만족 만족 매우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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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문E. 연수원의 교육 훈련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직원의 태도와 행동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
나 만족하셨습니까?

응답 0% 0% 0% 0% 9% 41% 50%

매우불만족 불만족 약간불만족 보통 약간만족 만족 매우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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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F. 원자력연수원의 교육훈련 내용, 서빗, 직원의 응대, 이용절차, 시설 환경, 공공적 측면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원자력연수원을 이용하시면서 원자력연수원에 대해 호감을 갖게 되었습니까?

응답 0% 0% 0% 0% 23% 41% 36%

전혀그렇
지않다

그렇지않
다

그렇지않
은편이다

반반이다
그런편이

다
그렇다

정말그렇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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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자 연령 -

0%

10%

20%

30%

40%

50%

60%

응답자 연령

응답 5% 59% 27% 0% 9% 0% 0%

20~30 31~40 41~50 51~60 61세이상 그렇다 정말그렇다

- 건의사항 -

▫ 강의실내 노트북을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 졌으면 함.(무선인터넷 등) 

▫ 화장실이 좀 더 청결했으면 함

▫ 강의실 무선랜 및 자원봉사, 전산실 PC교체 요망

▫ 점심시간외 식당과 매점에 출입이 불편하니 출입이 가능하도록 해 줬으면 한다.

▫ 마이크 상태, 보드펜 등 교육자료 준비 미비

▫ 교육기간중 원자력연수원 전산실을 개방하 으면 합니다.

▫ PSA저변확대를 위해 교육기회를 늘리는 방안. 

▫ PSA전문가 양성과정 신설필요(6개월과정: 핵심인력확보차원)

▫ 출근시간 전 8시 경 부터는 연수원 출입이 가능했으면 합니다. 

▫ 강의별 평가 설문서를 제작, 작성토록 부탁드립니다.

▫ 부대시설 안내필요

▫ 그리고 실습 강의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아 개념정립 하는데 약간 어려웠다.

▫ 컴퓨터실 컴퓨터를 신품으로 교체하여 실습 시 애로사항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 누리관 이용 시 인터넷 사용에 불편한 사항들이 있고, 음료수/커피 자판기가 없어 

아쉽다. Check Out시 계산할 때 신용카드사용이 불가능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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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Professional Writing 교육과정 설문 결과

◆ 연    령 : 

0 .0 0 %

1 0 .0 0 %

2 0 .0 0 %

3 0 .0 0 %

4 0 .0 0 %

5 0 .0 0 %

연 령

연 령

연 령 1 6 .6 7 % 1 6 .6 7 % 5 0 .0 0 % 1 6 .6 7 % 0 .0 0 %

2 0 - 3 0 3 1 - 4 0 4 1 - 5 0 5 1 - 6 0 6 0 세 이

1. 본 교육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소감은?

0 .0 0 %

2 0 .0 0 %

4 0 .0 0 %

6 0 .0 0 %

8 0 .0 0 %

만 족 도

만 족 도

만 족 도 3 3 .3 3 % 6 6 .6 7 % 0 .0 0 % 0 .0 0 % 0 .0 0 %

매 우 만 만 족 보 통 미 흡 매 우 미

2. 본 교육과정의 전체적인 교육기간은?

0 .0 0 %

1 0 .0 0 %

2 0 .0 0 %

3 0 .0 0 %

4 0 .0 0 %

5 0 .0 0 %

교 육 기 간

교 육 기 간

교 육 기 간 3 3 .3 3 5 0 .0 0 1 6 .6 7 0 .0 0 % 0 .0 0 %

길 다 적 당 하 짧 다

   ▶ 건의 : 짧은 기간에 다양한 형태의 문서 작성에 다소 혼동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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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 교육과정은 조직에서의 업무수행에 어느 정도까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

십니까?

0 .0 0 %

2 0 .0 0 %

4 0 .0 0 %

6 0 .0 0 %

8 0 .0 0 %

업 무 수 행  기 여 도

업 무 수 행  기 여 도

업 무 수 행  기
여 도

3 3 .3
3 %

6 6 .6
7 %

0 .0 0
%

0 .0 0
%

0 .0 0
%

매 우 만 족 보 통 미 흡 매 우

4. 본 교육과정의 강사에 대한 소감은?

0 .0 0 %

2 0 .0 0 %

4 0 .0 0 %

6 0 .0 0 %

8 0 .0 0 %

강 사

강 사

강 사 6 6 .6 7 % 3 3 .3 3 % 0 .0 0 % 0 .0 0 % 0 . 0 0 %

매 우 만 만 족 보 통 미 흡 매 우 미

5. 본 교육과정의 강의실 환경 및 교육 기자재, 행정지원에 대한 소감은?

0 .0 0 %

1 0 .0 0 %

2 0 .0 0 %

3 0 .0 0 %

4 0 .0 0 %

5 0 .0 0 %

교 육 환 경

교 육 환 경  

교 육 환 경  5 0 .0 0 3 3 .3 3 1 6 .6 7 0 .0 0 % 0 .0 0 %

매 우 만 족 보 통 미 흡 매 우

   ▶ 건의 :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가 더 제공되면 좋겠다

6. 특히 유용한 과목(내용) 또는 개선할 과목(내용)은?

     ■ Professional Writing을 두 부분으로 나누면 좋겠다(Letter Course & 

Technical Writing 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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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8)

Nuclear English Training Course - Evaluation Report

▣ Title : Nuclear English Training Course

▣ Duration : 2006. 5. 29 – 6. 2 (  4days, 28hours)

   - 5.31 was Local Government Election day

▣ Attendants :  13 members

▣ Place :  KAERI Nuclear Training Center

     1) Advertisement

o Mail NEC announcement to 10 nuclear related organizations 

KAERI :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KINS :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NETEC : Nuclear Environment Technology Institute

KHNP : Korea Hydro & Nuclear Power

Doosan HI&C : Doosan Heavy Industries & Construction

KOPEC : Korea Power Engineering Company

NNCA ; National Nuclear Management & Control Agency

KOPEC : Korea Electric Power Research Institute

MOST : Ministry of Science & Technology

RCA : Regional Cooperative Agreement

o E-mail to former internationalization training courses attendants

     2) Type of students and Motivation

o Type of students

KAERI : 10 students ( 7 technical part, 3 managing part) 

KOPEC : 1 managing part

RCA : 2 managing part

o Motivation : nothing spe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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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yllabus

o attach reference #1

4) Instructor

o Profile 

Name : Mr. Stephen E. Ronto

Nationality : USA

E-mail :

Qualifications :

. 3 years experience on KAERI nuclear-related internationalization training 
courses.

· Business Communications Specialist at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KITA) 

· Lecturing at numerous enterprises

o Resume: attach reference #2

5) Questionnaire Analysis

o Overall Satisfaction Rate 

excellent 22%, very good 67%, good 0%, medium 11%, a little bad 0%, bad 
0%, very bad 0%

- Generally, They said the course was very effectual and will be helpful to 
do their work.

o Training duration was a little short. 

o Need to devide the attendants into two group - nuclear specialist and non
specialist 

********



- 371 -

(부록 9)

Nuclear English 교육과정 설문 결과

▣ 과정운  현황

   o 과정명 :  Training Course

   o 교육기간 : 2006.5.29 - 6.2

   o 수료인원 : 13명(소내 12명, KOPEC 1명)

   o 교육장소 : 국제원자력교육훈련센터 2층 대강의실

▣ 설문결과 

   o 종합평가 :  

  . 설문지 분석 및 개별 면담결과 동 과정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만족하며, 업무수

행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대부분 응답

  . 국제적인 회의나 외국인과의 업무적 접촉이 필요한 연구원들이 수강할 수 있도

록 본 과정을 정기적으로 개설하기를 희망

  . 신규 과정으로 수강인원이 많지 않았으나 매우 유용한 과정이라고 평가되며, 

보다 많은 인원이 수강할 수 있도록 향후 적극적인 홍보 등이 필요

   o 문제점 :

  . 수강자들의 업무공백에 따른 문제점과 관련 하루 4시간 교육으로 하고 전체적

인 교육기간을 늘리자(2명)

  . 전체적 교육시간이 짧다 -교육기간 확충(1명)

  . 전공 및 전문지식 편차에 따른 방향성 구분 필요 - 전공자와 비전공자 구분  

     . 적극적인 과정 홍보 및 참여 유도 정책 필요 - 적정 교육인원에 미달

   o 향후계획

  . 교육 수준과 방향성을 선정하여 상세 강의방향을 교육 안내시 공지 

  . 과정운 (평가 및 결과 통보 등)과 관련 세부 방침 확정 

  . 교육참여 승인자( 교육부서 및 과책 등)에게  교육협력 요청 등 적극적인 과정 

홍보 활동 수행

  . 2006년 하반기 또는 2007년에 본 과정 재 개설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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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요소 평가

문1. 강의 내용과 강사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0%

10%

20%

30%

40%

50%

1. 교육내용이 강의 계획서대로 진행되었다.

응답 0% 0% 11% 0% 22% 44% 22%

전혀그렇지
않다

그렇지않다
그렇지않은

편이다
반반이다 그런편이다 그렇다 정말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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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

30%

40%

50%

60%

70%

2. 교육 내용의 난이도가 적정하였다.

계열1 0% 0% 0% 11% 22% 67% 0%

전혀그렇지
않다

그렇지않다
그렇지않은

편이다
반반이다 그런편이다 그렇다 정말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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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 내용은 해당분야에 대한 이해와 지식습득에 도움이 되었다.

계열1 0% 0% 0% 0% 11% 67% 22%

전혀그렇지
않다

그렇지않다
그렇지않은

편이다
반반이다 그런편이다 그렇다 정말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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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30%

40%

50%

4. 강사는 강의준비가 충실하였다.

응답 0% 0% 0% 11% 11% 33% 44%

전혀그렇지
않다

그렇지않다
그렇지않은

편이다
반반이다 그런편이다 그렇다 정말그렇다

0%

10%

20%

30%

40%

50%

5. 강사의 강의 스킬이 우수하였다.

계열1 0% 0% 0% 0% 22% 44% 33%

전혀그렇지
않다

그렇지않다
그렇지않은

편이다
반반이다 그런편이다 그렇다 정말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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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6. 교재, 교육장비 등이 잘 갖추어져 있다.

응답 0% 0% 0% 0% 0% 67% 33%

전혀그렇지
않다

그렇지않다
그렇지않은

편이다
반반이다 그런편이다 그렇다 정말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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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30%

40%

50%

7-a. 교육 기간 및 교육 시간이 적정하였다.

계열1 0% 0% 11% 11% 22% 44% 11%

전혀그렇지
않다

그렇지않다
그렇지않은

편이다
반반이다 그런편이다 그렇다 정말그렇다

7-b 교육기간을 조절한다면 어떻게 조절하겠습니까?

▫ 하루 풀타임 강의는 업무수행에 어려움-교육기간을 늘려 반나절 강의로

▫ 오전에 업무하고 오후에 교육진행 바람직(5일정도)

▫ 총 교육시간을 늘려야 함



- 375 -

문2. 다음은 교육훈련 업무 수행과정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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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1. 교육 신청 및 수강을 위한 서류 및 절차가 간편하다.

응답 0% 0% 0% 0% 11% 56% 33%

전혀그렇지
않다

그렇지않다
그렇지않은

편이다
반반이다 그런편이다 그렇다 정말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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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40%

50%

2. 교육생의 불만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노력을 한다.

응답 0% 0% 0% 0% 11% 44% 44%

전혀그렇지
않다

그렇지않다
그렇지않은

편이다
반반이다 그런편이다 그렇다 정말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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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 프로그램, 강사, 교육일정 등 교육 관련 정보를 제 때에 제공해 준다.

응답 0% 0% 0% 0% 0% 56% 44%

전혀그렇지
않다

그렇지않다
그렇지않은

편이다
반반이다 그런편이다 그렇다 정말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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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3. 다음은 교육훈련 시설 및 이용 환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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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40%

50%

60%

1. 교육장(강의실, 실습실 등) 환경이 쾌적하다.(환기, 온도, 소음, 청소상태 등)

계열1 0% 0% 0% 0% 0% 44% 56%

전혀그렇지
않다

그렇지않다
그렇지않은

편이다
반반이다 그런편이다 그렇다 정말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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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30%

40%

50%

60%

2. 교육장의 교객편의 시설(휴게실, 화장실, 주차장 등) 이용이 편리하다.

응답 0% 0% 0% 0% 0% 44% 56%

전혀그렇지
않다

그렇지않다
그렇지않은

편이다
반반이다 그런편이다 그렇다 정말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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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

30%

40%

50%

3. 자료실, 실습 기자재 등의 부대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응답 0% 0% 0% 0% 11% 44% 44%

전혀그렇지
않다

그렇지않다
그렇지않은

편이다
반반이다 그런편이다 그렇다 정말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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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4. 교육관련 정보를 쉽게 얻을수 있다.(인터넷, 안내책자, E-Mail 등).

응답 0% 0% 0% 0% 33% 44% 22%

전혀그렇지
않다

그렇지않다
그렇지않은

편이다
반반이다 그런편이다 그렇다 정말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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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 관련 업무 처리를 위한 해당부서나 담당자와의 접촉이 용이하다.(전화, 방문, 이메일 등)

응답 0% 0% 0% 0% 0% 67% 33%

전혀그렇지
않다

그렇지않다
그렇지않은

편이다
반반이다 그런편이다 그렇다 정말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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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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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문A. 종합적으로 이번 교육내용애 대해서 만족하셨습니까?

응답 0% 0% 0% 11% 0% 67% 22%

매우불만족 불만족 약간불만족 보통 약간만족 만족 매우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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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60%

70%

문B.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수강목적이 충족되었습니까?

응답 0% 0% 0% 11% 0% 67% 22%

전혀충족되
지않음

충족되지않
음

별로충족되
지않음

보통 약간충족됨 충족됨 매우충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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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C. 이번 강의를 다른 동료나 후배에 권하시겠습니까?

응답 0% 0% 0% 11% 0% 33% 56%

전혀그렇지
않다

그렇지않다
그렇지않은

편이다
반반이다 그런편이다 그렇다 정말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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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D. 연수원의 교육훈련을 이용하시긴 전 기대했던 것과 비교해 볼때 이번 강의에 대해 얼마나 만족
하셨습니까?

기대 대비 만족도 0% 0% 11% 0% 0% 78% 11%

매우불만 불만족 약간불만 기대와비슷 약간만족 만족 매우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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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E. 연수원의 교육 훈련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직원의 태도와 행동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
하셨습니까?

응답 0% 0% 0% 0% 0% 33% 67%

매우불만족 불만족 약간불만족 보통 약간만족 만족 매우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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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F. 원자력연수원의 교육훈련 내용, 서빗, 직원의 응대, 이용절차, 시설 환경, 공공적 측면 등을 모두 고
려할 때 원자력연수원을 이용하시면서 원자력연수원에 대해 호감을 갖게 되었습니까?

응답 0% 0% 0% 0% 0% 67% 33%

전혀그렇지 그렇지않다 그렇지않은 반반이다 그런편이다 그렇다 정말그렇다

▢ 응답자 연령 ▢

0%

10%

20%

30%

40%

50%

응답자 연령

응답 11% 44% 44% 0% 0% 0% 0%

20~30 31~40 41~50 51~60 61세이상 그렇다 정말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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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0)

Collaborative Negotiation 설문조사결과 종합

(Collaborative Negotiation for Scientific Researchers)

▣ 과정운영 현황

   □ 교육일시 : 2006년 12월 12일(화) ~ 12월 15일(금), 09:10~17:00

   □ 교육장소 : 국제원자력교육훈련센터 1층 중강의실

   □ 교육인원 : 9명 중 8명 (미이수자 1명)

▣ 설문결과

   □ 종합평가 : 

     ￭ 설문지 분석 및 개별 면담결과 동 과정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만족하며, 

업무수행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대부분 응답

     ￭ 국제적인 회의나 외국인과의 업무적 접촉이 필요한 연구원들이 

수강할 수 있도록 본 과정을 정기적으로 개설하기를 희망

     ￭ 신규 과정으로 수강인원이 많지 않았으나 매우 유용한 과정이라고 

평가되며, 보다 많은 인원이 수강할 수 있도록 향후 적극적인 홍보 등이

필요

   □ 문제점 : 

     ￭ 수강자들의 업무공백에 따른 문제점과 관련 하루 4시간 교육으로 하고 

전체적인 교육기간을 늘리자 

     ￭ 전체적 교육시간이 짧다

     ￭ 전공 및 전문지식 편차에 따른 방향성 구분 필요 - 전공자와 비전공자

구분

     ￭ 적극적인 과정 홍보 및 참여 유도 정책 필요 - 적정 교육인원에 미달

   □ 향후계획 : 

     ￭ 교육 수준과 방향성을 선정하여 상세 강의방향을 교육 안내시 공지

     ￭ 과정운영(평가 및 결과 통보 등)과 관련 세부 방침 확정

     ￭ 교육참여 승인자(교육부서 및 과책 등)에게 교육협력 요청 등 적극적인 

과정 홍보 활동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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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요소 평가

문1. 강의 내용과 강사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1. 교육내용이 강의 계획서대로 진행되었다.

응답 0.0% 0.0% 0.0% 0.0% 0.0% 75.0% 25.0%

전혀그렇

지

그렇지않

다

그렇지않

은
반반이다

그런편이

다
그렇다

정말그렇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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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30.0%

40.0%

50.0%

60.0%

70.0%

2. 교육 내용의 난이도가 적정하였다.

응답 0.0% 0.0% 0.0% 0.0% 0.0% 62.5% 37.5%

전혀그렇지
않다

그렇지않다
그렇지않은

편이다
반반이다 그런편이다 그렇다 정말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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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 내용은 해당분야에 대한 이해와 지식습득에 도움이 되었다.

응답 0.0% 0.0% 0.0% 0.0% 0.0% 0.0% 100.0%

전혀그렇

지

그렇지않

다

그렇지않

은
반반이다

그런편이

다
그렇다

정말그렇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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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60.0%

80.0%

100.0%

4. 강사는 강의 준비가 충실하였다.

응답 0.0% 0.0% 0.0% 0.0% 0.0% 0.0% 100.0%

전혀그렇지

않다
그렇지않다

그렇지않은

편이다
반반이다 그런편이다 그렇다 정말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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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40.0%

60.0%

80.0%

100.0%

5. 강사의 강의 스킬이 우수하였다.

응답 0.0% 0.0% 0.0% 0.0% 0.0% 12.5% 87.5%

전혀그렇지

않다
그렇지않다

그렇지않은

편이다
반반이다 그런편이다 그렇다 정말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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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a. 교육기간 및 교육 시간이 적정하였다.

응답 0.0% 0.0% 12.5% 0.0% 25.0% 37.5% 25.0%

전혀그렇지
않다

그렇지않다
그렇지않은

편이다
반반이다 그런편이다 그렇다 정말그렇다

 6-b. 교육기간을 조절한다면 어떻게 조절하겠습니까?

                                                                                               

    ￭ 좀 더 길어야 할 것 같다. - 1명

문2. 다음은 교육훈련 업무 수행과정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0.0%

10.0%

20.0%

30.0%

40.0%

50.0%

1. 교육 관련 업무 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응답 0.0% 0.0% 0.0% 0.0% 12.5% 37.5% 50.0%

전혀그렇지
않다

그렇지않다
그렇지않은

편이다
반반이다 그런편이다 그렇다 정말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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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2. 교육생의 불만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노력을 한다.

응답 0.0% 0.0% 0.0% 0.0% 0.0% 50.0% 50.0%

전혀그렇지
않다

그렇지않다
그렇지않은

편이다
반반이다 그런편이다 그렇다 정말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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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20.0%

30.0%

40.0%

50.0%

3. 교육 신청 및 수강을 위한 서류 및 절차가 간편하다.

응답 0.0% 0.0% 12.5% 0.0% 0.0% 37.5% 50.0%

전혀그렇지
않다

그렇지않다
그렇지않은

편이다
반반이다 그런편이다 그렇다 정말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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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3. 다음은 교육훈련시설 및 이용 환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0.0%

10.0%

20.0%

30.0%

40.0%

50.0%

1. 교육장(강의실, 실습실 등) 환경이 쾌적하다. (환기, 온도, 소음, 청소상태 등)

응답 0.0% 0.0% 0.0% 0.0% 0.0% 50.0% 50.0%

전혀그렇지

않다
그렇지않다

그렇지않은

편이다
반반이다 그런편이다 그렇다 정말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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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20.0%

30.0%

40.0%

50.0%

2. 교육장의 고객편의시설(휴게실, 화장실, 주차장 등) 이용이 편리하다.

응답 0.0% 0.0% 0.0% 12.5% 0.0% 37.5% 50.0%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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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실, 실습 기자재 등의 부대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응답 0.0% 0.0% 0.0% 0.0% 12.5% 37.5% 50.0%

전혀그렇지

않다
그렇지않다

그렇지않은

편이다
반반이다 그런편이다 그렇다 정말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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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30.0%

35.0%

40.0%

4. 교육 관련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인터넷, 안내책자, E-mail 등)

응답 0.0% 12.5% 0.0% 0.0% 37.5% 37.5% 12.5%

전혀그렇지
않다

그렇지않다
그렇지않은

편이다
반반이다 그런편이다 그렇다 정말그렇다

0.0%

10.0%

20.0%

30.0%

40.0%

50.0%

5. 교육 관련 업무 처리를 위한 해당부서나 담당자와의 접촉이 용이하다. (전화, 방문, 이메일 등)

응답 0.0% 0.0% 0.0% 0.0% 12.5% 37.5% 50.0%

전혀그렇지

않다
그렇지않다

그렇지않은

편이다
반반이다 그런편이다 그렇다 정말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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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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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A. 종합적으로 이번 교육내용에 대해서 만족하셨습니까?

응답 0.0% 0.0% 0.0% 0.0% 0.0% 37.5% 62.5%

매우불만족 불만족 약간불만족 보통 약간만족 만족 매우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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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B. 교육과정을 통해 수강목적이 충족되었습니까?

응답 0.0% 0.0% 0.0% 0.0% 0.0% 75.0% 25.0%

전혀충족되

지

충족되지않

음

별로충족되

지
보통 약간충족됨 충족됨 매우충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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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C. 이번 강의를 다른 동료나 후배에 권하시겠습니까?

계열1 0.0% 0.0% 0.0% 0.0% 12.5% 12.5% 75.0%

전혀그렇지

않다
그렇지않다

그렇지않은

편이다
보통 그런편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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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문D. 연수원의 교육훈련을 이용하시기 전 기대했던 것과 비교해 볼 때 이번 강의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셨

습니까?

응답 0.0% 0.0% 0.0% 0.0% 0.0% 50.0% 50.0%

기대대비
매우불만족

기대대비
불만족

기대대비
약간불만족

기대와비슷
기대대비
약간만족

기대대비
만족

기대대비
매우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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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문E. 연수원의 교육 훈련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직원의 태도와 행동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셨

습니까?

응답 0.0% 0.0% 0.0% 0.0% 0.0% 37.5% 62.5%

매우불만족 불만족 약간불만족 보통 약간만족 만족 매우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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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F. 연수원의 교육훈련 내용, 서비스, 직원의 응대, 이용절차, 시설환경, 공공적 측면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원자력연수원에 대한 호감을 갖게 되었습니까?

응답 0.0% 0.0% 0.0% 0.0% 12.5% 12.5% 75.0%

전혀그렇지
않다

그렇지않다
그렇지않은

편이다
보통 그런편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응답자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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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20.0%

25.0%

30.0%

35.0%

40.0%

응답자 연령

응답 37.5% 12.5% 25.0% 25.0% 0.0%

20~30세 31~40세 41~50세 51~60세 61세이상



                        서   지   정  보  양   식     

 수행기관보고서번호  위탁기관보고서번호   표준보고서번호   INIS 주제코드

  KAERI/RR-2699/2006

     제목 / 부제  인력양성사업

연구책임자 및 부서명  민병주, 원자력연수원  

연 구 자 및 부 서 명

 유병훈, 이의진, 서경원, 한경원, 박남규, 조붕제, 김진업

 김영택, 강우조, 안성규, 현하욱, 최일기, 주용창, 원종열

 남영미, 이한영, 권혁, 권숙자, 지유진, 백윤소, 김선희, 양혜정, 

 유혜정

출 판 지    대 전 발행기관    한국원자력연구소 발행년  2007. 1

페 이 지    390p.     도  표  있음( ○ ),    없음(   ) 크  기    27Cm.

참고사항  

공개여부  공개( ○ ), 비공개(  )

보고서종류   연차보고서
비밀여부  대외비(   ),  __ 급비밀

연구위탁기관 계약번호

    원자력연수원은 지금까지 축적한 경험을 기반으로 교육훈련의 체계화와 전문화를 

더욱 기하고, 새로운 교육수요 창출을 위하여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동안 산발적

으로 이루어지던 소원교육체계를 정립하여 단계적, 체계적, 종합적 교육체계를 갖추었고 

효율적 교육과정개발을 위한 SAT(Systemetic Approch to Training)기법 연구 및 산

업현장 인력양성 수요조사 등을 통하여 교육훈련의 다양화, 다각화를 기하였으며 또한,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사이버 교육을 외국어 3개 분야를 선정 최초로 시도하였다.

   개발 분야에 있어서는 교육프로그램은 6개, 신규 과정은 15개를 개발 및 개선하였

다. 교육개발과 관련 특기 사항으로 “과학기술 연구윤리 현황 및 사례”집을 편찬하였으

며, 원자력 관련 전력/전기계열의 30개 산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교육훈련의 총괄적 성과에 해당하는 당해 연도의 총 교육훈련 인원은 4,186명 이었

으며 이를 위하여 103개 과정을 개설하여 125회 운영하였다. 이중 집합교육실적은 64

과정 104회 3,190명이며, 사이버교육(On-Line 어학교육)은 외국어 3개 분야의 39과정 

21회차 996명이 수료하였다. 집합교육을 분야별로 보면 산업 과정분야 39과정 67회 

1,718명(이중 학연 협동 교육 분야 4과정 24회 458명 포함)이며, 원자력 R&D요원 교

육분야(소원교육)는 25과정 37회 1,472명이 교육을 이수하였다. 이 외에도 

UST-KAERI 석․박사 과정을 4개 분야 개설하여 8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수행하

였다.

 주제명키워드

(10단어 이내) 

원자력교육개발, 원자력산업요원연수과정, 학연협동교육, R&D요원교육

사이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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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ed and improved. Especially to be noted in relation to education program 

development is that NTC has compiled and published a book titled "current 

status of research ethics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cases" and has also 

conducted a survey targeted at the 30 electric power/electricity industries 

related to nuclear power.   

    The total number of people who receive education for the year of 2006 

was 4,186 and a total of 130 training courses were established and 125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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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s operated and 3,190 persons participated while as for cyber 

education(on-line language education), 39 courses in 3 foreign language areas 

established, 21 times operated and 996 persons particip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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