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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1. 채목 

국제 원자력 교육훈련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연구 

11. 연구개발의 목척 및 필요생 

원자력발전 자립화를 통해 확보한 원자력지식과 전문인력은 다음 세대로 

계숭 발전되어야하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국제적인 원자력교육훈련 네트워크 

를 구축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활성화하는 것은 지속적인 원자력인력양 

성과 지식관리에 매우 유용하다. 특히 미래지향적인 원자력교육훈련 네트워크 

에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서 국제 원자력인력양성 사업에 대한 

기술 역량과 의지를 홍보하고 국제적 위상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게 되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한국의 제안으로 IAEA가 아시아원자력교육훈련네트 

워크(ANENT: Asian Network for Education in N띠ear Technology)를 설립하 

게 되었다. ANENT를 위하여 한국은 웹 포탈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최 

근에는 IAEA로부터 사이버플랫폼 개발 요청을 받게 되었다. 또한 아시아 원자 

력공학 석사과정 커리률럼 개발 활동도 지원하고 있다 :l-러나 ANENT 사업 전 

반적으로는 이와 같은 웹기반 구축 빛 커리률럼 개발 노력을 토대로 신규 사 

업을 수립， 추진함으로서 활성화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 

한펀， 한국은 아시아 지역에서의 협력을 토대로 세계적인 네트워크 협력체 

계인 세계원자력대학 (WNU: World Nuclear University)에 참여함으로서 국제 

적인 원자력교육훈련 네트워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 

었다. 특히 아시아지역에서 개최하게 되는 WNU 여름학교 유치가 현안으로 대 

두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IAEA의 아시아원자력교육훈련네트워크(Asian Network 

for Education in Nuclear Technology, ANENT)와 세계원자력대학(World 

Nuclear University, WNU) 네트워크에 한국의 효율적 참여방안 수립을 목표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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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는 1AEA ANENT사엽 한국참여 다원화， 세계원자력대학(WNU) 네트워크 

효율적 활용 방안 수립， 크리고 ANENT와 WNU 연계활용 방안 처l안 관점에서 수행 

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용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o 1AEA ANENT사엽 한국참여 다원화 

- ANENT 운영위원회 개최 및 사업추진 

- ANENT 사이버 원자력교육훈련 플랫폼 구축 빛 콘텐츠 확보 

- ANENT 웹 포탈시스템의 운영 및 개선 

o 세계원자력대학(WNU) 네트워크 효율적 활용 방안 수립 

- 세계원자력대학 사업 참여 

- 세계원자력대학 여름학교 활용방안 

o 삐ENT와 WNU 연계활용 방안 제 안 

- ANENT와 WNU 81 사이 버 교육자료 연계 

- ANENT와 WNU 교육훈련 연계 활동 제안 

1V. 연구개발 컬과 

1AEA ANENT사업 한국참여 다원화를 위하여 저113차 ANENT 운영위원회를 유치 

하고 개최하여 2007년부터 4년간 추진할 신규 사업 추진계획수립을 선도하였 

다. 이를 위하여 ANENT 현항， 웹기반 정보교류 경험 등 ANENT 운영을 위한 현 

황을 분석하고， 신규 사업화 지원 및 선도， 사업 추진계획 수립 협조 및 선 

도， 사엽 단위 업무 추진 안 제시 및 협조 등의 활동을 추진하였으며， 다음에 

언급하는 세부 사업들을 추진하였다. 첫째， ANENT 사이버 원자력교육훈련 플 

랫폼 구축을 위하여 웹기반 교육훈련 운영관리 시스템 기술요건 분석， 교육훈 

련 운영관리 업무흐름도 분석， 웹기반 교육훈련 운영관리 시스템 설계， 프로 

그램 코딩 및 시스템 성능확인， 그리고 사용자 매뉴얼 작성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1AEA 그룹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회원국들의 관점， 기술척인 관점， 

크리고 사이벼 콘벤츠 확보 활동과의 연계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둘째， 교육 

훈련 콘탠드츠 확보를 위해 1AEA에서 현재까지 수행한 교육훈련 과정/자료들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였다. 조사된 자료들은 수집/전환 과정을 거쳐 ANENT 사이 

버 플랫폼상의 공개 과정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향후 승인과정으로 개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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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할 과정으로 9개를 도출하였다. 이중에서 에너지 계획 과정은 2007년 중 

에 운영할 예정이다. 셋째， 원자력인력개발센터가 기존에 개발한 ANENT 웹 포 

탈시스템에 새로 개발된 사이버 플랫폼 기능을 추가하고， 수록된 정보와 데이 

터를 수정 보완 또는 추가 입력하는 동의 방식으로 운영 활동을 지속하였다. 

WNU 네트워크 효율적 활용 방안 수럽의 일환으로 WNU 운영본부에 파견된 전 

문가를 통해 WNU-SI 커리률럼과 캉의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흐름을 유지하면서 

국내 개최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커리률렴을 공동 개발 하였다. 이번 2007 

년 WNU-SI 커리률럼에는 성공적인 원자력 개발의 대표적인 모델로써 우리나라의 

원자력 도입과 개발사례를 소개하고， 이제 원자력을 도입하려는 나라의 계획을 

소개하는 캉의를 추가하였으며， 관련 시설들을 방문하도록 하였다. 또한， 미래 

원자력기술로써 핵융합기술， 원자력수소기술 둥 주요 원자력기술 분야 강의에 

우리나라의 해당분야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의 원자력 개발과 기술자립과정과 우리의 선진 원자력 기술을 홍보하는 좋은 계 

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또한 세계 주요 원자력기관의 기관장과 원자력관련 

국제기구나 단체의 전 • 현직 사무총장， 주요 원자력산엽체의 CEO 둥을 초청연사 

로 초빙함으로서， 이들의 관련분야 기관방문 빛 협의 동으로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언척 네트워크 구축의 계기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한편 국내전분가와 

이들과의 대담， 언론과의 인터뷰 :l려고 지상대담 동을 통해 원자력홍보에 활용 

하는 방안을 수립하였다. 최종적으로 WNU-SI 국내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3명의 

국내 원자력 전공 대학원생을 선발하였으며， 이들이 소므룹활동 및 산업시찰에 

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참가 전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 참가 지원 

절차의 시기와 지원 규모 동 향후 지속적인 WNU-SI 참가 지원을 위해 고려하고 

개선해야 할 사항들을 도출하였다. 

때ENT와 WNU 연계 활용을 위하여 교육자료를 연계활용 방안과， ANENT-WNU 

연계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첫째 방안은 2007년 WNU 여름학교 캉의내 

용을 사이버 교육 자료로 개발하여 WNU 여름학교 홈페이지와 ANENT 사이버 플 

랫폼에 탑재하여 여름학교에 참여하지 못한 전 세계 젊은 과학기술자들에게 지 

식자료로 제공하는 것이다. 둘째 방안을 위해서는 ANENT 와 WNU 주요 활동을 

비교 분석하여 교육훈련 측면에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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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였다. 특히 학생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한 원격교육 활용은 %따NT와 WNU가 

보유하고 있는 개발 중인 사이버 교육 자료를 공동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공동 활용의 차원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은 2007년 WNU 여름학교의 교과내용을 

사이버 교육 자료로 개발할 것을 제안하고 추진 중이다. 또한 ANENT 와 WNU 

교육훈련 협력 및 공동사업 분야로서 학생 교류， 사이버 교육자료 공동 개발， 

ANENT-WNU 교육과정 운영， 표준 커리률럼 개발， 학점/학위 상호 인정 둥 지역 

적 특성과 내용적 특성을 고려한 ANENT와 WNU의 향후 교육훈련 협력 및 연계 

활동에 관한 5 가지 제안사항을 도출하였다. 

v. 연구채발쩔파의 활용껴I획 

IAEA 사엽언 ANENT 구축과 활용에 우리나라는 Cyber Platform 개발을 시작 

으로 향후 회원국 및 IAEA 보유 교육 자료의 탑재와 과정운영에 주도적인 역 

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결과불을 바탕으로 때ENT사엽에의 활 

용방안은 아래와 같다. 

첫째， 동 과제 결과불로 생산된 ANENT 3차 운영회의 보고서， Cyber Platform 

검토 결과보고서는 lAEA ANENT 기술지원 과제의 근간으로 활용할 것이다. 

둘째， 2007년부터 4년 동안 lAEA가 지원하는 ANENT 지역 과제에 한국의 전분 

가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였음으로 우려나라의 교육훈 

련과 관련 되는 커리률럼 개발， IT 접복 기술 동의 사엽 추진에 경제적인 이익 

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아시아 지역에서 우리나라가 ANENT를 주도함으로써 개발도상국과의 원 

자력인력양성 협력 사업이 확대될 것이다. 

세계원자력대학(WNU) 네트워크 효율적 활용 방안 수립과 관련하여 2007년 

6-7월 중에 WNU SI를 본 연구를 통하여 준비하고 계획한 바와 같이 추진하고 

활용할 것이다. 또한 계속적으로 WNU 활동에 참여할 것이다. 

동 과제 결과물로 M모NT와 WNU의 주요 활동을 비교분석하고 지역적 그러고 

내용적 특성을 고려하여 5개 분야 즉 (1) 학생 교류 확대， (2) 사이버 교육자 

료 공동 활용과 공동 개발， (3) ANENT-WNU 교육과정 운영， (4) 표준 커리률렴 

개발， (5) 학점/학위 상호 인정에 관해 WNU와 AENNT가 연계하여 협력하고 활 

동할 것을 제안하였다. 향후 활용분야는 다음과 같다. 

- lV -



첫째， 학생 교류 확대를 통해 개발도상국 우수 학생을 국내 석 • 박사과정에 

유치하고 나아가 이들을 국내 원자력 이용개발의 인적자원 활용한다. 

둘째 WNU 여름학교 강의내용을 사이버 자료로 제작 지원하여 WNU가 앞으로 

자체개발하는 사이버 교육 사업에 한국 기술이 진출하는 배경으로 활용한다. 

셋째 M따NT-WNU 공동 교육과정 운영 제안을 한국에서의 유치에 활용할 것이 

다. 

넷째， 표준 커리률럼 개발은 우리나라의 원자력교육훈련의 질과 국제화를 제 

고하는 데 활용한다. 우리나라의 원자력공학과 과학에 관한 커리률렴들이 개 

발도상국에게 전수하는 기회로 활용한다. 

다섯째， 학점/학위상호 인정은 개발도상국과의 교육훈련의 협력과 교류의 폭 

을 넓히는 계기가 되고 상호 인정에 따라 중복 투자를 제거하는 효율성 확대에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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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1. R훌D Title 

A Study on the Promotion of Networking for International Training and 

Education in Nuclear Technology 

11. Objective and 1mportance of the R&D 

The nuclear knowledge and manpower obtained through the process of self 

reliance of nuclear technology need to be transferred to the next 

generation and enhanced. For this , the establishment of international 

nuclear education and training networks , active participation in the 

networks , and promotion of such networks are considered important for the 

sustainable cultivation of nuclear human resources and management of 

nuclear knowledge. In particular , Korea ’ s active roles in future oriented 

nuclear education and training networks will lead to the demonstration of 

her well established capaci ty in nuclear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n 

the world nuclear society. 

Addressing the abovementioned need , Korea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the lAEA ’ s Asian Network for Education in Nuclear Technology (ANENT). 

Then Korea developed the ANENT web-portal and is operating the web-portal. 

Now the web-portal requires upgrading to offer a addi tional function , 

which is cyber platform. On the other hand , the country is supporting an 

파\JENT activity which is establishment of reference curr‘ i cul a on nucl ear 

engineering. However , the ANENT needs further promotion of its activities 

based on the efforts for the establishment of web-based infrastructure and 

the development of reference curr‘ icula. 

Further , Korea is in need of utilizing inter-regional nuclear education 

and training networks such as the World Nuclear University (WNU) based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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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ts experience wi th the regional network, i. e. ANENT. 1n particular , a 

current issue is hosting the 2007 WNU 8ummer 1nstitute (81) , which is to 

be held somewhere in Asia 

Thus , the purpose of this R&D is to devise ways to effective participation 

in the 1AEA ANENT and WNU networks. 

111. Scope and Contents of the R&D 

The R&D deals with diversification of Korea ’ s participation in ANENT , 

establishment of a methodology for the effective utilization of WNU 

network , and methodology for the cooperation between ANENT and WNU. 

Details of the scope and contents are as follows: 

o diversification of Korea ’ s participation in ANENT 

hosting of the ANENT coordination commi ttee meeting and 

implementation of a new project 

- establishment of the ANENT cyber platform and preparation of cyber 

contents 

- operation and improvement of the ANENT web-portal 

o establishment of a methodology for the effective utilization of WNU 

network 

- participation in the WNU project 

- establishment of methodology for the utilization of WNU 81 

o methodolo앓 for the cooperation between ANENT and WNU. 

- cooperation in the use of cyber contents 

- cooperation in education and training activities. 

1V_ Results of the R흩D 

For the diversification of Korea ’ s participation in the ANENT , the country 

contributed to the establishment of a new project (2007-2009) fo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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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otion of ANENT activities and its implementation plan through hosting 

the third ANENT coordination committee meeting, coordination with member 

countries , and assisting the 1AEA. Along the same , the Nuclear Human 

Resource Development Center of KAER1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cyber platform, which is added to the existing ANENT web-portal. Then, the 

portal was reviewed by a group of 1AEA experts , in the aspects of 

harmonizing the needs from member countries , technical integrity, and user 

friendliness. Also , available course contents from 1AEA were surveyed. The 

contents will be collected and converted before being up-loaded onto the 

cyber platform as ANENT open courses. As part of the survey , 9 courses for 

future development as ANENT approval courses were identified. 1n 

particular an approval course entitled as "Energy Planning" was planned to 

be implemented in 2007. Finally, the ANENT web-portal including the cyber 

platform was operated and improved by upgrading and adding information and 

data 

1n order to promote the domestic cul tivation of young scientists , Korea 

hosted 2007 WNU 81 for the first time in Asia. An Agreement was made 

between KAER1 and WNU to organize the 8ummer 1nsti tute. Based on this , 

KAER1 staff was attached to the headquarter office of WNU to develop the 

curr‘ icula of WNU 81 jointly. Keeping the basic structure of the original 

curr‘ icula, the developed curricula included Korean experience of self 

reliance , as a model case , in nuclear power technology and development of 

advanced technology as well as a case of planning to introduce nuclear 

power in Vietnam. For this , domestic experts were invited as lecturer and 

visi ts to related faci li ties was planned. Also , internationally famous 

CEOs from the worldwide nuclear communi ty were invi ted as distinguished 

speaker. They are expected not only to give speech but also to provide the 

domestic nuclear community with an opportunity to establish international 

human networks and seek ways for cooperation in the nuclear field. On the 

other hand, other activities of the international experts such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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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s on mass media are foreseen to enhance public understanding on 

the peaceful use of nuclear energy. Finally, domestic participation in the 

81 was encouraged through provision of financial support and guidance on 

their active participation and leading roles in the event. 

Methodology for the cooperation between ANENT and WNU was studied 

resulting in 2 ways. Primarily, it was suggested and prepared to produce 

cyber contents from 2007 WNU 81 so that they can be up-loaded both on WNU 

web si te and ANENT cyber platform. This will promote dissemination of 

knowledge in a broader way. 8econdly, cooperation in education and 

training activities was suggested to conduct exchange of students , joint 

development of cyber contents , operation of ANENT-WNU joint courses , 

development of reference curricula, and mutual recognition of credits and 

degrees. 

v. Plan for Application of the R&D Results 

With regard to the diversification of Korea ’ s participation in ANENT , 

KAER1 will continue to upgrade the ANENT web-portal inc1 uding the cyber 

platform. Available education and training course contents will be 

collected and up-loaded onto the cyber platform as open courses. Also 

approval courses identified in this study will be developed and operated 

timely. One of the important approval courses will be nuclear engineering 

course for which Korea will make use of its extensive experience. 

Concerning the establishment of a methodology for the effective 

utilization of WNU network, 2007 WNU 81 will be implemented as planned in 

July and August 2007. Participation in WNU activities will also be 

continued 

Finally, the methodology for the cooperation between ANENT and WNU will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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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lemented as follows: 

- cooperation in the use of cyber contents from 2007 WNU 81 wi 11 be 

produced during the event and they wi 11 be up-loaded both on WNU web 

site and ANENT cyber platform for common use. 

- cooperation in education and training activities will be implemented by 

way of exchanging students , ‘jointly developing cyber contents , operating 

ANENT-WNU joint courses , developing reference curricula, and realizing 

mutual recognition of credits and degr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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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연구채발 과제의 채요 

저I 1 장 연구개발의 필요성 

가- 기술척 측면 

기술적 측면에서 연구개발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 원자력발전 자립화를 통해 확보한 원자력지식과 전문인력은 다음 세대로 

계승 발전되어야하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세계원자력대학 네트워크에 참 

여하는 동 국제원자력교육훈련 네트워크 사업 수행은 지속적인 원자력인력 

양성과 지식관리에 매우 유용함. 

- 한국의 제안으로 lAEA가 설립한 아시아원자력교육훈련네트워크〈삐ENT)에서 

한국은 ANENT 웹 포탈을 개발 운영하고 있으며， lAEA로부터 사이버플랫폼 

개발 용역을 받아 수행 중에 있음. 

- 또한 ANENT 사업으로 추진되는 아시아 원자력공학 석사과정 커리률럼 개발 

과 회원국 간의 정보/자료/인력 교류 사엽에 한국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나- 경처I .산업적 측변 

경제 · 산엽적 측면에서 연구개발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 원자력 선진 국가의 교육훈련프로그램과 정보교류 인프라를 구축하여 국내 

교육훈련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및 개발도상국과의 교육훈련지원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향후 원자력 기술 시장 진출 기반이 확대 될 것임. 

- 교육훈련 네트워크를 통해 사이버 교육훈련 플랫폼을 포함한 교육 프로그 

램/콘텐츠 동 교육IIT 분야의 해외 진출이 가능함. 

다- 사회 ·문화적 측변 

사회 · 분화척 측면에서 연구개발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 미래지향적인 원자력교육훈련에 대한 기술역량과 의지를 홍보함으로서 글 

로벌 네트워크인 ANENT와 WNU의 국제원자력인력양성사엽에 있어서 주도적 

인 위치를 확보함으로서 사회문화적인 국제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함. 

- 국제 원자력교육훈련 사엽에서 주도적인 역할 수행으로 해외 전문인력의 

양성에 참여하여 세계 속에 우리의 위상을 제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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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2장 현재까지의 추진현황 

본 연구와 관련하여 추진된 현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o 2003년 6월 lAEA ANENT 구축 자문회의 국내 유치 

- 일시 2003.6.30 - 7.4 

- 장소: 원자력연수원， 한국원자력연구소 

- 참가 IAEA ， 일본， 언도， 따키스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한국 

- 내용: 회원국 현황 파악 및 ANENT 사업 착수 제안서 초안 작성 

(ANENT 임시 Website 제작지원， www.anent-temp.org) 

o 2003년 9월 제47차 IAEA 정기총회 원자력지식관려 기술전시회 개최 

- 일시 2003.9.15 - 17 

- 장소: 오스트리아 비엔나， lAEA본부 

- 내용: 한국의 원자력지식관리 활동과 IAEA와의 미래 원자력인력양성 

협력방안 제시 

원자력지식보존과 원자력정보화 협력 

인력양성과 교육훈련의 국제협력 틀 제시 (Networking 개념도 

。1\
닙/ 

전시영상물/ 패널 제작， 사이버/네트워킹 IVR Simulation 동 교 

육훈련 기법시연 

o 2004 1건 2월 저111차 ANENT 운영위원회 개최 

- 일시 2004.2.23 - 27 

- 장소: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르 

- 내용 ANENT 사업계획서 확정 및 회원국별 담당 업무 할당 

한국 Web상에서의 교육훈련 정보/자료교환과 Full Scope ANENT 

Web 제작 

말레이시아: 학생， 교수， 연구요원교류 자료 조사 취합 

팔리핀: 원격교육자료 조사 취합 

베트남 Power ， Non-Power분야 커리률럼 조사 취합 

스러랑카: 타 네트워크 및 관련기관과의 협력을 위한 자료 조사 

취합시연 

o lAEA 아시아 원자력교육훈련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연구 

- 기 간 2004.5.1 - 2005.4.30 

- 연구개발 내용 ANENT 사업계획서 확정 및 회원국별 담당 업무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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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EA ANENT Web-portal 및 교육 훈련 DB의 개 발 

회원국 원자력 교류 협력을 위한 자료 입력 

ANENT Web-portal 및 DB의 시 범 운영 

개발된 ANENT Web-portal 빛 DB의 검토를 위한 지역 간 워크숍 

개최 

- 연구개발 결과 

. ANENT-portal 개발 완료 (www.anent-iaea.org) 

각 회원국으로부터의 자료와 데이터 수집 및 입력 

지역 간 워크숍 개최를 통해 개발된 Web-portal에 대한 명가， 

개선， 자료추가 

향후 장기적인 Web-portal 기능 향상 방안 도출 

한편， 현기술상태의 취약성 및 앞으로의 전망은 다음과 같다. 

- IAEA 주도로 수행되고 있는 ANENT 사업은 회원국의 차세대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할 것임. 그 예로 아시아 지역 원자력 석사 커리률럼이 

개발되고 있으며， 한국은 lAEA로부터 ANENT 사이버플랫폼 개발 용역 

을 수주하여 수행 중에 있으며， 향후 회원국 간의 교육훈련 협력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임. 

- ANENT 사업에 참여하는 회원국은 자국의 원자력 전분인력 양성에 필 

요한 다자간 협력의 일환으로 ANENT 웹 포탈을 활용하길 기대하고 

있음. 그러므로 때ENT는 IAEA의 지식관리사엽의 일환으로 확대 발전 

될 것임. 

- 또한 lAEA가 후원하고 WNA가 주도하는 세계원자력대학(WNU)은 법지역 

간 교육훈련 네트워크로 발전하고 있음. 특히， 한국은 WNU에의 적극 

적 참여로 아시아지역에서의 원자력교육훈련 허브 역할을 주도할 것 

으로 기대됨. 

본 연구와 관련한 산업체 참여시기 및 방법에 대해서는 ANENT사업 추진에 국 

내 원자력공학과 대학뿐만 아니라 원자력발전 관련 산엽체 산하 연수기관의 참여 

가 바람직하다.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우월한 분야에 있는 원자력 발전분야의 교 

육훈련은 지역 내에서 강점이 있는 분야이다. 따라서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동의 기관 내 교육부서와 협력할 것이다. 

? 

니
 



저13장 연구목표 및 내용 

가. 연구목표 

본 연구는 1AEA의 아시아원자력교육훈련네트워크(Asian Network for 

Education in Nuc1 ear Technology, ANENT)와 세계원자력대학(Wor1 d Nuc1 ear 

University, WNU) 네트워크에 한국의 효율적 참여방안 수립을 복표로 하였다. 

나- 연구내용 

상기 목표를 탈성하기 위한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o 1AEA ANENT사엽 한국참여 다원화 

- ANENT 웹 포탈시스템의 운영 및 개선 

- ANENT 사이버 원자력교육훈련 플랫폼 구축 및 콘벤츠확보 

- 제3차 ANENT 운영위원회 개최 (ANENT의 운영방안 도출) 

o WNU 네트워크 효율적 활용 방안 수립 

- WNU 사업 참여 

- WNU 81 커리률럼 공동 개발 

- 국내 원자력 기술 홍보 

o 삐ENT와 WNU 연계 활용방안 제안 

- ANENT, WNU 교육자료 연계활용 

- ANENT-WNU 연계 교육 프로그램제안 

본 연구를 통하여 얻어지는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AJ\모NT와 WNU 회원국들의 원자력 이용개발 및 동향 정보자료 국내 산학연이 

활용 

- ANENT-WNU 회원국들에게 국내 우수기술을 직접척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 

확보로 국내 원자력기술 투명성 증대 

- 국내 차세대 원자력 전문인력들에게 세계 원자력계의 리더들과의 네트워크 

형성 기회를 제공 

- ANENT 및 WNU 네트워크를 통한 국제 원자력교육훈련 사엽에 주도적인 역할 

을 수행함으로서 세계 속에 우리의 기술력 제고 및 원자력 기술 수출의 기 

반 확보에 기여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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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4장 추진전략 및 체계 

가. 기술 로드맴 

본 연구와 관련된 기술로드맴은 [그럼 1] 와 같다. 

국제 

뭔N력 

2006 2007 2008 2009 20 10 

톨羅鍵펠l 장단기 국쩌|교육 l 
프로그램 l 흩聽題聽톨 

범지역 

선진 

국제 

원^~력 

교육훈련 

네트원코 

활성화 

마시N 원자력교육 네트원크(ANENT) 협력 

세계뭔자력 대학(WNU) 네트워크 활용 

범 지역간 

원자력교육 

네튼워크협력 

t빽
 혈
 꽤
매
 

[그림 1] 기술 로드랩 

나- 추진전략 빛 방법 

WNU Summer Institute 프로그램 개발 및 ANENT 운영위원회 개최 시 국내 

학연산 관련 전문가 참여를 확대시키고， 국내 원자력공학 교육관련 대학， 한 

수원 등 산엽체 연수기관， 규제기관 교육부서 전문가를 자문 그룹으로 구성 

하는 동 ANENT와 WNU 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네트워크 참여를 유 

도하고 연계 활용을 모색한다. 

다. 연구개발 추진체계 

연구 개발 추진체계는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의 중장기적 목표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 [그럼 2] 참조) 

b 당해 연도 목표: 국제 원자력 교육훈련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연구 

- IAEA ANENT사업 한국참여 다원화 

- WNU 네트워크 효율적 활용 방안 수립 

- ANENT와 WNU 연계 활용 방안 제 안 

。 중장기복표 ANENT-WNU 국제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참여 

- IAEA/ANENT 아시 아 지 역 방사선 방호 석사과정 

- ANENT-WNU 원자력공학 석 사과정 

- 한국 파견관의 WNU 교육 프로므램 개발 지속적 참여 

I 

니
 



- 장기적인 아시아 지역 국제 원자력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를 

를 
‘~ 천문가뺀 l 

원자력연수원 

[그림 2] 연구개발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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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국때와 지술채발 현황 

현재 국내에는 원자력인력양성 및 교육협력을 위해 5개 대학 원자력공학과 

의 네트워크인 원자력공학과 학과장협의회가 있고， 원자력인력개발젠터〈구 원 

자력연수원)와 한수원 원자력교육원 동 원자력 전문 인력을 위한 교육훈련 네 

트워크인 원자력교육훈련협의회가 있으나 실질적인 활동은 미약한 상태이다. 

국외의 원자력 교육훈련 네트워크는 크게 자국(National) 네트워크와 국제 

(International) 네트워크로 나눌 수 있는데， 자국 네트워크로서는 캐나다의 

원자력공학 우수대학 네트워크 (UNENE-University Network of Excellence in 

Nuclear Engineering)나 벨기에의 원자력공학 네트워크 (BNEN-Belgian Nuclear 

Engineering Network) 퉁이 활동 중이다. 국제 네트워크 중 법지 역 (Regional) 

네트워크의 대표적인 사례는 ANENT와 유럽원자력교육훈련네트워크 

(ENEN-European Nuclear Education Network)가 있다. ENEN은 원자력교육훈련의 

보존과 개발을 위한 유럽연합 국가들의 네트워크로서， 원자력 공학 분야의 유 

럽통합의 석사과정을 운영하고， 학생 및 교사의 교환프로그램 추진， 상호 학점 

인정 동 협력 체계 구축， 대학과 연구소， 산업체 동 관련 기관의 협력 증진， 

원자력 공학의 교육 및 훈련의 질적 수준 중대 동을 복적으로 구성되었다. 실 

제로 국제 세미나， 교육훈련 코스， 워크숍， 석사과정 운영 동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세계원자력대학(WNU)은 가장 대표적인 글로벌 원자 

력교육훈련 네트워크이다. 따라서 범지역 네트워크인 ANENT 사업에의 활발한 

참여와 글로벌 네트워크인 WNU의 여름학교 개최를 기회로， 교육훈련 네트워크 

협력 활성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서 원자력 지식보존 및 인력양성 분야에 

기여하고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데， 기술적， 시간적으로 적절한 위치에 있다 

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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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연구채발 수행때용 및 결과 

제 1 장 IAEA ANENT사업 한국참여 다원화 

한국원자력연구원은 한국을 대표하여 lAEA의 ANENT 발족에 기여하였다. 

2004년 2월에 발족한 ANENT에서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추진하였다. 

- 웹기반 원자력교육훈련 데이터/정보 교류 〈뻐ERII한국) 

- 학생 및 교수자 교류 촉진 (MINT/말레이시아) 

- 원격 학습 추진 (PNRI/필리핀) 

- 기준 과정개발 빛 학점 상호인증 제도 개발 (HUT!베트남) 

- 타 네트워크와의 연계 추진 (UC/스리랑카) 

한국은 ANENT의 5개 활동 중 웹기반 원자력 교육훈련 정보/자료 교환 분야 

활동을 탐당하는 한펀 전반적인 ANENT 사엽 추진을 선도하고자 노력하고 있 

다. [1]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5년 까지는 ANENT 웹포탈을 개발하여 운영 

하는 동 기반 구축에 기여하였으며 [2 ， 3 ， 4] , 의장국 역할(2005.10-2007.11)도 

맡게 되었다:l려나 ANENT 사업을 활성화 하기위해서는 한국의 ANENT 활동 참 

여 다원화를 통한 선도적 역할의 강화가 필요하였다. 

본 과제에서는 ANENT 신규 사업 추진， 사이버플랫폼 구축 빛 콘텐츠 확보 

활동 그리고 ANENT 웹포탈 운영 및 개선 관점에서 단계적인 구체적 활동을 중 

심으로 참여 다원화를 추진하였다. 이들 활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ANENT 운영위원회 개최 빛 신규 사엽 추진 

- ANENT 운영을 위한 현황분석 (아시아 원자력 인력개발 수요， ANENT 현황， 

웹기반 정보교류 경험) 

- 제3차 운영위원회 개최 (유치 및 운영， 발표， 참여 활성화) 

- 신규 TC 사엽 추진계획 엽푸계획 수립 및 추진 (사엽화 지원 및 선도， 사 

업 추진계획 수립 협조 및 선도， 사업 단위 업무 추진 안 제시 빛 협조， 

사업 추진) 

o ANENT 원자력교육훈련 사이버 플랫폼 구축 및 콘댄츠 확보 

- 사이버 플랫폼 개발 

- 원자력교육훈련 과정/자료 수집활동 

- 개발된 사이버 플랫폼 전문가 검토 

o ANENT 웹포탈 운영 및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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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은 업무 내용을 주요 활동 중심으로 상관관계를 표시하여 [-2림 

3] 에 제시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각 세부 항봄에 따라 기술하였다. 

문야 

ANENT 
사업 추진 

사이버플랫 
폼 구혹 및 

콘텐츠 확보 

ANENT 웹포 
탈 운영 및 
개선 

사이버플랫폼 

개발 

기능추가 

단계적 주요 활동 

ANENT 
운엉위원회 개최 

콘텐츠 운영요건 

자료입력 자료입력 

• • 
월포탈 운명 및 개선 

[그림 3] ANENT 사업 참여 다원화 추진 체계도 

져11철 ANENT 운영위훤회 개최 및 사업추진 

1. ANENT 운영을 위한 현황분적 

사이버를랫폼 

겁토회의 개최 

자료 입력， 개선 

L 

ANENT 운영에 있어 분담된 엽무 (Activity 1: 웹기반 정보교류)를 충실히 수 

행하고，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위한 목적으로 아시아지역에서의 원자력 인력개발 

수요， ANENT 현항 및 ANENT Web-portal을 통한 지식 전달 경험에 대하여 검토하 

였다. 

아시아지역 원자력 인력개발 수요에 대하여 먼저 세계 및 아시아 지역의 에너 

지 수요 예측과 원자력 에너지의 중요성을 친환경성， 경제성， 안전성 및 안정성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이어서 원자력 에너지 이용 재부흥에 장벽이 되는 요인으 

로서의 전문인력 공급부족 문제를 장기적 인력개발 투자 노력의 필요성 관점에서 

사례를 분석하였다. 최종적으로 아시아 국가들에서의 원자력인력 현황 및 수요에 

관한 자료를 정려하였다. 

ANENT 현황에 대해서는 먼저 지식관리 관점에서 원자력인력 양성의 팔요성에 

대한 세계적 공통 관심사와 아시아지역의 특수성을 검토하였다. 아시아지역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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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은 성장 분야의 다양성과 인력 양성을 위한 “ 80ft Infrastructure" 구축의 필 

요성 퉁이다. 이어서 M모NT의 발족 배경과 활동 내용을 정리하였다. 주요 활동성 

과는 사이버 플랫폼을 포함한 웹포탈 개발과 원자력공학 석사 기준 교과과정 안 

을 작성한 것이었다. 최종적으로 삐ENT를 향후 4년간 지원하게 되는 신규 IAEA 

TC 사업안을 분석하고 세부 추진방안을 구상하였다. 

2. lAEA 지식관려 빛 저Q3차 ANENT 운영위원회 개최 

제3차 ANENT 운영위원회는 원자력지식관리에 관한 회의와 함께 “%따NT에 관 

한 IAEA 기술회의”라는 명칭 하에 2006년 9월 초에 일주간 원자력연구원에서 

개최되었다. 의장국 역할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원자력인력개발젠터의 적극적 

인 회의 유치 제의와 협의에 의하여 회의 개최가 가능하였으며 회의 준비 및 

진행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주요 활동은 유치/운 

영， 학술발표 및 사엽계획 수립이다. 

유치/운영 활동에는 유치 협의， 프로므램 준비， 발표 자료집 발간， 회의 진 

행， 회의결과 보고서 작성， 그리고 제반 편의 제공 둥이 포함되었다. 프로그램 

준비 과정에서는 한국의 각 분야별 전문가 발표를 최대한 고려하였으며， 회원국 

의 균형 있는 발표를 도모하였다. 본 회의에는 lAEA, 117fl 회원국 그리고 6개 협 

력 또는 협력예정 회원기관으로부터 34명이 참가하였다 [그림 41. 회원국은 중 

국， 봉고，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스리랑카， 언 

도， 파키스탄이었다. 협력 또는 협력예정 회원국은 Dalton University (영국) , 

European Nuclear Education Network (ENEN) , Forum for Nuclear Cooperation in 

Asia (FNCA) , Kaz따dlstan Center of Nuclear Technology 8afety, Moscow 

Engineering Physics Institute (MEPhI) , 그리고 RCA-RO이었다. 

학술발표에는 원자력 연수원 뿐만 아니 라 국내 전분가들의 발표가 다수 포함되 

었다. 원자력인력개발센터가 발표한 주제들은 다음과 같다. 

- Future Prospects of Energy Growth and Need of HRD in Asia 

- ANENT: The Asian Initiatives for Nuclear Education Network 

- Knowledge Transfer throu헐1 마'lliNT Web-portal 

- Activi ty 1: Exchange of Information and Materials for Education and 

Training 

회의 진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지식관리에 관한 발표 및 토론으로 

부터 ANENT의 역할을 재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회원국들이 합의하는 향후 활동계 

- 10 -



획을 수립하도록 한 것이었다. 

사업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다음의 별도 항목 하에서 기술하였다. 

[그림 4] 제3차 ANENT 운영위원회 

3. 뻐ENT의 신규 사업 운영방안 수렵 빛 추진 

가. 예ENT의 신규 사엽 운영방안 수럽 

ANENT 발족 이래 이의 운영에 필요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하여 lAEA의 TC 

(Technical Cooperation)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는 방안을 모색해 왔으며 한국은 

이에 적극 협조하였다. 이 결과 2005년 베트남에서 개최된 제2차 ANENT 회의에서 

아시아 지역의 원자력교육훈련 소프트 기반 (Software Infrastructure) 구축을 

목표로 한 TC 사업 제안서를 공동으로 작성하였다. 이어서 한국은 공식적으로 

lAEA에 상기 사업의 실현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고， lAEA 회원국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수차례 동일한 입장을 강조하여 표명하였다. 2006년에 이르러 IAEA TC에 

서 동 사엽제안을 조정하여 수락하였다. 즉 TC Non-RCA 사엽의 일환으로 

“Supporting Web-based Nuclear Education and Training through Regional 

Networking" 이라는 제목으로 수락하였다. 이를 보면 그동안 한국이 %따NT 활동 

으로 기여해온 웹포탈 개발 및 사이버 플랫폼 개발이 TC 사업 성사에 큰 힘이 되 

었다고 생각된다. 원자력연수원은 신규 TC 사업계획안을 검토하고 제3차 ANENT 

운영위원회에서 추진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반영하였다. 또한 추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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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에 대한 후속 엽무로 단위 활동에 대한 세부 활동 방안을 제안하고 의견 수렴 

및 구체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의장국 역할을 수행하였다. 향후 

ANENT 사엽은 설립 초기에 계획한 활동들을 기본적으로 수행하되 새로 착수되는 

향후 4년 (신규 TC 사업기간) 간은 TC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신규 lAEA TC 사업 (RAS2006022)의 목적은 원자력 과학 및 웅용 분야에서의 

표준화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웹기반 개발， 집적 그리고 이의 사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 사업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으며， 이를 [그림 5] 과 같이 정리하였 

다. 

- 기존 교육훈련자료 수집 및 웹포탈에 탑재 (1차 개발된 사이버 플랫폼의 정 

비/개선 포함) 

- 신규 과정 및 교육자료 (콘텐츠) 개발 빛 탑재 

- 교육훈련을 위 한 자료 준비 빛 강사 교육훈련 

- 교육훈련자료 (콘텐츠)의 타 미디어로의 전환 빛 점검 

- 콘벤츠가 탑재된 웹포탈의 점검， 운영시스템 구축， 과정 실시 및 타 네트워 

크와의 연계 

2007 2008 2009 2010 

Collection 숭품 짧-
Transfer and upload 

。ther Media and Testing 

- Nuclear Power Engineering 
- Energy planning 
- Nuclear Medicine 
-NKM 

[그림 5] 신규 TC 사업 추진 체계도 

신규 TC 사엽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주요업무는 필요한 사항들로 판단되어 이 

를 정리하여 회원국들의 이해를 도모하였다. 추진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사업을 

수행하면서 세부 내용과 상호 관계 및 이에 따른 일정 조정 등을 검토하기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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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현 단계에서는 단위 업무별로 추진 방향 및 내용을 검토 정리하였다. 2007년 

계획에 대해서는 각각 주관자， 장소 및 일자를 지정하였다. 본 회의를 통하여 수 

립된 사엽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ANENT 추진을 위 한 TC 사업 내용 

주요 업무 세부 업무 

회원국의 교육훈련자료 수집 

기존의 원자력 교육훈련자료 수 
전문가 미션 IAEALH 교육훈련자료 수집， 자료 도출， 

수집을 위한 지침 준비 
지며， 서 ] 면 =' , 브 」글TT 다 ~ 1 표4 즈l...!.- ~듬2J 

펄로우십: 웹 포탈을 위한 선진 지식관리 정잭 및 

밤법론에 관한 역량 증진 

전문가 미션: 요준화된 교육훈련자료를 ANENT 웹쏘 

탈에 탑재 및 기타 지원 문제 

전문가 미션: 탑재된 교육훈련자료 및 기타 지원 문 

표준화된 자료를 ANENT 웹포 제에 관한 업데이토 

탈에 탑재할 수 있도록 전환 웹포탈의 기술적 개선 (업그레이 I) 

펄로우십: 선진 표준화 교육훈련자료 (사이버 및 원 

격교육 용) 

웹포탈 업그레이 I 에 따른 소표토웨어 구매 

선정된 주제들에 대한 요준 과 

정/표로그램의 제공 및 회원국 전문가 미션(1) : 표준화된 신규과정 및 자료 개발 

들에 의한 시힘 (개발 또는 벤 전문가 미션 (2) : 표준화된 신규과정 및 자료 개발 
치마킹) 

I 

전문가 미션(1) : 사이버 및 원격 교육훈련에 대한 회 

원국에서의 표로그램 시힘 및 사용자 문제점 토의 

CD와 같은 미디어를 이용한 교 전문가 미션 (2) : 사이버 및 원격 교육훈련에 대한 회 
육훈련 목적의 자료 개발 원국에서의 표로그램 시힘 및 사용자 문제점 토의 

타 원격 교육훈련 미디어 개발 지원 

펄로우십: 교육훈련 미디어에 대한 기법 및 경힘 

ANENT 회원국들의 교육훈련 저11 자 회원국 회의 

표로그램 우선 순위 결정 저12차 회원국 회의 

강사， 행정가， 과정운영자 및 IT 전문가 미션: 교육훈련 매뉴얼 개발 착수 

지원자를 위한 교육훈련자료 개 전문가 미션: 개발된 교육훈련 매뉴얼의 검토 

뎌E므F 펄로우십: 개발된 교육훈련 매뉴얼 

지역 교육룬련 과정 (1) : 원자력 지식관리에 관한 강 

강사， 행정가， 과정운영자 및 IT 사의 교육훈련 

지원자를 위한 교육훈련 수행 지역 교육훈련 과정 (2) : 원자력 지식관리에 관한 강 
사의 교육훈련 

수집된 웹기반 교육자료의 검토 전문가 미션: ANENT 웹 포탈 교육훈련 시 λ텀에 대 

및 재정리. 회원국에서의 웹포 한 총괄 검토 

탈 검토 및 개선 저13차 회원국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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펄로우십: 네토워크 구죽을 위한 웹 쏘탈 교육훈련 

드'-'--으여 = 

지역 교육훈련 과정: 웹기반 교육훈련 쏘탈을 위한 

웹기반교육훈련 실라버 λ ， 시 원자력 지식관리 (사이버 및 원격 교육훈련 중심。로 

힘， 사정 시 λ 텀，수료증 등 구 혼합형 과정。로 수행) 

=z『 과학자 밤문: 네토워크 구축을 위한 웹 포탈 교육훈 

련 운영 

전문가 미션: 웹기반 교육훈련 쏘탈 검토 및 개발 

타 교육훈련 포탈과의 웹기반 
지역 교육훈련 과정: 웹기반 교육훈련 포탈을 위한 

원자력 지식관리 (원자력 지식관리에 대하여 혼합형 
네토워크 구축 

과정。로 수행) 

저14차 회원국 회으1 : 사업성과 검토 

본 신규 TC 사업 수립 과정에서 원자력인력개발센터는 다음과 같이 조정 및 

선도 역할을하였다. 

- 신규 TC 사업에 대한 업무 간 연계 구체화 및 수행계획 합의 안 확정: 사이버 

플랫폼을 포함하는 %따NT 웹 포탈 개발 경험을 토대로 단위 엽무의 목적과 범 

위를 정의하고， 단위 업무 간의 상호 관계를 구체화함으로서 ANENT 회원국들의 

이해를 촉진하여 합의된 사업계획 안을 확정함. 

- 회원국들의 고르고 적극적인 참여 (역할 분담) 유도: 회원국들은 ANENT 활동에 

있어서 너무 콘 부담을 갖는 것을 원하지 않으나 반면에 적절한 역할 분담을 

원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한국은 매년 최소한 1회의 행사를 유치하겠다고 자 

원하였으며 펠로우십도 회원국이 원하면 받아주겠다고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2007년의 경우 사이버 플랫폼 검토회의를 한국이 유치하기로 하였다. 한편 회 

원국들의 고른 참여를 위하여 사이버 플랫폼 개발 및 교육훈련 자료 수집은 한 

국과 필리핀이 우선적으로 협력하며 (방사선방호 사이버교육과정 운영에는 호 

주 참여) , 교육훈련 과정 개발은 원자력 공학 분야 (베트남， 인도 등)와 원자 

력 이용분야 (말레이시아， 태국 동)로 나누어 협력하기로 하였다. 

- 사이버 플랫폼에 대한 검토회의 및 실증엽무 반영: 일차적으로 개발된 사이버 

플랫폼에 대한 회원국들의 검토 및 공동운영 방안 수립 그러고 성능의 확인을 

위한 사이버과정 공동 시범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이를 사업수행 계획에 반 

영하였다. 

- 혼합 방식 (blended learning)의 과정 수행 추진 처l 안 빛 반영 : 본 사업의 후 

반 부에 수행될 교육과정들을 사이버 교육으로 하도록 시도하되 예상되는 분제 

점들을 감안하여 혼합 방식으로 할 것을 제안하고 이를 사업수행 계획에 반영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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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에ENT의 신규 사업 추진 

2007년 초부터 신규 TC 사업을 착수해야 하는 바 우선적으로 수행해야할 업무 

는 기존 교육훈련자료의 조사 및 수집을 위한 방안 수립과 사이버 플랫폼 검토 

이었다. 이들 업무에 대하여 세부 추진방안을 수립하여 IAEA에 제안하고 협의하 

였다 〈부록 2. 참조) . 이 결과 2007년 2월에 기존 교육훈련자료의 조사 및 수집 

을 위한 방안 수립 활동을 추진하였으며， 2007년 4월에 일차 개발한 ANENT 사이 

버 플랫폼을 검토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이러한 활동을 기반으로 2007년 

중에 ANENT 사이버 플랫폼의 일차 개선과 이를 이용한 사이버 교육훈련 시법과정 

을 수행할 계획이며， 병행하여 교육훈련자료 수집 활동도 펠로우섭을 활용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한변 원자력공학 석사과정 개발에 대해서도 lAEA 및 베트남과 

협의 중에 있다. 이러한 활동 결과와 주요 결정사항 그러고 향후 계획 등이 2007 

년 11월에 예정된 제4차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 질 계획이다. 이와 같은 추진 전 

반에 대하여 원자력인력개발센터는 lAEA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자료수집 및 사이버 플랫폼 검토 엽무에 대해서는 제2장 2절 

의 2항과 3항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쳐12철 ANENT 샤이버 원자력교육훈련 플랫폼 구축 빛 콘 

텐츠확보 

1. ANENT 원자력교육훈련 사이버 플랫폼 개발 

IAEA는 원자력인력개발센터에서 개발한 ANENT 웹포탈에 사이버 플랫폼을 추가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자력인력개발센터는 lAEA와 CSA (Contract Service 

Agreement) 형식으로 사이버 플랫폼 개발에 기여하게 되었다. 사이버플랫폼 개발 

은 다음과 같은 반계로 추진되 었다. 

- 일차적 개발 

- 제3차 ANENT 운영위원회에 보고 

- 회원국 및 전문가 검토 

이상의 3개 단계에 중에서 2단계와 3단계 활동은 각각 제2장 제1절과 제2절 3 

에서 기술하였다. 첫째 단계인 일차적 개발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림 

6] 에 제시한 바와 같은 논리적 단계를 정하여 추진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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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 웹기반 교육훈련 운영관리 시스템 기술요건 분석 

- 교육훈련 운영관리 엽무흐름도 분석 

- 웹기반 교육훈련 운영관리 시스템 설계 

- 프로그램 코딩 및 시스템 성능확인 

- 사용자 매뉴얼 작성 

Requirernents 

-Func뻐on 

-Lang뻐ge 

-Hardware& Design 
SoI'tware 

- 훌q야nc:e 

- Inpu뼈utput 

- Databa훌 

Analysis 

-En헤ro"" 톨nt 

-Workfl‘M 

[그림 6] ANENT 사이버플랫폼 개발 절차 

웹기반 교육훈련 운영관리 시스템 기술요건 분석을 위하여 총괄적 요건을 정 

리하고 이에 따른 세부적 기능 요건을 분석하였다. 총괄적 요건의 경우 기능요 

건，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요건， 그러고 그래픽 디자인 요건으로 구분하여 검토하 

였다. 참고로 기능요건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 교육훈련 운영관리 시스템 기존의 ANENT 웹포탈의 기능과 상호 연계되도록 

해야한다. 

- ANENT 임무 수행과 관련하여 예측되는 모든 교육훈련 방식을 구현할 수 있도 

록 한다: 교육훈련 형태 (학교교육， 훈련， 교육훈련 관련 활동) , 학습 형태 

(공개， 승인， 대상한정) , 학습전탈 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복합) , 콘텐츠 

종류 (PPT, VOD, 동) 

- 전체적인 교육훈련 운영관리 주기를 고려한다: 과정수립， 과정동록관리， 학 

습운영관려， 학습후관리 

- 교육훈련 운영관리 시스템이 최대한 사용자가 사용하기 펀하도록 한다: 학습 

자， 강사， 과정관리자， 총괄관리자 

- 모든 입력 또는 시스템 내에서 생산된 데이터/정보가 체계적으로 저장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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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취급이 용이하며， 필요한 대로 꺼내보고 분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교육훈련 운영관리 시스템은 최대한 최근 정보기술( IT)을 적용하여 최고의 

기술을 지향해야 한다. 

- 교육훈련 운영관리 시스템은 최고의 성능과 표현 기법을 지향해야 한다. 

- 개인 및 기관의 정보와 자료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전에 해킹을 포함한 손상 

위험 요소들을 점검， 분석， 명가하여야 한다. 

- 수행전략과 계획을 포함하는 교육훈련 운영관리 시스템은 효과적이고 지속적 

인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 

- 교육훈련 운영관리 시스템의 설계는 향후 수정 및 성능향상이 용이하도록 융 

통성이 있어야한다. 

- 개발과정에서 실질적인 품질보증 활동이 적용되어야 한다. 

교육훈련 운영관려 업무흐름도 분석을 위하여 교육훈련 종류에 따른 주요 업 

무흐름을 분석하였다. 우선적으로 학습자의 입장에서 개설된 과정을 보고， 관심 

이 있는 과정에 대하여 동록을 하고， 학습을 수행한 후 결과를 확인할 수 이도록 

하는 엽무 흐름을 구상하였다 [그럼 7]. 특히 학습 수행에 대해서는 과정， 과복， 

강좌 빛 모률로 단계적 구조를 정하였으며， 학습 보조기능으로서 공지， 포렴， 질 

의 웅탑， 자료실， 일정， 숙제 및 설분 동을 설정하였다. 

Learning (Contents player) 

Subject 1 --+ Lesson 1 _ Module 1 
Subject 2 Lesson 2 Quiz 1 
Subject 3 Lesson 3 Module 2 

Post-Iearning 

Learning result 

Grade Report/Certificate 

Quiz2 

Learning (Others) 

Notice 
Forum 
FAQ 

Schedule 

File Storage 
Survey 

Homework 
Learning Result 

[그림 7] 학습자의 학습업무 흐름 개념도 

이러한 학습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강사， 과정관리자 및 총괄관리자의 학습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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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관리 활동이 지원되어야 하므로， 이와 관련된 엽무 흐름을 분석하였다. 최종 

적으로 이들을 하나의 포괄적인 틀로 종합한 총괄 교육훈련 업무 흐름도를 만들 

었다. 총괄 엽무흐름도는 14개의 엽무로 구성하였으며[그럼 8], 그 내용은 다음 

과같다. 

- 과정 개설 

- 과정 개설 승인 

-강의과목준비 

- 공지된 개설과정 보기 

비
에
 

관
 

흙
 흙
 

랩
 랩
 - 과정 착수 승인 

- 학습 

- 강의 

- 과정 진행 관리 

- 과정 진행관려 총괄 및 과정종료 확인/승인 

-과정종료후관련활동 

- 과정 종료 후 관리 

- 과정 종료 후 관리 총괄 

learner lecturer Course Manager General Manager 

s 

Course Establìshment Course Approval 

-Approve field 

Approve course 

C. Lau nching Ap proval 

s 
2 -App rove launching 

C. Completion Ap proval 

s 
3 

-App rove completion 

S I I -C heck learning result 

4 I I -Req uesllprint ce얘 caie/ 

PLM Ap proval 

R evi el1l.l re-i::su a n ce 

.Revi eψj ‘x. urse stati야r"" 

-App rove report 

. Rev iew re-issuan ce 

-RevielJlJ LM statistics 

[그럼 8] 학습관리 총괄 엽무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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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각각의 엽무에 대하여 세부 교육훈련 업무흐름도를 작성하였다[2 ]， 세부 

교육훈련 업무흐름도의 예를 [그림 9] 에 제시하였으며 데이터 관리의 경우에는 

관리 항목을 과정， 학습자， 강사， 콘벤즈로 정하여 이들 각각에 대한 검색 및 통 

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니 .-J 
C:.,. ....... I’ 

댁쫓 
휩쫓 

활쫓 I ";:，.~-

냐 

O~~ M~n~gement 

흩펀證=크탈헐 

證첼펴폼펀歷펀펠콤 

'" 
[그림 9] 세부 교육훈련 업무흐름도 작성 예 

이상과 같은 절차를 통하여 구성된 웹기반 교육훈련 운영관리 시스템의 전체 

적인 구조 (Architecture)는 [그럼 10] 과 같다. 이 그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새 

로 개발되는 사이버 플랫폼은 기존의 ANENT 웹 포탈과 연계되어 있다. 

HW 

AIIEIIT~Þll ll r쉴l -
AJlt ultø "삐IIdul ll 

IIET DSf.tJdullll 

빼IIr Ml dulø l: 

앨빼ü! 

~ - #' ” 

0;빼 r PlòlItl:lnn 

lll ll m'nll~빼，" 

l'II t.r1 n ，， ~dul ll 

l빼빼m빼 

빼빼 

... 

ANENT 

ζh ，"I: 

c:,b erAatronn 

닫필팍펜한고 

도二효뜨그 

[그럼 10] ANENT 웹기반 교육훈련 운영관리 시스템의 전체적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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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분석한 교육훈련 운영관리 업무 흐름도를 웹상에서 구현하기 위한 언 

어와 형식으로 전환하는 시스템 흐름도 (Sequence Diagram)를 설계하였다. 즉 앞 

에서 분석한 상세 엽무흐름도로에 나타난 기능들을 모률로 그룹화 하고 각 모률 

에 대하여 일어나는 업무 활동들을 순서적으로 묘사하였다. 각 모률의 주요 활동 

형태는 승인， 조정， 삭제， 취소 및 생성이다. 이어서 시스템 흐름도의 각 모률에 

필요한 입력 데이터와 출력 데이터를 정의 하였다. 모률내의 각 요소에 대해서는 

표시명， 변수명， 데이터 형태를 정의하였다. 이때 시스템 흐름도의 모률명과 입 

력/출력 설계의 모률명은 일치한다. 데이터베이스는 ERD (Entity Relation 

Diagram)을 이용하여 설계하였다. 이를 위하여 약 2407~에 달하는 데이터 테이블 

을 작성하고 테이블 간의 상호 관계를 도시하였다. 교육훈련 운영관리 시스템과 

사용자 간의 접촉 경계는 웹페이지의 화면이다. 따라서 사용자 화면의 설계는 시 

스템 흐름도의 각 모률에 필요한 입력 데이터와 출력 데이터 설계와 직결되며， 

앞에서 정의한 입출력 표현 항목을 가시적으로 화변상에 도시하는 방법으로 수행 

하였다. [그럼 11]은 시스템 흐름도， 입출력 설계 및 데이터베이스 설계에 대한 

예를제시하고 있다. 

Sequence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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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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빔
메
메
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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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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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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빔
며
빔
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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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Input/Output design 

갱--
仁J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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μ --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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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잉'" 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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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 .. ,“, ... ’‘’‘~J' III) I‘--

‘’‘. ， ‘’‘νι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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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 ",‘”‘ 
”‘ 1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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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뜸꽤뿔즈 
‘ ， .잉1‘'"' 1'-' ......... ‘.，-ι’‘ 
‘ , .... '‘’‘ I~"--I~‘ 
i , .. ‘1‘ ’ 1“--(11"" I~(II .... 。‘~，‘m
l 1~1 ..，(O.i l lÆ:l ... -...- I ~’‘!---

Database design (ERD) 

L 

[그럼 11] 시스템 흐름도， 입출력 설계 빛 데이터베이스 설계에 대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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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개발된 ANENT 사이버 플랫폼의 초기 화면은 사용자 별로 도안하 

여 [그림 12]과 같이 제작하였다. 

www.anent-iaea.org 

Cyber Learning 

[그림 12] ANENT 사이버 플랫폼의 사용자 별 초기 화면 

2. 샤이벼 콘탠츠 확보 활동 

IAEA에서 현재까지 수행한 교육훈련 과정/자료들에 대한 현황을 필리핀의 

전문가와 함께 조사하였다. 조사는 IAEA의 각 부서별로 웹상의 과정/자료， 비 

웹상의 자료 그러고 향후 ANENT 사이버 플랫폼에서 운영하기로 제안된 과정/자 

료 관점에서 수행하였다. 

가. 웹상의 과정/자료 

웹상의 과정/자료를 조사하기 위하여 lAEA 웹 상에서 부서별로 검색하는 방 

법과 부서별 관계자 인터뷰를 통한 구체적 정보를 기초로 웹상에 제공된 자료 

를 검토하는 방법을 병행하였다. 실제로 각 부서의 웹사이트에 들어가기 위해 

서는 사전 허락이 팔요한 경우가 많았다. 

전반적으로 안전 분야에 대한 과정 및 자료는 웹상에 체계적으로 탑재되어 

있으며， 원자력 발전 과 방사선의 식품 및 농엽 이용 분야도 정리가 잘 되어 

있었다， 특히 방사선의 식품 및 농업 이용 분야에서는 사이버 교육도 실시하고 

있었다:l러나 다른 분야에 있어서는 웹 상에 제공된 교육훈련 과정 및 자료 

에 대한 정보가 제한 척이었다. 조사된 웹사이트에 대한 결과를 〈표 2>에 정리 

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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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웹 상의 과정/자료 조사 결과 

IAEA 
TRAINING User 101 

OIVISIONI OESCRIPTION 
MATERIAL Password 

SECTION 

Gives some list of training 

ENTRAC 
activities, some training 

Needed documents and powerpoint 
www:llentrac.iaea.org 

presentations relating to nuclear 

Nuclear power plants 

Energy Nuclear power plant 

simulators for education 
Six different NPP Simulators 
covering different types of 

http :lIwww.iaea.ongIOur Not needed reactors , including pressurized 
water reactors , boiling water 

WorklST/NE/NENP/NPT reactors and heavy water 

DSI Projects/edu.html reactors. 

No training materials available on 

INIS (except for training on 

INIS); IAEA Catalogue lists very 
INIS & IAEA Very few training 

Not needed few training materials such as 
Library materials 

the Training Course Series, 
F 

some TECDOCs and Technical 

Reports. 
I 

Knowledge Base containing 

I training materials on nuclear 
1 

safety can be accessed 

systematically, search is made 

according to a taxonomy and a 

search engine. AII training 

activities under the EBP are 
ANSN Website 

Nuclear Needed recorded in the Asian 

Safety 
http://www.ansn.org 

Programme Management 

Database (APMD) including the 

training materials. ANSN is now 

in the process of screening 

training materials in the APMD 

and upload them to the ANSN 

database. 

NS training website: Not needed Online education & training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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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ailable in the areas of nuclear 
www-ns.iaea.org/training/ 

installation safety, & basic 
rw/ default. asp 

knowledge such as Reactor 

Physics, Thermal Hydraulics 

Website of the Centre for 
NS - Training on 

Safety Assessment: Needed 
Advanced Safety Assessment 

http://www.casat-iaea.org 
Training , contains training 

materials and exercises 

Training materials on Downloadable lectures & 

research reactor powerpoint presentations from 

decommissioning the Research Reactor 
Not needed 

www.ns-iaea.org/projects De-commissioning Demonstration 

/r2d2project /default. htm Project, (R2D2P) of the IAEA 
l 

(EBP) 

A closed network with 

downloadable training resources 

Radiation Safety for nuclear regulators in the 

Regulators Network areas of medical & industrial 
Needed 

Nuclear (RaSaRen) applications, authorization & 

Safety https://partners.iaea.org inspection of cyclotron facilities , 

Customs Radiation Safety 
I 

Course 

I Online courses on food 
FAO-IAEA eLearning 

Nuclear irradiation , food safety, laboratory 
website Needed 

Applications 
http://elearning . iaea .org 

techniques , SIT, project 

management, etc. 

TCPRIDE - Requires a 

passwordto enter the database 

To search for training activities 

TCPRIDE -
or training materials is not easy. 

Technical List of training activities Each project has to be searched 

Cooperation funded by TC 
Requires ID & 

for any workshop or training 
PW 

activity, the Technical Officer has 

to be tracked down to inquire 

where the lectures and training 

materials are k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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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비 웹상의 자료 

비 웹상의 자료는 lAEA 각 부서의 관계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현황을 파 

악하였다. 전반적으로 과정/자료가 과정운영 담당자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관리 

되고 있어 종합적인 현황을 파악하기가 힘들었다. 개인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자료들은 CD 또는 인쇄물 형태로 되어 있으며 정리된 상태로 있지 않으므로 분 

실의 우려도 있었다. 또한 오래된 과정/자료들은 중앙장기자료보관소에 집중 

보관하고 있으나 교육훈련 자료는 대부분 포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TC (Technical Cooperation)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검색해 본 결과 

2000년 이후의 아시아 지역 교육훈련과정의 수가 300여개에 달하였다. 이들 각 

과정에 대하여 과정운영 담당자 정보도 포함시켜 과정목록을 작성하였다. 

다. ANENT 사이버 플랫폼에서 운영하기로 제안된 과정/자료 

향 후 ANENT 사이버 플랫폼에서 승인 과정으로 운영할 교육훈련 과정은 두 

가지로 분류된다. 하나는 유관 부서와 협력하여 그들의 과정을 ANENT 사이버 

플랫폼 상에서 공동 운영하는 것이고， 다른 ANENT 고유의 과정을 개발하여 자 

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공동 운영 과정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의 탐당자들과 

협의를 하였다. 한편 반독 운영 과정으로서는 원자력공학 석사과정이 ANENT 활 

동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현 단계에서는 도출된 과정은 다음과 같다. 

- 에너지 계획 

- 원자력의 의약분야 이용 

- 방사선 방호 

- 원자력 발전소 instructor training 

- 원자력 지식관리 

- 원자력 발전소 수병관리 

- 방사성폐기물 관리 

- 환경 복구 

- 원자력 시설 해체 

도출된 과정 중에서 에너지 계획， 원자력의 의약분야 이용， 그러고 방사선 

방호 과정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협의가 이었다. 에너지 계획 과정은 2007 

년 11월 경에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관계 부서에서 사이버 콘텐츠를 제작 중에 

있으며 이것이 2007년 6월 경에 완성되면 ANENT 사이버 플랫폼에 탑재하여 시 

험을 거친 후 공동운영할 계획이다. 원자력의 의약분야 이용 과정은 현재 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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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이와 병행하여 ANENT 사이버 플랫폼 상에서 

도 공동 운영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필리핀의 경우에 적용해 보기로 하 

고 협의 중에 있다. 방사선 방호과정에 대해서는 협력 방법이 원자력의 의약분 

야 이용 과정과 유사하나 협력대상 부서의 공식적인 수락을 기다리고 있는 상 

황이다. 

라. 조사 결과 총괄 빛 향후 추진 방안 

현재 까지 수행된 IAEA 교육훈련 과정/자료가 총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않 

다. 본 조사에서는 2000년 이래 현재까지 수행된 아시아지역 교육훈련 과정을 

목록화 하였다. 이 목록에 의하면 해당 범위의 과정 수는 300여개에 달하였다. 

한펀 각 부서별 웹사이트에 제공된 교육훈련 과정/자료 현황도 파악하였으며， 

향 후 ANENT 사이버 플랫폼에서 승인 과정으로 운영할 교육훈련 과정 (9개)도 

도출하고 이 중 2개 과정은 2007년 중 공동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 총괄 현황을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 IAEA 교육훈련 과정/자료 조사결과 총괄 현황 

Web Souræs 
Non-web 

Sources 
Proposed Courses 

INIS DB 

I Course materials Knowledge 
KM Portal 

(Mr. Kossilov) management 

INIS. KM List of IAEA 
Archives , etc. OASIS Training Course 

Series 

Archives 
List of training 

courses 

Compilation on Energy Planning 

CD-ROM: Mr 

Yanev or Mr 
Master Degree 

Jalal 
course on nuclear 

NE Nuclear Power ENTRAC englneenng 

Mr. Mazour 
NPP simulators Instructor training 

Plant life 
Mr. Kang management 

Nuclear Fuel Waste management 
Cycle and Waste 

Technology Decommissi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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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 remediation 

ANSN 

NS training website 

Nuclear NS training on CDs of training 

Installation Safety safety assessment courses , videos 

Training materials on 
NS research reactor 

decommissioning 

CDs of all 

training courses , 

Radiation Safety RaSaReN Radiation Safety Radiation protection 

Distance 

Learning CD 

DAT for Nuclear 

med. 
Nuclear medicine 

technologists 

(CDs) 
Human Health 

Training module 

(CD) for 

radiotherapy 

NA Nutrition 

Food & FAO - IAEA 

Agriculture e-Iearning 

Printed basic 

Phys. & Chem. 
training , CD on 

Sci 
isotope 

hydrology 

training 

List of RTCs 

Asia TCPRIDE 
CDs, printed 

training 

TC materials 

DAT for Nucl. 

RCA TCPRIDE Med .. & Rad 

Protection 

이상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향후 추진방안을 [그럼 13] 과 같이 구상하였다. 

웹 사이트에 제공된 교육훈련 과정/자료는 연결 방식을 통하여 ANENT 사이버 

플랫폼의 공개과정 목록과 연계 시킬 계획이다. 웹 사이트에 제공되지 않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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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훈련 과정/자료는 본 조사에서 작성한 교육훈련과정 목록을 토대로 수집， 전 

환 빛 저장하여 ANENT 사이버 플랫폼의 공개과정 으로 탑재할 계획이다. 이러 

한 작업을 위한 분류체계는 임시적으로 IAEA의 조직체계를 따르는 방법을 고려 

하고 있다. 향 후 ANENT 사이버 플랫폼에서 중점적으로 운영할 교육훈련 과정 

(9개)은 승인과정으로 개설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에너지 계획 과정과 원 

자력의 의약분야 이용 과정은 2007년 중 공동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향 후 조사된 교육훈련 과정들을 탑재 및 운영해야 할 ANENT 사이버 플랫 

폼의 기능과 관련하여 과정 분류체계， 용량， 콘텐츠 임시저장， 임의로 제작된 

콘벤즈와 사이버 플랫폼 간의 호환성， 그리고 과정의 공동 운영 방안 등의 문 

제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항의 

“삐ENT 사이버 플랫폼 검토” 부분에서 언급하였다. 

I dentification 

Well arranged 
web sources 

Less arranged 
web sources 

Non- web based 
Materials 

Nuclear Engineering 

Conversion Uploading 

Link 
Available 

[그럼 13] lAEA 교육훈련 과정/자료 수집 빛 사이버 플랫폼에 탑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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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이버 플랫폼 검토회의 재최 

가. 필요성 빛 목적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ANENT 사이버 플랫폼을 일차적으로 개발하였으나 

공동으로 사용하게 될 회원국들의 관점， 기술적인 관점 그리고 사이버 콘벤츠 

확보 활동과의 연계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IAEA 구릅 전문가 

검토 형식으로 추진하였다. 

나. 일시 및 장소 등 

본 lAEA 전문가 구릅 검토에 대한 기간 및 장소 동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목 IAEA Group Expert Mission on the Development of ANENT Cyber 

Platform 

- 기 간 2007.4.2 - 6 (5일간) 

- 장소: 한국원자력연구원 국제원자력교유훈련젠터 (INTEC) 

- 주관: 한국원자력 연구원 

- 후원 lAEA 빛 과학기술부 

- 참가자 lAEA (2명) , 말레이시아 (1명) , 필리핀 (1명) , 한국 (5명); [그 

림 14] 및 〈표 4> 참조 

[그럼 14] IAEA 그룹 전문가 검토 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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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lAEA 그룹 전문가 검토 참가자 명단 

No Country Participants 

Mr. Abdul Raluuan Abdullah (Prof. Dr.) 

Multi Media Synergy Corporation Sdn Bhd 

Former Professor, Universiti Kebangsaan Malaysia 

E-mail ara@mmsc.com.my 

Phone +60-3-8948-9900 

Mr. Christopher Halnin 

Science Research Specialist II 

Philippine Nuclear Research Institute (PNRI) 

E-m떠1 cghalnin@pnri.dost.gov.ph 

Phone +63-2-9296011 / FAX +63-2-9620348 

Mr. Andrey Pryakhin 

Director ’s Office 

Division of Nuclear Power 

Department of Nuclear Energy 

Intemational Atornic Energy Agency 

E-mail A.Pryakhin@iaea.org 

Phone +43-1-2600-22809 

Ms. Keiko Hanamitsu 

INIS and Nuclear Knowledge Management Section 

Department of Nuclear Energy 

Intemational Atornic Energy Agency 

E-mail K. Hanarnitsu@iaea.org 

Phone +43-1-2600-22850 

Mr. Eui-Jin Lee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KAERI) 

E-mail ejleel@kaeri.re.kr 

Phone +82-42-868-2678 / Fax +82-42-861-5018 

Mr. Kyong-Won Han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KAERI) 

E-mail kwhan@kaeri.re.kr 

Phone +82-42-868-2092 / Fax +82-42-861-5018 

Ms. In-A Hwang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KAERI) 

E-mail iahwang@kaeri.re.kr 

Phone +82-42-868-2093 / Fax +82-42-861-5018 

Mr. Won Ho 

Professor 

Div. of IT 

Kongju National University 

E-mail wonho@kongju.ac.kr 

Phone +82-41-850-8606 / Fax: +82-41-857-8411 

Malaysia 

2. 뾰
 

m 
f 비

 

m n 

3. lAEA 

4. lAEA 

5. Republic of Korea 

6. Republic of Korea 

7. Republic of Korea 

8.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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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행 내용 및 일정 

본 lAEA 전문가 구릅 검토에 대한 수행 내용은 업무 목표를 체계적으로 달 

성하기위한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 개발된 사이버 플랫폼 설명 

- 검토 방안 수립 

- 세부 검토 

- 향후 추진 방안 

- 결론 빛 권고사항 도출 

이상과 같은 검토 엽무 수행을 위하여 〈표 5>과 같이 일정을 수립하였다. 

일정의 기본 틀은 첫째 날에는 사이버 플랫폼을 이해하고 검토방안을 수립하는 

것이며 둘째와 셋째 날에는 학습관리 시스템을 세부적으로 검토하며 넷째 날에 

는 향후 추진 방안과 검토내용을 정리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표 5> ANENT 사이버 플랫폼 검토 수행 일정 

Date Detail Time Schedule 

Registrntion 

OvelView of the Developed Cyber Platfonn 

• Presentation on the developed ANENT cyber platform including 

demonstration (K.W. Han, S.J. Kwon) 
April 2, 2007 • Presentation on learning management system (Prof. Won Ho) 

(Monday) Discussion on Overnll Issues 

• Comments on the ANENT cyber platform: Process flow and Technical 

issues (All Participants) 

• Preparation of test scenarios and sample contents (All Participants) 

• Discussion on technical issues (All Participants) 
Review of Coun;e Establislnnent Pmcess 

• Introduction to course establislnnent process (K.W. Han, S.J. Kwon) 

• Testing of course establislnnent process along with the workflow and 

manual (All Participants) 

April 3, 2007 
• Summary of the review (Experts) 

(Tuesday) 
Review of Coun;e Registrntion Pmcess 

• Introduction to course registration process (K.W. Han, S.J. Kwon) 

• Testing of course registration process along with the workflow and 

manual (All Participants) 

• Summary of the review (Experts) 

April 4, 2007 
Review of Leaming Oper뼈on Pmcess 

• Presentation on interface issues between LMS and contents (Prof. W on 
(W ednesday) 

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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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roduction to learning operation process (K.W. Han, S.J. Kwon) 

• Testing of learning operation process along with the workflow and 

manual (All Participants) 

Review of Post-leaming Pmcess 

• Introduction to post-learning process (K.W. Han, S.J. Kwon) 

• Testing of post-learning process along with the wor따low and manual 

(All Participants) 

• Summary of the review (Experts) 

Discussion on Oper뼈onal Issues 

• Discussion on joint operation of ANENT cyber platform (All 

Participants) 

April 5, 2007 • Discussion on future actions (All participants) 
(Thursday) 

Summary of the Reviews and Discussions 

• Summary of the reviews (Experts) 

• Preparation of Mission report (Experts) 
Conclusion of the Mission Activities 

Arpil 6, 2007 
• Final review of the mission report (All Participants) 

(Friday) 
• Wrap up of the mission (All participants) 

(1) 개발된 사이버 플랫폼 설명 

개발된 사이버 플랫폼에 대해서는 원자력인력개발센터 측에서 개발 취지， 

개념， 시스템 설계내용 크리고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주요 기능을 

시연하였다. 이에 대한 내용은 앞의 “사이버플랫폼 개발” 부분에서 기술한 바 

와 같다. 추가로 사이버 상에서의 학습관리 시스템 (LMS: Learning Management 

System)에 관한 발표도 있었다. 

(2) 검토 방안 수립 

구체적인 사이버 플랫폼 검토 방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참석자들로부터 전반 

적인 의견을 취합하였다. 중요한 의견은 기존에 발견된 분제점 (Java script , 

Maxmedia, 사이버 플랫폼과 콘텐츠 호환성 동) 그러고 확인되어야 할 사항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 접근 방법 및 범위: 

- 학습관리 시스템: 

- 소프트웨어: 

- 하드웨어: 

- 31 -



이들 각각에 대하여 검토에 의하여 확인 또는 조치된 사항， 단기적으로 초 

지해야할 사항， 시간을 두고 조치해야할 사항， 그러고 장기적으로 개선해야할 

사항의 관점에서 검토하기로 하였다. 

특히 학습관리 시스템에 대해서는 샘플 콘텐츠를 준비하고， 사용자 (학습 

자， 강사， 과정관리자， 총괄 관리자)를 지정하여， 개발 시에 작성된 work f1 ow 

를 중심으로 과정을 운영해 보는 방법으로 검토하기로 하였다. 

(3) 세부 검토 

접근 방법 및 범위에 관해서는 우선적으로 현재는 온라인 학습 시스템만 고 

려하되 중장기적으로는 브라우저 선택을 가능하게 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온 

라인 학습 시스템을 보완하는 복합 학습시스템도 고려해 볼 것을 권고하였다. 

다음으로 주요 용어의 정의 빛 조정이 제안되었고， 문서관리에 대해서도 용어， 

과정 체계， 학습운영 관리 절차 및 학습평가에 대한 설명서를 준비해야 할 것 

으로 판단하였다. 한편 범위에 관해서는 기존 교육훈련 과정자료 수집 탑재/운 

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기준으로 보았다. 운영 관점에서는 각 회원국의 전문 

가로 구성된 운영팀을 구성하고 에너지 계획 과정과 원자력의 의학 분야 이용 

과정을 중장기적으로 수행하고， 방사능 방호 과정을 장기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학습관리 시스템에 관해서는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부분들이 발견되었다. 

이들을 〈표 6>에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특히 학습평가에 대해서는 평가 논리체 

계를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토의 결과 [그럼 15]과 같이 논리를 정하였 

다. 향후 구체적 과정을 운영하게 되면 므 상황에 맞추어 평가논리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안내 체계 향상， 과정 분류체계 보완， 퀴즈 

문제 작성 도구 향상， 시험 출제기능 추가 동의 단계적 업:l레이드에 대한 권 

고가 있었다. 

〈표 6) 사이버 플랫폼 학습 운영관리 기능 수정사항 

수정사항 비 고 

• My learning Result 학습하지 않은 과목의 학습결과가 나옴 

• My Learning Room 학습자가 신청한 과정으I subject가 보이 

Learner 지 않음 

Mode • File Storage 
용량이 큰 파일은 업로I 시 에러발생 

폴더 안에 파일 업로I가 불가능하며， 폴더 수정， 파일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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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cturer 
Mode 

Course 
Manager 

Mode 

General 
Manager 

Mode 

이 불가능함 

• 컨 탠츠 학습 후 result으I Status , TimeOI 제 대로 안 나옴 
• Quiz 

- 오답을 입력해도 completed! 됨 
- remain , repetition 숫자가 맞지 않음(remain=-1 인 경우발생) 

• Lecture Preparation subject listJf 보이 지 않음 

• GM이 return 시킨 과정들의 return 사유를 알려줄 필요 있음 
• New Subject 강사 지정 할 때 처음부터 강사리스트가 보이도 

트금 ι'-- 7-건 
--,- c그 

• subject 성적입력은 강사만 할 수 있도록 수정 
CM은 강사가 입력한 과목 성적과， CMOI 입력한 출석성적으로 
fail/pass 결정할 수 있어야함 

• Certification 기능 불필요 (GM만 가능하도록) 
• Course Report 삭제 기능 추가 필요 

• Homework 
- 폴더 생성만 되고 삭제 안됨 

- 파일업로드 불가능함 

• Certificate 기본정보는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ex)duration , 

course name etc , 

• Certificate signature 입 력 안됨 
• Course Report return시킬 때 메시지 입력 가능하도록 

• Lesson/Quiz upload new lesson 후 cancel 버튼 누르면 
한글이 나옴 

• 사용자 family name 과 last name 으로 분리해서 정렬할 수 
있도록 수정필요 

Common 1. Subject 정렬밤법 반대로 해야함(top-down 밤식으로 수정) 

Others 

• Forum forum 작성 후 다른 사람이 reply 하면 올린 사람 list 
버튼을 눌렀을 때 보여야 하나， reply (forum 올린사람)한 
경우에만 다른 사람의 replyJf 보임 

• Learning Room 안의 세부메뉴들의 전반적인 수정 필요 
• Java 

IAEA 내에서 자동으로 download 어려움 
download 한 뒤 Java 제어판의 네트워크 설정이 반드시 필 
요 

Lesson/Quiz builder시 에 Digital Sign 에 러 메 시 지 가 나옴 
• Maxmedia 

- 하드웨어 가속도를 최소로 하지 않으면 화면이 제대로 보이 

지 않음 

- 수동 다운로드가 아니라 ActivX를 통해서 자동으로 다운로드 

메시지 Jf 나와야 함 

download할 때 보안경 고가 나옴 

- download pageJf 한글로 돼있음 • 영문 페이지 필요 

- H/W 호환성 이 자유로워 야함 
- Li nux 에서는 플레이 안되는 문제점 

• ANENT Cyber Platform Internet Explorer 뿐만 아니 라， 
다른 웹브라우저 (ex ， Fire Fox) 에서도 실행되도록 해야함 

• 1\~anual Learner, Lecturer용의 자세 한 manual 제 작 필 요 
• 성적처리 : 성적처리밤법에 대한 information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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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εarnεr Lεcturεr 

Contεnts Publishεi 

Contεnts: Sεttimε limit 
Quiz: Sεt answεr and 
numbεr ofpracticε 

[그림 15] 학습명가 관리 논리 체계도 

Coursε Managεr 

담꽉효꽉] 

소프트웨어에 관해서는 일차적으로 Java Script와 관련된 문제가 있었으나 

전문가들의 확인 결과 문제가 없었으며 다만 사용시 선택사항에 유의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용자 환경에 따라 다르지만， Java 제어판에서 환경설정 

을 다시 해줘야하는 경우가 있다. 

Maxmedia player를 이용한 콘텐츠 작동 문제는 과정 세부 목차 간 이동 문 

제를 해결하는 것이 팔요하며 소프트웨어 설치에 대한 안내가 명확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Java version이 바람직하며 제한적인 사용으로는 Maxmedia 

player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 현 단계에서는 콘벤즈 개발 요구조건을 

다음과 같이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법용의 도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Template 기능 (authoring tool)의 도입이 바람직한 것 

으로 판단되었다. 

장기적으로는 SCO (Sharable Contents Object)를 포함하는 Contents 

Repository 기능을 추가하고 새로운 플랫폼 〈예 Moodle ， Appache , MySQL)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도록 권고하였다. 

하드웨어에 관해서는 ANENT 웹사이트와 관련된 하드웨어 기반 시스템을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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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16] - [그럼 18]와 같이 설명하고 견학을 실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전분가 

들은 저장용량， 보안 빛 Bandwidth 관점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100M ‘ _ w 

L퍼M Fireproof IPS 

IDS : Intrusion Detection System 
IPS : Intrusion Prevention System 

[그림 16] ANENT 웹포탈 관련 기반시스템 (공개망) 

• Incremental : 1 
• Full backup : 1/week 

[그럼 17] ANENT 웹포탈 관련 기반시스템 (백엽 시스템) 

- 35 -



Item Configuration remark 
ClOIILnq513alq, .Two Intel Xeon 2.4GHz 

.1GBMemory 

.Four 18.2GB Ultra3 SCSI Interface 

.Smart Array 532 Controller 
Backup Server 

~LVD/SE SCSI Controller (for Tape Library) x 
2ea 
.1000SX Gigabit Network Interface 
.TFT Monitor 

StorLaI8 e0Tek .sBtaanctkiaurpd 용)량 : 8TB(80 Slots, incom pressible 

.Tape Drive 
Tape Library - Four Seagate L TO Drives 

:mBcaocmkuppr Pe sirbfolerman dcea(r2d1)6GB/Hour, essible stan 
.include Barcode Scanner 
.Redundant Power Supply 

Network . 1000GB 4port L3 Giga Module with GBIC For Network equipment 
equipment .PCI Gigabit Ethernet 2.0 Card (Sun Enterprise5500) 

.1000SX 1000BaseSX Compliant GBIC Module 

.MM Dual SC to SC Patch Cord 

Time .Time Navigator Server for Windows 
Navigator .Tape Drive Connection for LTO x 4 Backup Software 

.Time Navigator Client for Windows x 1ea 

.Time Navigator Client for Unix x 3ea 

. Time N avigator for Oracle on Solaris x 2ea 

. Time N avigator for Oracle on Linux x 1ea 

[그럼 18] ANENT 웹포탈 관련 기반시스템 (주요 장비) 

이상과 같이 검토한 내용들을 종합하여 〈표 7)에 제시하였다. 

〈표 7> ANENT 사이버 플랫폼 세부 검토내용 요약 

Comments 

Review Aspects Leve l l (Shoπ Tem) : Minimum Level 2 (Mid Term): Level 3 (Long Term): Revis ion 
revision & us e Addition of functions revision and 

upgrading 

Approach - Approach 。nline‘ Course structure. Terminology Web browser Semi-0nline 
and - Scope Courses (EM1) 
scope Documentation Course structure & glossary Wo뼈ow & assessment 

-0peration procedure Radiation protection 
Energy planning. 
Nu clear medicine 

LMS Functions Exam. Post--leaming 
process needed Fix bugs 
and Relevance of flow Classification. Quiz. In뾰ractive guidance 
fu nctions - User 

friendliness!Quality 

Software -Software Java script Content development reQuirements Recommended Co ntents Reposito ry 
ReQuire ments authorin 9 tools (jncluding SCO search) 

- Interface ‘”’th Maxmedia Migration to new 
contents platform(Moodle. 

Appache. MySQL) 

- Interface ‘wπh 
other s Y.>tems 

Hardware - Capacity st。떠ge 

- SecuritY capac itY 
Band뻐d예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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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추진 방안 

본 사이버 플랫폼 개선 및 운영을 위한 향후 추진 방안으로서는 단순한 기 

술적 사항을 단기적으로 해결하고， 현재 계획된 에너지 계획 과정 콘벤즈와의 

호환성을 확인 조치 후 시험을 거쳐 2007년 11월 중에 시법 운영하는 것이 우 

선적이다. 다음으로는 원자력의 의학적 이용 과정을 필리핀에서 추진하도록 하 

기위한 ANENT 사이버 플랫폼 시연과 추진과정에서 제기되는 기술적 사항을 지 

원하는 것이다. 또 하나의 것은 현재 추진 중인 IAEA 교육훈련 과정/자료 수 

집， 탑재 및 운영 활동에 필요한 ANENT 사이버 플랫폼의 기능 제공이다. 최종 

적으로는 본 검토에서 도출된 점들을 토대로 사이버 플랫폼 공동 운영 팀을 구 

성하고 장기적인 기능 향상을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세부 추진 계획을 세 

우고 제4차 ANENT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지침을 받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5) 결론 빛 권고사항 도출 

본 전문가 검토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 주어진 시간과 범위에서 ANENT 사이버 플랫폼은 성공적으로 개발 되었다. 

- ANENT 사이버 플랫폼은 학습관리 시스템과 관련된 오류， 용어 사용， 기술 

기준 및 기술 현안 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 ANENT 사이버 플랫폼은 “에너지 계획” 빛 다른 가능한 과정들을 2007년 

중에 시범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ANENT 사이버 플랫폼과 사이버 학습 프로므램들은 회원국들에게 파급 및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상과 같은 결론에 근거하여 ANENT 사이버 플랫폼을 계속 개선， 발전시키 

고 이률 이용한 과정운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권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 

하였다-

- ANENT 사이버 플랫폼의 진전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lAEA의 지원이 필요하 

다. 

- 장기적인 삐ENT의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 사이버 플랫폼을 upgrade 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한 기술 

적 지원을 위하여 본 검토 활동 (Expert Mission)에 대한 follow-up 

mission(s)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삐ENT가 사이버 플랫폼 개발과 관련하여 원자력공학 기준 과정개발이 원 

활히 추진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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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간 과정과 펠로우섭을 통하여 삐ENT의 사이버 플랫폼과 사이버학습이 

회원국들에게 파급되기를 기대한다. 

- ANENT 사이버 플랫폼의 사용에 대한 교육을 회원국 관계자들에게 제공해 

야한다. 

- ANENT 사이버 플랫폼의 운영을 위하여 전문 팀의 구성이 필요하다. 

- 본 검토에서 논의된 기술적 사항들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 

- 한국원자력연구원이 ANENT 사이버 플랫폼의 지원， 개발 및 운영 등에 대 

한 선도적 역할을 계속해 주기를 기 E한다. 

앞에서 거론된 시범과정 운영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follow-up e앵ert 

mission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져13철 ANENT 웹 포탈시스템의 운영 빛 채전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ANENT 사이버 플랫폼은 새로 개발된 사이버 플랫폼 

기능을 추가함으로서 크게 개선되었다. 

ANENT 웹포탈에 수록된 정보와 데이터를 수정 보완하고 추가 입력하였다. 이 

중의 상당 부분은 본 사업관련 활동으로부터 생산된 자료 및 정보 였다. 주요 내 

용은 다음과 같다. 

- ANENT에 관한 IAEA 기술회의 보고서， 논문 및 발표자료 

- 제2차 ANENT 운영위원회 관련 자료 수정 

- 제1차 ANENT 운영위원회 보고서 및 발표자료 

- 기준 원자력 공학 석사과정 개발 워크숍 자료 

- 회원국 현황 자료 수정 

ANENT 웹포탈의 운영은 서버 작동 확인 빛 유지， 사용자 동록 승인 관려， 뉴 

스/공지사항 관리， 웹 기능의 부분척 보완， 회원국들에 대한 사용안내 동의 방법 

으로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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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2장 세계원자력대학(WNU) 네트워크 효율적 

활용 방안 수립 

져11절 세계원자력때학 사업 참여 

1. 셰계원자력대학 여름학교 (WNU-SI) 

기후 협약 및 전력수요 증가， 원자력발전소 교처I 동 원자력 시장의 활성화가 

예상되면서 원자력부흉기에 대한 조심스런 기대가 대두되는 동시에， 최근 원자력 

분야에서의 최대 관심분야 증 하나는 지식전달과 관련한 원자력의 미래에 대한 

현재의 준비이다. 기존의 과학기술자들이 이룩한 인류복지와 에너지 활용을 위한 

원자력 기술의 지식과 비전이， 차세대 원자력계률 이끌어갈 젊은 원자력 전분가 

와 산업계 현장에는 원활히 전탈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필요 

한 시점이다. 특히 원자력기술의 활용은 그 특성상 특정 국가 내에서의 분제뿐만 

아니라， 주변국을 포함한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원자력 

기술을 주도해 갈 젊은 원자력과학기술자들이 갖추어야 자질은 기술적인 영역뿐 

만 아니라， 원자력관련 국제법의 적용과 국제기구의 역할 동 정치적， 경제적 분 

야까지 아우르는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경험과 노하우까지도 포함한다. 이러한 기 

술의 연속성과 유지보존을 위한 대웅책 마련은 한 국가반의 문제를 념어 국제사 

회가 공동으로 해결해야할 숙제로， 적극적인 국제협력 속에서 강구되어야 한다는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져 왔다. [5]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지난 1999년 이후， lAEA 과학포렴과 총회 및 국제회의에서 국 

제원자력대학 (INU: International Nuc1 ear Uni versi ty)의 설립 필요성을 여러 

차례 제안하여 범세계적인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였다. 그리고 제안한 INU 설립 

타당성 연구사업을 통해 [6 ], 현재의 세계원자력대학(WNU)이 설립되기까지의 기 

초자료와 이론적 배경을 제공하였다. 

가. 셰체원자력대학 WNU (Wor1d Nuc1ear University) 

세계원자력대학(World Nuclear University: WNU)은 원자력에너지의 명화척 이 

용과 원자력 지식의 보존 및 계승 강화를 위하여 lAEA를 비롯한 원자력관련 국제 

기구들의 지원 하에 설립된 세계 약 30여 개국 원자력관련 교육 및 연구기관들의 

네트워크 기관이다. 세계원자력대학의 임무는 원자력 국제공동체를 강화시키고 

발전시켜， (1)전 인류가 사용할 수 있는 깨끗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검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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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로서의 원자력 이용분야와 (2)방사선육종， 의학， 영양학， 산업발전， 수자원 

관리， 환경보존 동 원자력과학기술 웅용분야에 있어서， “전 세계 전력 공급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미래의 유일한 대안 에너지”인 

원자력과학기술이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데 있다. 

세계원자력대학은， 아이젠하워의 역사적인 유엔총회 연설인 “Atoms for 

Peace" 50주년 기념행사가 있었던 2003년 9월 7일， 영국에 설립되었다. WNU의 공 

동설립후원기관은 국제원자력기구(1AEA) , 경제협력개발기구 산하 원자력기구 

( OECD/NEA: OECD Nucl ear Energy Agency) , 세계원전사업자협회 (WANO: Wor1 d 

Association of Nuclear Operators) , 세계원자력산업협회 (WNA: World Nuclear 

Association)가 있다. WNU는 별도의 캠퍼스 없이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두고 25개 

국 회원국 대표 연구기관들과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공동 교과과정을 개발해가고 

있다. 

나. WNU 여름학교 (Summer 1nstitute) 

세계원자력대학은， 2004년 6월 비엔나에서 가진 WNU 지원활동에 관한 기술회 

의 [7] 에서 정기적인 교육프로므램인 여름학교(S1: Summer 1nstitute) 개최를 결 

정하였다. 회의에서는 이러한 정기적 프로그램은 선발된 참가자뿐만 아니라， 각 

국의 산업체， 정부， 연구기관 빛 고급교육을 포함한 대학 동 모두에게 이득이 될 

것임을 강조하고， 여름학교 프로그램 형태에 대한 지침을 함께 제시하여， 행사는 

이 지침을 기본으로 구성하고 있다. 

여름학교의 주된 복척은 원자력과학기술 분야의 차세대 리더들을 대상으로 

차별화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다. 전 세계에서 선발된 학생 및 젊은 원자 

력 전분가로 이루어진 집단은 다음과 같은 교육복표를 가전 6주 과정의 고급의 

교육훈련을 제공받는다. 

- 원자력 기술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최신 지식과， 이를 둘러싼 정치， 환 

경， 사회적 이슈에 대한 국제적 견해 제공 

- 원자력웅용분야의 세계적인 선두주자 및 교육자들과의 토론기회 제공 

- 세계 각국에서 참가한 동료들과의 실제적인 팀워크 활동 경험 및 결속력 

있는 유대관계 형성 

- 원자력 과학기술에의 기여 확대에 일조할 수 있도록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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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그램은 기존 캉의실에서 학습할 수 없는 원자력 신기술， 핵비확산 정 

책을 포함한 원자력 이용외 국제 관계， 기후변화 협약 동 원자력을 둘러싼 국제 

환경의 변화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젊은 원자력과학기술자들에게 매우 실 

제척이고 유용한 지식을 제공하고 있다. 원자력 과학기술 분야의 미래 글로벌 리 

더쉽 배양을 위한 특수한 교육 경험을 전 세계에서 선택된 젊은 전문가 집단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여름학교의 주요 구성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캉의 빛 토론(Lecture and Q&A): (1) 지구 환경과 원자력， (2) 원자력 국제 

정세 및 이슈， (3) 원자력 산업， (4) 원자력 기술혁신， 이상 4가지의 주제에 

대하여 약 40인의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강의로서， 기술적인 측면보다는 

과거의 원자력， 지구환경 변천사부터 현재의 정책 현황 및 미래의 원자력 정 

세 둥， 원자력과 관련한 근본적인 측면을 다루는 고급 교육 

- 소그룹 토의 및 복습(Take-away Points Group Work): 경험 많은 원자력 전분 

가인 벤토를 중심으로 당일 강의에 대한 복습， 단체토론， 각국의 현황과 개 

인적인 견해， 사레연구 동을 공유하면서， 주제에 대한 이해를 톱고 회의 멈 

토론 경험을 제공 

- 이슈 토론 및 프로젝트 발표(Issue Forum and Presentation): 원전도입 , 4세 

대원자로， 핵연료주기， 재처리， 폐기불처분장， 핵비확산， 의료방사선이용 

동， 현재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분야에 대해 관심 있는 참가자들이 소 

그룹을 구성하여 섬도 갚은 토론과 자료조사， 단체 협의를 통한 프로젝트 수 

행， 결과발표를 통해， 전문적인 지식 습득은 물론 지도력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 

- 특별강연(Distinguished Speaker Presentations): 일주일에 약 2회， 원자력 

관련 산업체 대표， 관련기구 고위급 인사， 세계적인 석학 동 특별강연자를 

초청하여， 원자력과 연관된 정치， 경제， 사회， 연구개발 분야의 세계적인 이 

슈들에 대한 전문가적인 견해와 경험을 공유하고， 미래의 원자력 리더들을 

위한 논쟁과 도전을 유발할 수 있는 강연 

- 산엽시찰(Technica1 Tours) 1주일 간 원자력 및 관련 산업체， 연구시설 등 

을 견학하고 현장 캉의를 통해， 차세대 원자력 리더를 위한 전문가로서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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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인 경험을 확대하고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현장 체험 

제1회 세계원자력대학 여름학교 행사는 2005년 7월 9일부터 8월 20일까지 6주 

간 미국이 주최하였다. 전 세계 33개국으로부터 77명의 펠로우가 미국 아이다호 

폴에 모였으며， 6주간 캉의， 소그룹 토론， 미국 내의 여러 원자력관련 기관 방문 

동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한국에서는 지원자가 있었으나 관련 정보수집이 미흡 

해 재원마련에 어려움이 있어 참가하지 못하였다. 제2회 여름학교는 2006년 7월 

8일부터 8월 18일까지 5주간 스웨덴의 스톡흘름과 1주간의 프랑스에서 진행되 었 

다. 자세한 행사 내용과 참가를 통해 수집한 정보에 대해 참고문헌 [1]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스웨덴에서 개최한 2006년 여름학교는 좋은 강사들과 잘 준비된 

계획을 통해서 매우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 특히 외국의 젊은 원자력 종사자들 

사이의 인척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본 연수과정 참가자들 

은 앞으로도 WNU의 지원 하에 지속적으로 관계가 유지되며 교류가 이루어지게 된 

다. 

2. 여름학교 유치 빛 얀력파견 협력 

WNU에서 한국의 선도적인 역할 수행은 세계 속에 우리나라 원자력기술의 위상 

을 정립하고 원자력산업의 해외 기술 수출 기반을 구축하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판단한 원자력연수원은 2005년 9월 세계원자력협회 (WNA) 총회에서 한국의 세계원 

자력대학 여름학교(WNU SI) 유치를 표명하고， 이에 동반되는 협력을 위해 2006년 

2월 ‘WNU SI 유치를 위한 한국전분가 파견 양해각서’를 WNU와 원자력연구소 사이 

에 체결하였다.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과 준비를 통해 3회째를 맞는 2007년 WNU 

SI 행사는 아시아 지역에서는 최초로 한국이 유치하게 되었다. [1] 

WNU SI 유치는 한국이 국제 원자력 무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세계 

각국의 젊은 원자력과학기술자들에게 한국 원자력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적 측면에서 WNU SI의 개최 및 국 

내 참여자의 참가는 국내의 기성세대에게는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젊은 원 

자력기술자들에게는 자발적인 각성과 자기 발전의 계기뿐만 아니라 전 세계 차세 

대 원자력 리더들과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의 기회 제공의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 

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06년 4월에 원자력연 

수원 소속의 전문인력 2인을 영국의 WNU본부센터 (WNU Coordinating Centre: 

WNUCC)에 따견하였다. 영국 런던에 위치한 WNU본부젠터에는 존 리치 WNU 총장 이 

하 WNA 소속 직원 및 회원 기관( 미국 DOE, 프랑스 CEA, 스웨덴 KTH, Cogema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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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파견된 전문가 1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파견자는 WNU본부젠터의 일원으로 

업무 수행을 통해 세계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기획 및 관리 능력을 배양한다. 

WNU 일반 사엽과 관련한 기본적인 엽무 내용은 아래와 같다. 

• WNU 본부센터의 업무 파악 

• WNU 석사과정 모델 연구 참여 

• 한국의 아시아원자력교육훈련네트워크(AJ\모NT)와 연계한 원격연수과정 개발연 

구 

• 비원자력계 인사 대상 원자력 친화 프로그램 개발 참여 

WNU 81는 WNU의 첫 번째 활동사업으로， 과기부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한국에서 

유치한 2007 WNU 81의 전제조건으로 WNU의 전반적 활동 업무와 WNU 81 프로그램 

개발 및 수행에 척극 참여할 전문가의 WNU본부센터 따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 

른 WNU 81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 세부 업무 내용은 아래와 같다. 

• WNU본부센터의 WNU 81 프로그램 자료 조사 

• 범세계적 원자력교육훈련 자료 조사 및 분석 

• 2006 WNU 81 프로그램 개발 참여 

• 2006 WNU 81 운영 참여 

• 2006 WNU 81 프로그램 명 가 

• 2007 한국 개최 WNU 81를 위한 자료 및 정보 조사 분석 

• 2007 WNU 81 프로그램 개발 참여 

따견자는 WNU본부젠터에 근무하면서 WNU본부젠터의 전분가들과의 엽무 협력을 

통해 WNU본부센터의 WNU 81 프로므램 기획 빛 운영 노하우와 범세계적인 교육훈 

련 프로그램의 기획 빛 프로그램 관리 능력을 습득하게 된다. 또한 2006년 7월-8 

월 사이 개최된 제2회 WNU 81에 운영위원 자격으로 참여함으로써， 실처l 행사 준 

비와 진행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직접 관여하여， 2007년도 한국에서의 행사를 위 

한 업무 경험도 충분히 축적하였다. 파견자는 WNU 81 개최를 위한 국제 운영위원 

회와 국내 운영위원회 그리고 국내외 관련기관들 간의 원활한 상호협력을 위해 

긴밀한 연락책으로의 역할을 수행하여 WNU 81의 성공적 수행에 기여하고 있다. 

2007년에도 WNU본부센터의 2007 WNU 81 프로그램 개발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결과 

는 다음 절에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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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7 WNU-SI 재최 준비 활동 

2007 WNU-81에는 전세계 38개국 109명의 차세대 원자력 리더들의 참가가 확정 

되었으며， 개최를 위한 기본방향은 아래와 같다. 

• WNU 본부센터 파견인력과의 긴밀한 협조 

• 국내 자문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구성 

• 국내 원자력 규제， R&D, 산업체， 학회， 대학 동 공동 참여 확대 

• 국내 전문가 강사 및 멘토(Mentor) 역할 확대 

• 국내 원자력 R&D 및 산업체 활동 적극적인 홍보 

• 전문 엽체에 일괄용역 계약체결을 통한 효율적인 행사운영 

이를 바탕으로 원자력인력개발센터는 본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준비 

활동의 일환으로 2007년 행사 운영위원으로 활동할 전분가를 WNU 본부센터로 파 

견하여 2006년 행사의 운영위원 역할을 수행하였고， 국내 운영위원 역할을 할 전 

분인력을 2006년 WNU 81에 펠로우로 참가시켜， 운영위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일반 

참가자로서의 경험을 축적하였다. 또한 국내의 행사 준비를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산업시찰， 행사홍보， 분화행사 동의 역할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 聊U 본부첸터 파견자 운영 준비 협무 

영국의 본부센터에 파견된 국내 전문가를 통해 WNU 81와 관련한 전반적인 사 

항들을 기획하고 특히 아래에 열거한 항복들에 대한 운영 준비 엽무 수행한다. 

• 81 프로크램의 기획， 개발 및 수행 

- WNU의 복척에 맞는 81 프로그램(레크리에이션및 사회활동 제외)의 모 

든 요소들을 기획하고 개발함 

-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교수들과의 협의를 통해 81 프로그램 때 사용 할 

case study 개량 

- 참가자의 공동체의식 개발을 위한 team-building 활동을 개발 준비 

- 강의자료〈유인물， CD, 발표자료 동)들 준비를 조정 감독함 

- 81기간 중 일일 프로그램 활동들을 살피고 관리， 조정함 

• 선택된 WNU fellow들을 위한 기금과 81 준비 감독 

- 모든 지원자들에게 지원에 대한 결과 통보 

- 회사나 기관에 의해 지원받는 WNU fellow로서 수락된 이들을 위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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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일정， 절차 등을 포함한 정보 제공 

- 재정지원을 요청한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fellow들을 지원하기 위한 

1AEA의 기금 추적 

- 기금지원을 신청한 미국학생들 사이에서 장학금 수여자 선발을 위한 

위원회 소집 

- 수락된 WNU fellow와 상호연락을 유지하며 요구되는 정보와 지원을 제 

공
 

- 비자를 필요로 하는 fellow들에게 그들의 질문과 우려에 탑을 주고 정 

보를제공 

• 지원 직원， 원자력리더십에 관한 강사， 벤토 등의 선발， 조정， 지원 

- 자문가의 상탐으로 자격이 확인된 교수요원 선발 

- 원자력리더십 시리즈의 강의를 맡을 강사를 위한 저명연사 선발 

- 멘토 프로그램 개발 

- 다양한 프로크램 요소들을 조정하고 필요로 하는 정보를 얻고 재정， 

여행 및 호텔 경비에 대한 지원을 위해 교수요원， 리더십강사 그리고 

벤토들과의 지속적인 상호연락 유지 

나- 국내 운영위원회 준비 업무 (WNU-SI 운영 웹돼이지 개발) 

개최에 필요한 장소， 산엽시찰， 공식행사 동 국내 행사준비에 관한 사항을 전 

반적으로 준비하고， 참가자 선정에 따른 비자 신청 관련 서류업무， 참가자 관리 

빛 관련정보 제공을 위한 시스템 (WNU 81 웹사이트) 구축 둥， WNU 본부젠터와의 

긴밀한 협조 아래 운영위원회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국내 참여 강사와 벤 

토 지정을 위한 의견을 본부 측에 제안하는 동 한국에서의 행사를 최대한 활용하 

기 위해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며 개최 준비 업무를 진행해 오고 있다. 기본적인 

준비 엽무는 아래와 같다. 

산엽체 후원회 활동 협의 등 행사 지원 체제 구축 

• 행사 개최장소 선정 빛 예약 

fellow , 강사， 멘토를 위한 호텔 예약 

• 행사장 시설， 장비， 부대시설 확보 및 준비 

• WNU-81 운영 웹페이지 개발 

• 동록금， 주최국 지원금 동 행사 자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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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최국지원 참가자， 멘토， 운영위원， 강사등초청 업무 
• 참가자 비자발급 관련 지원 업무 
• 산엽시찰， 문화행사， 공식행사 구성 
• 발표자， 벤토， 전문가 동의 제안 
• 개최국의 언론 매체 상호연락 

준비 업무에 있어 특이사항 중 하나는 운영 웹페이지 개발이다. 6주간의 여름 

학교 행사기간 동안 참가자들은 인터넷 웹페이지를 통해 프로그램 정보 및 캉의 

자료를 제공받으며， 매 캉의와 행사 전반에 대한 펑가 수행을 비롯해서 행사와 

관련한 커뮤니케이션의 장으로서 웹페이지를 이용하게 된다. 더불어 사전 준비 

및 질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참가자들 서로서로를 소개할 수 있도 

록， 개최 이전 준비단계에서부터 웹페이지를 홍보하고 참가자들에게 개별 아이디 

를 제공할 것이다. 이를 위한 WNU-SI 운영 웹페이지 개발을 수행하였다. 웹 페이 

지가 갖추어야 할 기본 구성 및 요구사항은 [표 8] 에 정리하였으며， 개발된 웹페 

이지의 메인 화변은 [-=:1..림 19]과 같다. 특히 WNU-SI 웹페이지는 WNU 운영본부 측 

이 차년도 행사에도 

서 다른 나라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 인도할 계획으로 

운영 및 수정작업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 

기본 구성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에 맞추었다. 

개발하였다. 따라 

개발 언어와 같은 

본 웹페이지는 WNU-SI 참가 

자들 사이의 네트워크를 유지시킬 수 있는 직접적인 도구로서 활용될 것이며， 이 

러한 채널을 통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국가 홍보 및 국내 원자력에 대한 대 

외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 8> 2007 WNU 81 웹페이지 개발 요구사항 

개발 목적 

2007 WNU 81 행사운영과 그 전후 기간의 준비 사후관리를 위한 웹페이지 개발 
- 향후 동 행사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WNU측에 제공 

개발 요구사항 

한국 행사임을 느낄 수 있는 디자인 

- 모든 User가 동시 접속 시 원활한 운영 
User 정보， Evaluation 통계자료 등의 원활한 자료화 

- 관리자가 web 업그레이드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Main logo 등의 대표 디자인 항목 및 일정， 참가자정보 등， 향후 재활용 가능하도록 

1 , Main WNU 81 첫 페이지 
WNU site 베너를 통한 2007 WNU 81 메인 페이지로 이동 

- ANENT , 연수원 site 등에도 베너 삽입 

2 , User 및 Group 정 의 
예상 User는 약 140 명 

- 모든 User가 동시에 같은 항목을 접속할 수 있음 

- 46 -



F Fellows 수강생 약 100명 90 - 100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 
M Mentors 그룹선생 약 20명 중간에 교체되는 인원 포함 

WNUCC Coordinators 
S 8taffs 운영위원 약 20명 Korean 8taffs 

Mentors' wife 

A Admin 관리자 1-2 명 
필요 시 생성， 혹은 

8taff 중 선정하여 권한 부여 
Guest 비회원 ID가 없는 접속자의 제한적 접근 

3 , User 개인 정보 (Profile) 항목 
Name Participant type (Fellow, Mentor , WNU 8taff) 
Photo Country E-mail Phone Country 
Employer Resume Change password 

4, 쪽지기능 (Message) 
User 간 쪽지 기능， 파일 첨부/송부 가능하도록 

5 , Evaluation 
세 가지 종류의 평가 

펄각줄료 
Faculty 
Mentor 

WNU 81 

펄각낸훌 
강의주제/강의자 

A. Group working Mentor 
8 , Issue Forum Mentor 

81 전반 

펄무L흘보 
Fellows , Mentors , 8taff 
Fellows for each Group 
Fellows for each Group 
Fellows , Mentors , 8taff 

- Mentor에 대한 평가는， Fellow가 동일 형식을 2-3명으I Mentor들에 대해 할 수 있음 

(Group working Mentor, 교체된 Group working Mentor, Issue Forum Mentor 등) 
- 평가종류， 평가항목분류에 따라 1page에 적정한 수준의 항목이 표시될 수 있도록 구성 

Evaluation Form은 81 행 사 중 보완될 수 있음 
- 따라서， ‘향후 보완 편의성’에 대한 협의가 따로 필요함 

+ 질문항목/대답항목형태 (y /N , Excellent/Good/Fair/Poor, 서술 등)를 선택하여， 질문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구축 

평가 결과 통계자료 

+ 평가를 위해 입력한 모든 자료는 엑셀파일로 저장 
+ 엑셀시트의 자료를 윈드파일로 변환 가능하도록 
+ 코먼트는 원드파일로 저장 
+ 평가가 끝나지 않은 중간에도 평가 결과를 볼 수 있도록 
+ 개인(피평가자) 별로 정리된 통계자료가 일목요언하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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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2007 WNU-SI 웹페이지 메뉴 

메뉴 구성 내용 접근 

General Main WNU 81 한국적 2007 WNU 81 행사 디자인 AII 

Log in 유저 로그인 (F, M, 8 , A) AII 

Logged-in Main 기본 페이지는 Inlr。

Home Notice 
Daily Notice AII 
업데이트 A 

News 
원자력관련 새소식 (WNA ， IAEA news) AII 
업데이트 A 

Weather 한국 날씨 정보 AII 

Hotel Info 호델정보， 교통， 호델웹사이트 링크 AII 

베너 WNU/WNU 81/Korean Guide AII 

2 Introduction WNU 81 2007 WNU 81 , Host & sponsor 소개/링크 AII 

Time table AII 
3 Schedule 8chedule 강의 상세설명 및 자료 다운로드 F, M, 8 

강의자료 업데이트 A 

4 Evaluation Faculty Evaluation for lecture and lecturer F, M, 8 

Mentor Evaluation for Mentors F, 8 

WNU 81 Evaluation for 2007 WNU 81 F, M, 8 

5 Participants Faculty 사진/이름/국가(클릭 시 상세 정보 표시) F, M, 8 

Mentors 사진/이름/국가(클릭 시 상세 정보 표시) F, M, 8 

Fellow 사진/이름/국가(클릭 시 상세 정보 표시) F, M, 8 

6 Forum Fellow Fellow Forum Discussion Board F 

8taff 8taff/Mentor Forum Discussion Board M, 8 

General Q&A, General Discussion Board F, M, 8 

7 Korea Intro Korean General AII 

Transport Transport 8ystem in Korea AII 

Tour Info Tour Information & Link AII 

8hopping 8hopping information & Link AII 

Culture Korean Culture AII 

8 Files Photo Photo & video up/download F, M, 8 

Document Document up/download F, M, 8 

9 Contact us 클릭시 coordination team 내용표시 AII 

F: Fellows M: Mentors S: Staffs A: Administ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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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2절 셰계원자력때학 여름학교 활용방안 

1.국내 원자력기술 홍보 방안 

가. 2007 WNU-SI를 이용한 국내 원자력기술 홍보 전략 

올해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제3차 WNU-S1는 세계 원자력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원자력 지도자를 양성하는 6주간의 세계적인 원자력 교육프로그램이다. 

2007 WNU-S1에는 세계 37개국에서 선발된 110여명의 젊은 원자력전문가들이 펠로 

우 (교육생)로 참가하고， 이 펠로우들의 교육을 위해 11명의 원자력 거장들인 멘 

토들， 세계적인 원자력전문가로 구성된 약 35명의 강사단， 그려고 원자력계의 

CEO 및 저명명사 15여명이 초청연사로 참석한다. 

WNU-S1 프로그램의 기본 틀은 오전에는 세계적인 원자력전문가들의 캉의를 듣 

고 오후에는 멘토들과 이 캉의 주제에 대한 정리 및 토론을 하는 것이다. 특별활 

동으로는 최근의 원자력 이슈에 대한 포럼 개최와 1주간의 산업시찰 그러고 주말 

의 문화체험 행사가 구성되어 있다. 6주간의 2007 WNU-S1 프로그램을 국내 SI 운 

영위원회와 공동 개발하면서 국내 원자력기술을 참가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 

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전략을 구상하였다. 

첫째， 우리의 원자력 해외진출과 관련하여 관심대.AJ국가의 젊은 원자력전문가 

가 이번 WNU-S1에 참가토록 지원함으로써， 동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나라의 원자 

력기술 수준을 알리고，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상호간 원자력기술협력의 기 

반을 마련한다. 

둘째， 2007 WNU-S1 커리률럼에 한국의 원자력프로그램 추진 경험에 관한 강의 

를 추가하여 우리나라의 원자력을 개도국의 원자력 개발 모델로 홍보한다. 또한 

WNU-S1 주요 원자력기술 분야 강의에 국내 강사를 초빙하여 우리나라 원자력기술 

을소개한다. 

셋째， SI에 초청연사로 초대하는 약 15여명의 세계 원자력계 CEO 및 기관장급 

고위인사들과 국내 원자력 인사들과의 면탐 동을 통해 상호협력을 다지고 언론과 

의 인터뷰 및 대담 프로그램을 통하여 우리의 원자력 기술을 홍보한다. 

넷째， SI 프로그램 내 1주간의 우리나라 원자력시설 빛 산업체 방분을 포함시 

켜 국내 원자력기술 홍보한다. 

다섯째， SI 기간 동안 매주 토요일을 우리나라의 분화 관광 빛 사회 체험 활 

동 프로므램으로 구성한다. 이들 통해 참가자들이 한국의 정서와 문화를 체험하 

고 이해하도록 해서 협력대상국으로서의 한국 이미지를 제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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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세계 원자력관련 매체 및 국내 언론에 WNU-81 개최 보도를 통한 언론 

홍보로 미디어를 통해 우리나라의 원자력 리더십을 제고한다. 

나- 제3차 WNU-SI 프로그햄 공동 재발 

(1) WNU-81 프로그램 개요 

WNU-81는 제1차 WNU-81는 2005년 미국 아이다호국럽 연구소에서 6주간 개최되 

었고， 제2차 WNU-81는 2006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5주간의 교육과 프랑스에서 1 

주간의 산엽시찰로 운영되었다. 제3차 WNU-81는 2007년 7월 14일부터 8월 24일까 

지 6주간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고 제4차 WNU-81는 캐나다， 제5차는 동유럽 또 

는 영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따라서 WNU-81는 아메리카 대륙을 시작으로 유럽 

그려고 아시아로 므리고 다시 아메리카， 유럽 동의 순으로 순휘하고 있다. 

2007 WNU-81 프로그램은 제1차 및 제2차 81의 강사， 멘토 및 프로그램에 대한 

명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반영하고， 또한 커리률럼에는 개최국가와 개최기관의 

특성들을 반영하여 WNU 본부와 한국 WNU-81 운영위원회와 공동으로 개발되었다. 

WNU-81 프로그램은 2004년 6월에 비 엔나 1AEA에서 WNU 지원기관들을 초청하여 

개최된 회의에서 구상되었으며， 이 때 제1차 81의 6주간 커리률럼과 캉의 프로그 

램이 〈표 10> 및 〈표 11>와 같이 개발되 었다. <표 10>에서 보면 81 커 리률럼은 

35 단위의 강의， 20 단위의 벤토의 리더로 이루어지는 소그룹 팀워크 그리고 5 

단위의 산업시찰 및 특별활동 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는 60 단위이다. 

〈표 10> 기본 WNU-S1 커 리률럼 

Activiη Sessions (units) 

Instmction 35 

Teamwork 20 

Field Trips, Special Activities 5 

Total 60 

Plus: Evening Lectures and Events 

〈표 11>에서 보면 WNU-81 강의 프로그램은 원자력과 관련된 Global 8etting, 

1nternational Regimes , Nuclear 1ndustry, 그러고 1nnovation 둥과 같이 4개의 

콘 주제로 나누어지고 이 큰 주제는 다시 원자력의 기술적인 토픽들로 나누어지 

며 전체 강의시간은 35단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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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기본 WNU-SI 캉의 프로그램 

Instrnction Sessions 

Content (un띠l피its) 
Topic 

Global Setting 

Global Energy Demand / Supply 

2 Global Climate / Environment / Sustainability 

2 Non-Power Applications 

Developing Country Presentations 

Intemational Regimes 

4 
Safety (Standards, Regimes, Risk Assessment, Roles of lAEA, 

WANO, ICRP) 

2 
Radiological Protection / Health / Public Debate / LNT & Other 

Issues 

3 Security (Non-Proliferation, Physical Protection• Future Systems) 

3 
Waste Management & Decommissioning (Science / Politics / 

Plans) 

Nuclear Transport 

2 Nuclear Law 

N uclear Industry 

Nuclear Excellence & Operational Focus 

Comparative Risk Assessment 

2 Industry Economics 

2 
Knowledge Management (Nuclear Work Force Pr，이 ections， 

Succession Planning) 

Technology and Social Ethics 

2 
Public Communication (Polling / Psychology / Risk 

Communication) 

Innovation 

2 
Innovative Nuclear Science & Technology (Gen-IV, INPRO, 

Advanced Fuel Cycle, national progrannnes) 

2 New Technologies (Hydrogen, Desalination, Fusion, Health) 

Global Emissions Control (potential Regimes) 

Total 35 

(2) 제3차 WNU-SI 프로그램 공동 개발 

WNU-SI 프로그램은 기본 WNU-SI 커리률럼과 강의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흐름을 

유지하면서 개최결과 펑가를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개선， 보완되고 있다. 한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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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개최되는 제3차 WNU-S1 프로그램은 제1차 및 제2차 WNU-S1 행사를 개최한 후 

펠로우 및 벤토들의 S1 평가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피드백한 결과를 반영하여 개 

발되었고 〈표 12>에 제3차 WNU-S1 커리률럼을 나타내었다. 기본 WNU-S1 커리률럼 

과 같이 주 활동은 캉의， 소그룹워크 및 산업시찰로 구성되었으며， 팀빌딩， 워킹 

그룹별 발표， 1ssue forum 프로그램 그러고 캉의 에는 Case study 등의 세부 활동 

이 포함되어 있다. 

〈표 12> 제3차 WNU-S1 커리률럼 

1 unit = 80 minutes, 1 day 5 units 

Activities Contents Units Date 

Arrival • Arrival, registration, Mentor’s meetmg 5 14 July 

Opening, Introduction • Programme introduction, self introduction 5 15 July 

Team building • Soda can bridge project ‘. 2 16 July 

Lectures • 1 hour presentation and 20 min Q&A 48 16 July-21 Aug 

Distinguished speaker 
• 1 hour presentation and 20 min Q&A 15 16 July-21 Aug 

presentatlOn 

Small group works • Reviews, Discussions, Fellows presentations 40 16 July-21 Aug 

WG Reports • Working group presentations 5 
27 July, 
17 Aug 

Issue fomm • Issue fomm group presentations 10 22-23 Aug 

• Visit to nuclear research facilities at KAERI, 

Technical tour 
fusion research facility, nuclear power plants at 

KHNP (Wolsung, Gori), DOOSAN, accelerator 
25 6-11 Aug. 

facilities and some industries 

Social & culture event 
• Visit to historical and interesting places, 

(25) Saturdays 
experience of Korean cultures 

• Lectures & lecturers: on website after lecture After lectures 
Assessments 

• General & Mentors 3 24 Aug 

Closing • Commencement, farewell dinner 2 24 Aug. 

Total 
32 days activities + (5 Saturday activities) + (5 

free Sundays) = 42 days 
153 

[그럼 20] 에는 2006 WNU-S1 캉의에 대한 펠로우 및 멘토들의 명가 결과를 나 

타내었다. 이 명가는 캉의를 수강한 직후 펠로우 및 멘토들에게 인터넷 상에서 

수강한 캉의에 대한 설문명가를 한 것이다. 설문은 두 가지로 하나는 캉의 토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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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것과 하나는 강사에 대한 것이다. 설문 내용은 다음해 WNU-81의 캉의토 

픽 및 강사로 추천할 것인지를 YE8 또는 NO로 답하고 comments를 작성하는 것으 

로 설문에 답한 것을 전체 응답의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그럼 20]에서와 같 

이 강의 토픽에 대한 벤토 및 펠로우들의 웅탑결과는 일부 토픽이 80% 이하를 나 

타내었고 대부분 80% 이상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강사들에 대한 명가에서 

펠로우들의 웅답 결과는 멘토들의 웅답결과에 비해 훨씬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럼 20] 의 마지막 열에서 2006 81가 같나고 3개월 후에 펠로우들을 대상 

으로 실시된 “81가 같난 3개월 후인 현재 이 캉의 내용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라는 설문조사의 응답결과를 보면 강사에 대한 좋은 명가를 받은 

캉의토픽들이 이 명가에서도 대체로 높은 점수를 받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 

결과로부터 대체적으로 높은 펑가를 받은 캉의일수록 시간이 지나도 캉의 내용에 

대한 기억이 오래 지속됨을 알 수 있다. 

〈표 13>에는 개발된 2007 강의 프로므램을 기본 81 프로므램과 2005 - 2007 

WNU-81의 전체 캉의 토픽들과 이 토픽들에 대한 캉의시간을 비교하여 나타내였 

다. 2007 81에는 전체 캉의에 배정된 시간이 72시간으로 2005 81의 강의시간과 

비슷하지만， 2005 81의 88.5시간보다는 척다. 이것은 2005 81 기간 동안 오전 뿐 

아니라 오후 시간에도 강의가 배정되어 있었고 또 산업시찰이 짧았기 때문이다. 

2007 WNU-81 강의 토픽들은 두 가지 기준으로 선정되었다. 한 가지 기준은 

2005 81 및 2006 81의 강의토픽에 대한 평가 결과와 의건들을 반영하여 선정되었 

다. 2006 81에서 가장 낮은 명가점수를 받은 토픽인 ‘1nternational safety 

standards & Global safety culture ’ 에 대해서는 캉의시간을 줄이고 강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세부 강의들로 구분하였다. 그러고 두 번째 토픽선정 기준으로는 개 

최지가 아시아 지역인 점을 감안하여 2005 81 , 2006 81에 비해 상대적으로 아시 

아 지역의 펠로우가 많이 참석하는 점을 고려하였다. 아시아 지역 국가들은 유럽 

이나 아메리카 지역에 비해 원자력발전 비중이 낮아 비발전 분야에 보다 관심이 

많고 또 새롭게 원자력발전을 추진하는 나라들이 있다. 이 점을 반영하여 방사션 

이용에 대한 강의를 추가하였고， 새로운 토픽으로 ‘8et-up of nuc1 ear power 

program' 을 추가하였다. 새로운 토픽에 대한 세부강의는 ‘한국의 원자력 경험’， 

‘베트남의 원자력발전 프로그램’ 그러고 ‘ 1AEA의 원자력 프로그램 지원’으로 구 

성하였다. 

2007 81의 강사진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2005 81 및 2006 81의 강사들 

에 대한 펠로우 및 벤토들의 명가결과를 반영하고 이와 더불어 강사들에 대한 지 

역척 배분도 고려하여 구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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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2005 - 2007 WNU-SI 캉의 프로그램 비교 

h피tiaI 
2005 SI 2006 SI 2007 SI Topica 잉ld contents WNU-SI 

(h) (h) (h) (뻐its) 

GLOBAL SETTINGS 7 19.5 15 13.5 

GlobaI environmel뼈 crisis 3 9 7.5 6 

Global εnVlronmεntal cnSlS - Climatε changε 3 3 3 

Global εmlsslOn 1εduction 3 1.5 1.5 

Global εnVlronmεntal cnsls 3 3 1.5 

Nuclear tecbnology in sustainable development 2 6 3 3 3 

IOverviεw 3 1.5 

INon nuclεar εxamplεs 3 1.5 

vνorld eneIgy demand and supply 1 3 3 3 3 3 

Survey of nuclear politics 1 1.5 1.5 1.5 1.5 1.5 

INTERNATIONAL REGIMES 17 36.25 27 30 

IntemationaI s때때 stand없ds & Glol빼 S뼈때 C뻐R 4 6 6 6 6 4.5 

Overviεw 1.5 

IAEA safety staIldard 1.5 

Global Saflεty culturε 1.5 

Radiation effects & RadiologicaI protection 2 3.5 3.5 3 3 4.5 

IRad때on εffects and Radiological protεctlOn 3 

IRadiation appli때on 1.5 

N on proliferation and safeguanls 3 11 6 6 

3 2.5 

ISaf，εguards 8 3.5 

Nuclear law 2 4.5 3 6 

I Introduction, 3 2 

IL빼ility 1.5 1 

Waste management & Decommissi애ing 3 7.5 6 6 

IWastε managεmεm 6.5 4.5 4.5 

IDεcommlsslOmn 1 1.5 1.5 

Nuclear transport 1 2 2 1.5 1.5 1.5 

Knowledge management 2 1.75 1.75 1.5 1.5 1.5 

NUCLEAR INDUSTRY 7 17.75 13.5 16.5 

Excellence in managemelπ 찌ld operntion 1 1.75 1.75 1.5 1.5 

Set-up of nuclear power progrnm 4.5 

KorεaIl Expεnεncε of nuclεar program 1.5 

Nuclεar prograrn of Viεtnam 1.5 

Intεrnational support on thε nuclεar program set-up 1.5 

Comp없ative risk assessmelπ 1 2 2 1.5 1.5 1.5 

Industry economics 2 5 4.5 4.5 

Industry εconomlcs 3 1.5 1.5 

Nuclεar fuε1 market 1 2 3 1.5 

Nuclεar fuε1 market 2 1.5 

Public communication, Case study 3 9 9 6 6 6 

INNOVATION 4 15 13.5 12 

Innovative Nucle껴r science & tecbnology 2 6 6 6 

I Advancεd n뼈εar fuε1 띠ε 3 3 3 

INε었 gεm따lon 1뼈 3 3 3 

New tecbn이0형es 2 9 7.5 6 

INεw tεc뼈ologiεs: Fusion 3 1.5 1.5 

- 56 -



Nε:w tεchnologiεs: Hydrogεn 

Nε:w tεchnologiεs: Spacε applications 

Nεw tεchnologiεs: Rεnεwablε εnεrgy 

TOTAL 

81 기 간 중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래와 같이 오전에는 캉의 및 초청 연사 

강연 그러고 오후에는 멘토들과의 소그룹활동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고 매주 

토요일에는 한국을 알리고 체험할 수 있는 관광 및 문화 체험 행사가 계획되어 

있다 . 

• 08:00 09:20 Lecture: 60 min presentation and 20 min Q&A 

• 09:40 11:00 Lecture: 60 min presentation and 20 min Q&A 

• 11: 20 12: 40 Lecture or Distinguished Speaker' s talk: 60 min 

presentation and 20 min Q&A 

• 14:00 15:30 Group Work with Mentor: Lecture review / Case Study 

• 16: 00 17: 30 Group Work with Mentor: Issue discussion/ continue Case 

Study or Issue Forum Preparation 

〈표 14>는 2007 WNU-81 6주 동안의 강의 프로그램의 일정(안)이다. <표 14>에 

나타나지 않은 4주차에는 한국 내 원자력관련 기관 및 산업체 방문이 계획되어 

있다. 

〈표 14> 2007 WNU-SI 캉의 일정 ( 안) 

Date Time (h) Topics 

1st week 18 
Global envimnmental crisis 

16/7 3.0 Climate change 
17/7 1.5 Global emission reduction 
17/7 1.5 Clean water shortage 
18/7 3.0 World enerξy demand and supply 
18/7 1.5 Survey of nuclear politics 
19/7 3.0 Nuclear teclmology in sustainable development 

Industry econollIÏcs 
20/7 1.5 Industry econollIÏcs 
20/7 1.5 Nuclear fuel market 
20/7 1.5 Uranium processing 

2nd week 18 
Radiation pmtection 뻐d rndiation application 

23/7 3.0 Radiation effect and radiation protection 
23/7 1.5 Radiation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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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ovative Nuclear science & technology 
24/7 1.5 Next generation nuclear reactors 
24/7 1.5 Next generation nuclear reactors 
25/7 1.5 Advanced nuclear fuel cycle 
25/7 1.5 Advanced nuclear fuel cycle 

Waste management & Decommissioning 
26/7 1.5 Waste management: storage and disposal 
26/7 1.5 Waste management: packing? 
26/7 1.5 Waste management & P A 
27/7 1.5 Decommissioning 
27/7 1.5 Nuclear trnnsport 

3rd week 18 
Intemational safeη standanls & Global safety culture 

30/7 1.5 Overview and lAEA safety standard 
30/7 1.5 Safety culture: Accident analysis 
30/7 1.5 Operational safety culture-INPO, WANO 
31/7 1.5 Comparative risk assessment 

Nuclear law 
31/7 1.5 Safety, Safeguards and Security: The synergies 

Nuclear law 
31/7 1.5 Safety & Liability - Legal framework 

Liability 
1/8 3.0 Case studies 

6.0 Non pmlifer뼈on 뻐d Safeguanls 
2/8 Broad legal and political framework, safeguards verification 

Security of nuclear material, facilities and equip, and export 

r controls 

’ Prevention of nuclear terrorism 
3/8 Case studies 

5th week 12 
Setting up a nuclear power pmgrnnr 

13/8 1.5 Korean Experience of nuclear program 
13/8 1.5 Nuclear program of Vietnam 
13/8 1.5 International support on the nuclear program set-up 
14/8 1.5 Knowledge management 

N ew technologies 
15/8 1.5 New technologies: Fusion 
15/8 1.5 New technologies: Hydrogen 
16/8 1.5 New technologies: Clean non-nuclear energy, renewable energy 
16/8 1.5 New technologies: Space applications 

6th week 6 

20/8 3.0 Public communication 
21/8 3.0 Icase study 

48 m피ts 72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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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차 일정으로 계획된 국내 원자력 관력기관 방문 일정은 〈표 15)과 같다. 

산업시찰의 참가자를 약 150명으로 예상되며 조별 약 40여 명씩 4그룹으로 나누 

어 시설방문 계획을 수립하였다. 주요 시설 방문 기관은 다름과 같다. 

• 원자력 산업체: 월성발전소， 고리발전소， 두산중공엽， 핵연료주식회사 

• 산업체: 포항제철，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 연구시설: 한국원자력연구원， 핵융합센터， 포항광가속기젠터 

〈표 15) WNU-SI 산업시찰 일정(안) 

.::I 일자 8월 6일 (월) 

오전 월성발전소 

A 

오후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오전 PAL 

B 

오후 posco 

오전 고리발전소 

C I 

오후 

오전 -I「사]는~고a 어닙 

D 

오후 

* PAL 포항방사광가속기연구소 
** POSCO: 포 항제 철 

* NFRC 핵융합연구센터 

8월 7일 (화) 

PAL* 

posco** 

고리발전소 

-I「사]는~고a 어닙 

월성발전소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8월8일 (수) 

고리발전소 

‘ . 
‘ l 

-I「사]는~고a 어닙 

월성발전소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PAL 

posco 

다- 제3차 WNU-SI 프로그햄을 활용한 홍보 

8월9일 (목) 

-IT- 人cμ ζ즈=0 고 ζ=0 어 t닐 

월성발전소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PAL 

posco 

고리발전소 

(1) 원자력협력 대상국의 참가지원 및 협력기반 조성 

8월 10일 (금) 

KAERI 1 

KAERI 2 

KNFC 

NFRC*** 

NFRC 

KAERI 1 

KAERI 2 

KNFC 

KNFC 

NFRC 

KAERI 1 

KAERI 2 

KAERI 2 

KNFC 

NFRC 

KAERI 1 

WNU-81 참가 신청 시 원자력 해외진출과 관련하여 말레이시아， 루마니아， 남아 

프리아공화국， 인도네시아 등의 펠로우 참가를 적극 지원하여 협력대상국으로써 

의 한국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우호적인 협력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인적 네트 

워크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아울러， 81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의 원자력 기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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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함으로써 협력기반 구축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2) 우리나라의 원자력개발 경험 소개 

2007 WNU-S1에 참가하는 37개 국가들을 보면 원자력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나라뿐만 아니라 원자력 개발을 계획 중이거나 검토 중인 나라도 많이 참여하고 

있다. 원자력은 그 특성상 많은 투자가 선행되어야 하며 장기적이고 치밀한 계 

획이 필요하므로， 원자력 도입을 계획 중인 국가가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성공적 

인 원자력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선진 원자력국가의 개발 사례가 상당한 도 

움이될수있다. 

이에 따라 이번 SI의 커리률럼에는 성공적인 원자력 개발의 대표적인 모델로써 

우리나라의 원자력 도입과 개발사례를 소개하고 이제 원자력을 도입하려는 나라 

의 계획을 소개하는 강의를 추가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원자력 개발과 기술자립과정을 널리 알려고 우려의 선진 

원자력 기술을 홍보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원자력 도입국 

의 사례로는 베트남의 경우를 소개할 계획이다. 

또한， 미래 원자력기술로써 핵융합기술， 원자력수소기술 둥 주요 원자력기술 

분야 강의에 우리나라의 해당분야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하여 우리나라의 첨단기 

술을 홍보하는 계기로 활용하고자 한다. 

(3) 세계 원자력계 저명인사 활용 

이번 WNU-S1에는 약 15명의 세계 주요 원자력기관의 기관장과 원자력관련 국제 

기구나 단체의 전 • 현직 사무총장， 주요 원자력산엽체의 CEO 동을 초청연사로 초 

빙하여 그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젊은 원자력전문가들이 :l들과 대화를 통해 려더 

섭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들은 세계 원자력계의 저명인사 

들로 유사한 시기에 연쇄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일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방한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우리나라 원자력에 대한 홍보와 

원자력국제협력 활성화에 매우 유익할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이들의 방한기간동안 관련분야의 기관방문 및 면담 등을 

통해 현안사항 협의 및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인적 네트워크 구축의 계기로 

활용하고， 또한 국내전문가와 이들과의 대담 등을 통해 상호 원자력관련 기술정 

보를 교환하고 언론과의 인터뷰， 지상대담 동을 통해 원자력홍보에 활용토록 한 

다. 현재， 초청연사로 초빙을 추진 중인 인사는 〈표 1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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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초청연사 예정자 명단 

Name Country Title, 01ξanization 

John RITCH USA President, WNU 

Andrew WHITE USA CEO, General Electric Nuclear 

Jim ELLIS USA Head. INPO 

Christopher CRANE USA President, Exelon Nuclear 

Gerald GRANDEY Canada CEO. Cameco 

Dennis SPURGEON USA Assistant Secretary, DoE (Nuclear Energy) 

Gideon FRANK Israel Head, Israeli Atomic Energy Agency 

AnilKAKODKAR India Chairman, Atomic Energy Commission of India 

Luis ECHAVARR Spain Director-General, OECD - NEA 

Dave MODEEN USA Vice President, Nuclear Sector EPRI 

Tom ISAACS USA Lawrence Livermore Nat. Lab. (LLNL) 

Dimitri PERRICOS UN - Greece UN Nuclear Inspector 

Skip BOWMAN USA CEO, Nuclear Energy Institute 

Theodore ROCKWEL USA Distinguished U.S. Scientist / Rickover Depu1γ 

Gerard MESTRALLET France Chairman & Chief Executive, Suez 

Irene AEGER TER Switzerland Vice-president, Cogito foundation 

Qin SUN China Chairman, China Atomic Energy Authority (CAEA) 

Kun-mo CHUNG Korea 
President, Korean Academy of Science and 

Technology 

Hans BLIX Sweden DG-Emeritus, lAEA & Chancellor, WNU 

Zac PATE USA Chairman-Emeritus, W ANO 

(4 ) 우리나라 원자력시설 및 산업체 방문과 문화체험 활동 

6주간의 81 프로그램 중 1주간은 우리나라 원자력 시설 및 산엽체를 방분하는 

산업시찰이 있을 예정이다. 현재 계획 중인 방문시설은 고려 경수형 원자로， 월 

성 중수형 원자로， 포항 방사광가속기， 두산중공엽， 한국원자력연구원， K8TAR 핵 

융합로 둥이다. 동 산업시찰을 통해 37개국애서 온 110여명의 펠로우들은 우리의 

선전화된 원자력기술 수준을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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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매주 문화관광 및 사회 체험 활동을 통해 한국을 이해할 수 있도 

록 하고， 한국의 이미지를 제고하도록 한다. 

(5 ) 언론홍보 

세계 언론매체를 대상으로 2007 WNU-81 개최를 적극 홍보함으로써 주최국으로 

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하고 우리의 원자력 기술을 널리 홍보하는 계기로 활 

용한다. 아울러 국내 언론에도 WNU-81 주최의 의미와 성격을 홍보하고 주요 원자 

력계 저명인사와의 인터뷰， 대담 동을 추진한다. 

2. 차셰대 인재양생 활용 

가- 국대 참가자 지원 

현재 원자력계의 주요 이슈중 하나는 기존의 과학기술자들이 이룩한 원자력 

의 펑화적 이용에 대한 기술， 지식 및 비전이 차세대를 이끌 젊은 과학기술자 

와 산업 현장 인력에게 원활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원자력기 

술의 활용은 그 특성상 특정 국가 내에서의 문제를 넘어서 주변국을 포함한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기 때문에， 단지 과학기술 영역의 지식 전달 뿐만 아니라， 

세계적 원자력 정책의 변화， 원자력관련 국제법의 적용과 국제기구의 역할 동 

다양한 분야에 대한 경험과 통찰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향후 원자력 기술을 

주도해 갈 젊은 원자력과학기술자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필요에 대한 대책으로 교육훈련의 체계화， 그리고 교육훈련 자료 

의 통일호}와 온라인 교육체계 확립 동 많은 지식관리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 

다. 이들 많은 활동 중 WNU-81는 기존 강의실에서 학습할 수 없는 기후변화와 

협약， 원자력 신기술， 핵비확산 정책을 포함한 원자력 이용의 국제 관계 동 원 

자력을 둘러싼 국제 환경의 변화 동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일반적인 전공교 

육이나 산업현장 훈련에서는 체험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유용한 경험을 축적할 

수 있다.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데 대한 구체적으로 따 

악과 대안 개발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WNU 81의 역할은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국내의 젊은 원자력과학기술자들이 위와 같은 우수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는 쉽게 얻을 수 없다. 교육프로므램 특성상 높은 참가비 때문에 

주로 산엽체 빛 연구기관에 속해 있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수를 제외하고， 

재원 마련이 어려운 학생은 참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원자력 관련 분야에서 

학엽을 수행하며 미래에 중추적인 원자력 인력이 될 붐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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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는 것이야 말로 차세대 인재 양성을 위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과제일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원은 원자력연구개발 사엽의 인력양성 분야 사엽을 

통해， 현재 국내 대학에서 원자력을 전공하는 대학원 학생들을 선발해 WNU-SI 

에 참여하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지난 2월 한국원자력학회를 통해 국내 5개 대 

학의 원자력공학과에 WNU-SI 참가 지원에 대한 공식적인 안내를 통해 참가 학 

생들을 추천 받았으며， 3월 인력양성 사엽을 통해 참가 지원 재원을 확보 하였 

다. 교수들의 추천과 전공 배경， 특히 WNU-SI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가하여 지 

원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영어 실력과 적극성을 주요 기준으로 삼아， 한 

국과학기술원 석사과정， 경희대학교 석사과정， 한양대학교 학부과정 학생 동 3 

명을 선발하였다. 그에 앞서， 작년 11월 참가 신청이 마무리 된 WNU 운영본부 

와의 협조를 통해， 한국 정부 지원의 국내 대학원생의 참가자 면성을 미리 조 

율하였다. 선발된 참가자들은 6주간의 WNU-SI 행사에 참여한 이후， 참가 보고 

를 통해 참여 소감 빛 활용 방안을 제시하여， 현재 수행중인 학업과 향후 진로 

에의 긍정적인 효과를 구체화 하게 한다. 특히 소속 기관에서 세미나 발표 등 

을 통해 참가하지 못한 학생들과 교수진들에게 본 교육행사의 역할과 영향을 

전파하여， 차기 행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는 것이 차 

세대 인재 양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올 해 참가자 지원을 통해 향후 개선， 보완 되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정리 

하면 아래와 같다. 

(1)지원자 선발 시기 

정부 지원의 인력양성 사엽을 통한 참가자 선발 시기는 WNU-SI 참가 신청 

시기와 차이가 있어， WNU 운영본부와의 조율이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참가 

가 어려울 수 있다. 공식적으로 WNU-SI의 개최 안내 및 참가 신청은 11월에 마 

무리되며， WNU 운영본부의 참가자 선발은 12월 내지 1월에 마무리 된다. 따라 

서 향후 국내의 학생 참가자 지원 절차는 다음 두 가지 형태로 제안 한다. 

- 11월 WNU-SI 공식적인 참가신청 안내와 함께 국내 참가 지원 안내를 함 

께 하고， 선발절차는 WNU 운영본부에 일임， 선발된 학생에 대해서 참가 

지원 

- 10월 국내 대학에 WNU-SI 안내， 자체적으로 지원 대상자 선발 후， WNU 

운영본부에 참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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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원자 대상 확대 

2007년 WNU-SI가 국내에서 개최되는 특수한 경우임을 고려할 때， 향 후 국 

내 참가자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005년 제 1차 WNU-SI에는 한국 

참가자가 없었으며， 제2차 WNl)-SI는 차년도 행사의 개최 준비를 위한 참가자를 

포함하여 7명이 참가 하였으나 이 중 대학에서 학엽중인 참가자는 1명에 그쳤 

다. 향후 진로 선택에 가변이 있을 수 있는 많은 우수한 학생들에게 참가 기회 

를 제공함으로서， 원자력 분야에서의 품을 키우고 자기 계발을 자극하여 국내 

원자력계의 인력 수급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참가 지원이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차세대 원자력 인재의 WNl)-SI 참가 지원을 통해 국내 원자력기술 인력 

이 국제무대에서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궁극적으로 국내 원자력기술 

의 수출과 위상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의의가 

있다. 또한 참여하는 학생 참가자들은 국내 기관의 강의실에서 배우기 힘든 국 

제관계나 새로운 원자력 활용기술에 대한 이해를 넓혀 국내 젊은 원자력과학기 

술자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제공하고， 텀 빌딩 둥을 통해 형성된 젊은 원자력과 

학기술자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향후 한국 원자력계의 발전을 위한 발판으로 활 

용하는 동 차세대 원자력 언재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나- 국내 참가자 그룹활동 활성화 

앞 절에서 설명한 WNU-SI의 기본 커리률럼에는 다음과 같은 소그룹워크가 포 

함되어 있다. 이 소그룹은 10명의 펠로우로 구성되고 벤토에 의해 텀빌딩， 캉의 

리뷰 및 워킹그룹별 발표， Issue forum 토의 진행 및 발표준비가 진행된다. 특히 

소그룹워크의 주요 목적은 강의자의 일방적인 강의 제공 형태의 교육에서 얻기 

어려운 개별적인 발표 및 토의진행 경험을 쌓게 함으로서， 미래 원자력분야의 지 

도자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데 있다. 동시에， 명소 접할 수 없는 세계 각국의 현 

황과 의견을 공유하고， 각 토론 이슈에 따른 솔직한 의건 개진과 협력을 통해 유 

대관계를 돈독히 하여 인척 네트워크 형성의 장으로써의 역할도 한다. 이러한 소 

그룹 워크는 텀빌딩 2 Uni ts (3시간) , 강의러뷰 및 토의 40 Units (53시간) , 결 

과 발표 5 Units (7시간) , 이슈포럼 10 Uni ts (1 3시간) 둥으로 이루어져 있어 캉 

의와 함께 WNU-SI의 가장 주요한 프로므램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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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펠로우들의 소그룹 배정의 첫째 기준은 다양한 국적의 배분이다. 109명의 

펠로우가 참가할 2007년 WNU-SI에서 국내 참가자는 13명으로 전체 참가국 38개국 

중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이 12명이 참가하는 미국이다. 따라서 11개의 소그룹을 

형성할 경우 모든 소그룹에 한국인 참가자는 최소 1명 최대 2명까지 배정될 것으 

로 예상한다. 국내에서 개최되는 행사라는 특성상， 각 그룹에 속해 있는 국내 펠 

로우들은 공식적인 참가 역할 이외에도 그룹 구성원들 간의 친목 증진과 과외 활 

동에 있어서 여러 가지 주변 환경 조성 및 장애요소 해결 등 중추적인 역할을 함 

으로서 인척 네트워크를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이 

다. 

소그룹 내에서 펠로우들의 활동은 다음과 같다. 

- 자기 소개 : 개인척 배경 빛 소속， 직급， 전공， 업무， 참여동기 동 

- 강의 려뷰 : 각 강의에 대해 연사， 주제， 내용에 대한 의건 개진 및 관련 

된 자국의 현황소개 

- 토론 진행 : 벤토의 운영에 따라 주기적으로 펠로우들이 순차적으로 토론 

진행을 맡아 각 구성원의 의견 개진을 독려， 발표된 의견 정 

려 및 레포트 작성 주도 

- 토론 기록 : 토론 진행과 마찬가지로 돌아가면서 탐당하게 되며， 소그룹 

워크에서 나온 결과를 정리하고 리포트로 작성 

- 사례 연구 : 강의 주제에 맞는 사례연구 활동 시 필요한 의견제시 및 정 

보수집 

- 이슈 포럼 : 이슈 주제에 따른 그룹발표에서 할탕된 소주제에 대한 정보 

수집 및 발표준비 

- 결과 발표 : 사례연구 빛 이슈포럼 결과를 전체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발 

표 

- 기타 활동 : 팀빌딩 및 소그룹 친복 활동 

또한， 1주일간 진행되는 산업시찰 시 국내 참가자들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 4 

개의 조로 나누어 진행될 산업시찰은 본행사장 밖으로의 이동 증 혹은 산업시찰 

중 원활한 참가자 인솔， 공식 프로그램 이후 과외 친목활동 등을 위해 국내 참가 

자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따라서 산업 시찰 전에 국내 

참가자， 국내 멘토 및 WNU-SI 운영진과의 회의를 주선하여 각 조별 산업시찰에서 

필요한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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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WNU-SI 준비위원회는 행사 개최 전인 6월 경 국내 참가자들과의 미팅을 

주최하는 것을 제안한다. 이 회의에는 지난 WNU-SI 참가자도 함께 참석하여 전체 

여름학교와 소그룹 내에서의 역할 경험을 공유하고， 아래와 같은 준비 사항에 대 

해 소개， 지원하여 참여 활동을 극대화할 팔요가 있다. 

- WNU-SI 참가를 위한 배경 지식 제공 (각 분야별 개요) : 

참가자의 전공이 다양하고 전문지식에 국한될 경우 다양한 토론에의 참여 

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WNU-SI에서 다루어지는 주요 현안 및 주제에 대 

해 소개하고 이에 대한 기초적인 배경지식을 습득할 지본 자료를 제공한 

다. 

- 전공 영어， 회의 영어 자료 제공 : 

작년 참가자의 경우 전공에 대한 전문지식은 우수하나， 이를 영어로 설명 

하고 의건 개진 할 경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전문용어 활용이 미비하여 

효과적인 참여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었다. 추천 자료로 WNU에서 펀 

찬한 “Nuc1 ear English"과 현 외무관이 저술한 “국제회의영어”를 활용하 

여 기본적인 전공 용어 빛 회의 용어에 대해 준비하도록 유도한다. 

- 소므룹 친목활동 유도 : 

일과 종료 후 빛 주말 자유 시간에 가질 수 있는 소그룹 친복활동에 대한 

적극적 지원 계획을 세움으로서 소그룹활동을 주도하도록 한다. 특히 국 

내 여건상 외국인들이 쇼펑， 관광 동의 사척 활동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행사지 주변의 주요 시설 및 관광지에 대한 정보를 국내 참가자들에게 미 

리 제공함으로서 전공 토론 이외의 개별척 활동 중에도 국내 참가자들의 

역할을극대화 한다. 

위와 같은 준비를 통하여 2007년 WNU-SI 참가 활동에서 한국이 국제 원자력 

무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세계 각국의 젊은 원자력과학기술자들에게 

한국 원자력의 위상을 높이고 친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최선의 기 

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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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3장 ANENT와 WNU 연계활용 방안 제안 

져11절 ANENT와 WNU SI 사이벼 교육자료 연체 

아시아원자력교육훈련네트워크 (ANENT)의 주요 활동 중 하나는 회원국 간 사 

이버 교육훈련을 공동개발하고 공동 활용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해 한국원자력연구원은 ANENT 웹 포탈 개발하여 삐ENT사업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lAEA의 용역사업으로 Cyber Platform을 개발하였다. 앞 절에서 언급하였듯 

이 개발한 Cyber Platform은 회원국 전문가들의 검토와 수용가능성을 확인한 후 

회원국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Cyber Platform으로 발전할 것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2004년부터 ANENT 사엽이 착수되면서 IAEA 원자력 지식관 

리사엽의 일환으로 사이버 교육훈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원자력 인력개발센터에 

서 수행한 IAEA 지역 간 훈련과정과 국제과정을 사이버교육 자료로 전환하는 사 

엽을 꾸준히 추진하였다. 2007년 현재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인력개발센터가 

웹 포탈에 탑재하고 활용하고 있는 사이벼용 교육 자료는 아래와 같다. 

(1) GASFLOW Workshop 

(2) Communication with Media and the Public 

(3) Radio10gical Emergencies 

(4) JANUS Reactor Decommissioning Case Study 

(5) Safety Guidance on Waste Management and Hea1th and Safety Aspects 

(6) Improvement of Safety and Economics of NPP Operation and Maintenance 

(Key Risk Concepts) 

(7) Safety & Economy 

(8) App1ication of Know1edge Management Techniques and Too1s 

(9) The Third Accelerator Summer School 

(10) E1ectronic Nuc1ear Outreach 

(11) Utilization of Nuclear Energy 

(12) Nuc1ear Techno10gy for Managers 

(13) University Network of Excellence in Nuclear Engineering 

(14) Outage and Production Risk Management of Nuc1ear Power P1ants 

(15) Fuzzy Systems and Application Areas 

(16) Risk Practice and Innovation of Nuclear Power Plant 

(17) Safety Assessment and Verification for Nuclear Re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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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Systematic Training and Effective Management of Personne1 for Nuc1ear 

Power P1ant Safety. 

이상 187>> 사이버 교육용 자료는 개발된 ANENT Cyber Platform에 따이롯 테스 

트와 회원국 수용성 검토를 거친 후 선멸하여 ANENT Cyber P1atform에 탑재될 것 

이다. IAEA를 비롯하여 필리펀， 말레이시아， 상가포르 동의 회원국에서 이미 보 

유하고 있는 교육훈련 자료를 조사하여 선멸된 자료를 %따NT Cyber Platom에 탑 

재하여 회원국이 공동 활용할 예정이다. 이러한 활동은 2007년부터 lAEA 기술지 

원과제로 착수되었으며 동 활동에 ANENT 회원국을 대표하여 원자력인력개발센터 

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ANENT Cyber Platform을 활용한 회원국의 교 

육훈련 증진은 회원국의 펑화적인 원자력 이용개발의 능력함양 뿐 만 아니라 지 

식보존과 관리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ANENT Cyber 교육활동을 국제 

원자력교육훈련 네트워크인 WNU활동과 연계한다변 보다 많은 상승효과를 얻을 것 

으로 기대하고 한국원자력연구원은 2007년 WNU 여름하교에서 강의하는 자료를 

Cyber 교육 자료로 개발할 것이다. 

1. WNU 캉의자료 사이버 교육 자료로 개발 

2007년 7월부터 6주간 수행되는 WNU 여름학교에서 전 세계 CEO급으로 구성된 

강사진이 캉의할 내용은 아래와 같다. 동 내용은 차세대 리더로 성장할 젊은 과 

학기술자들이 자신의 전공에 대한 연구 영역 확대를 위해 필요한 지식과 더불어 

세계적인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강사진은 전공 

지식의 경우 세계적으로 명성이 있는 전문가로 구성되며 현안으로 대두되는 내용 

은 세계적인 원자력산엽체 및 관련기관의 책임자가 직접 자신의 경험과 견해를 

캉의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WEEK 1 

Mon 16 Ju1y 

- Summer Insti tute - General overview and objectives 

- Global environmental crisis: Climate change 

Tue 17 July 

- Global environmental crisis: Global emission reduction 

- Global environmental crisis: Clean water shor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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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tinguished Speaker 

Wed. 18 July 

- World energy demand and supply 

- Survey of nuclear politics 

Thur 19 July 

- Nuclear technology in sustainable development 

- Distinguished Speaker 

Fri 20 July 

- Industry economics 

- Uranium processing 

- Nuclear fuel market 

WEEK 2 

Mon 23 July 

- Advanced nuclear fuel cycle 

- Advanced nuclear fuel cycle 

- Distinguished Speaker 

Tue 24 July 

- Next generation nuclear reactors 

- Distinguished Speaker 

Wed 25 July 

- Radiation effects & radiation protection 

- Radiation application - medical therapy 

Thur 26 July 

- Waste management 

- Waste management 

- Waste management 

Fri 27 July 

- Decommissioning 

- Nuclear transport 

- Distinguished Speaker 

WEEK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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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 30 July 

- Nuclear safety Overview and IAEA safety standards 

- Safety Culture: Accident analysis 

- Operational safety culture 

Tue 31 July 

- Comparative risk assessment 

- Nuclear law: Safety, Safeguards and Security - The synergies 

- Nuclear law: Safety & Liability - Legal framework 

Wed 01 Aug. 

- Nuclear law - Case studies 
- Distinguished Speaker 

Thur 02 Aug. 

- Non proliferation and Safeguards 

- Non proliferation and Safeguards 

- Distinguished Speaker 

Fri 03 Aug. 

- Non proliferation and Safeguards 

- Non proliferation and Safeguards - Case studies 

- Distinguished Speaker 

WEEK 5 

Mon 13 Aug. 

- South Korean experience of nuclear program 

- Nuclear program of Vietnam 

- International support of nuclear program setup 

Tue 14 Aug. 

- Knowledge management 

- Distinguished Speaker 

Wed 15 Aug. 

- New technologies: Hydrogen 

- New technologies: Space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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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tinguished Speaker 

Thur 16 Aug. 

- New technologies: Clean non-nuclear technologies and renewable 
energy 

- New technologies: Fusion reactors 

- Distinguished Speaker 

Fri 11 Aug. 

- Working group reports 

WEEK 6 

Mon 20 Aug. 

- Public communication 

- Public communication 

- Distinguished Speaker 

Tue 21 Aug. 

- Publ ic communication - Case studies 

- Distinguished Speaker 

Wed 22 Aug. 

Thu 23 Aug. 

Fri 24 Aug. 

Forum issues preparation 

1ssue Forum 

S1 Assessment , Farewell Reception 

상기 WNU 여름학교 강의내용을 사이버 교육 자료로 개발할 것이며 WNU 여름학 

교 홈페이지와 메모NT Cyber Platform에 탑재하여 여름학교에 참여하지 못한 전 

세계 젊은 과학기술자들에게 지식자료로 제공할 것이다. 사이버 교육자료 제작은 

교육훈련이 지식전파가 지식보존과 관리와 상호 연계되어 보다 광범위하게 지식 

전파의 효과를 얻게 될 것이다. 

2. 웹 포탈 통한 ANENT 빛 WNU 교육자료 상호 활용 

ANENT는 1AEA 사엽으로 수행되는 아시아 지역교육훈련 네트워크로 회원국 간 

의 교육훈련 증진을 웹 포탈 즉 Cyber Platform을 통해 수행할 것이다. 교육자료 

제작과 탑재에 있어 원자력발전， 원자력 안전， 원자력기초과학기술， 핵 비확산， 

동을 대분류로 구분하고 각 항목마다 소분류로 카테고리를 정할 것이다. WNU가 

추구하는 지식분류 또한 여름학교의 교과내용에서 보여 주듯이 지구환경과 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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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계획수립， 원자력정책， 원자력발전 산업， 신형로 개발과 핵연료， 방사성 폐기 

물관리， 방사선 이용기술， 원자력 안전， 원자력 법， 핵 비확산， 원자력융합 기 

술， 국민 이해 등 IAEA의 지식 대분류와 소분류 체계와 거의 동일하다. 

그러므로 ANENT가 추구하는 회원국 간의 지식 증진을 위한 교육자료와 WNU의 

교육 자료를 웹 포탈 상에서 상호 공동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상호 공동 

활용은 교육자료 제작에 중복 투자를 줄일 수 있을 뿐 만 하니라 시간 절감과 더 

불어 상호 엽무 분담과 보완 활동으로 인해 여러 가지 상승효과를 얻게 될 것이 

다. 

져12철 ANENT와 聊U 교육훈련 연체 활동 쳐I안 

1. ANENT 와 WNU 주요 활동 비교 

ANENT와 WNU의 사업 추진 배경은 lAEA의 활동에 두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원 

자력 지식보존과 관리가 강조되면서 지속적인 원자력 이용개발을 위해서는 원자 

력 전문 인력의 계승과 지식의 보존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이러한 배경으로 우 

리나라는 2000 1건 IAEA 총회에서 세계원자력대학의 설립 필요성을 제안하였으며 

모든 회원국의 동의와 함께 2001년부터 2년간에 걸쳐 lAEA 총회에서 원자력 지식 

관리의 중요성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동 결의안의 채택에 의거 한국원자 

력연구원이 개발한 세계원자력대학 설립 개념과 시행방안이 IAEA에 채택되었다. 

세계원자력대학 설립 개념과 추진 방안은 이후 IAEA, OECD/NEA 동의 국제원자력 

관련기관의 후원으로 Would Nuclear Association가 2003년 9월 WNU를 설립하였 

다. 또 하나의 IAEA의 직접적인 지원으로 아시아지역 회원국의 원자력 이용기술 

의 능력함양을 위해 2004년부터 ANENT 사업이 착수되었다. WNU와 ANENT의 주요 

사엽 활동의 비교표는 아래와 같다. 

〈표 17> 때ENT와 WNU 주요 사업 활동 비교 

ANENT 사엽 활동 WNU 사엽 활동 

1. 원자력 교육훈련 정보자료 교류 1. 학생 교류 협력 증진， 원격교육활용 

2. 교수/연구자/학생 교류 2. 지식관리 및 보존 활동 지원 

3. 원격 교육협력 3. WNU 원자력 교육과정 개발 

4. 회원국 표준 커리률렴 개발 학위/ 4. WNU 학위과정 개설 

학점 상호 인정 

5. 타 국제 네E워크와 연계사업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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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ANENT와 WNU는 주요 사엽 활동 비교표에서 보듯이 교육훈련 측면에서 상 

호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매우 많다. 특히 학생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한 원격교 

육 활용은 제1절에서 언급하였듯이 ANENT와 WNU가 보유하고 있는 개발 중인 사이 

버 교육 자료를 공동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공동 활용의 차원에서 한국원자 

력연구원은 2007년 WNU 여름학교의 교과내용을 사이버 교육 자료로 개발할 것이 

다. 

WNU는 주요 사엽 활동을 분야별로 Working Group으로 세분화하여 신규 사엽을 

계획하고 단계별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WNU가 구성한 107ß의 분야별 

Working Group은 아래 〈표 18)와 같다. 

〈표 18> WNU Working Group 사업 내용 

Working Group 명 담당 업무 

- 대학 간 교육시설 공유 

1. Inter-University Cooperation - 학생 교류 

- 원격교육 공동 활용 
- WNU 여름학교 

2. Curr‘ iculum Design - 커려률럼 공동 개발활용 

- 학점/학위공동 인정 

’ - 원로 교수로부터 지식 전수/전달 

3. Knowledge Management and - 원자력 과학기술지식센터 개발 

Preservation - 지식 계승 계획 수럽 지원 

- 원자력 정보관리 지원 

4.Global Nuclear Safety Culture - 교육훈련과 안전 문화 연계 

5.Cooperative Research and - 새로운 파트너십 구성 

Innovation - 협력 연구 분야 지원 

6. Nuc1 ear Law - 원자력법에 관한 교육훈련 지원 

7.Nuclear Safeguards and Security 
- 고유 핵 비확산 기술개발 능력함양 

- 물리척 방호 강화 

8.Society and Nuclear Technology 
- 국빈 이해 증진 

- 경험공유 교육훈련과 연계 

- 원자력발전 사엽 증진 

9.Global Use of Nuclear Power - 원자력 경제성 분석 

- 지속 가능 원전 사엽 둥 

lO.Nuclear Energy and Sustainable - 기후변화， 온실가스 대처 

Development - Clean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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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NENT 와 WNU 교육훈련 협력 빛 공동사업 져l안 

ANENT와 WNU는 같은 시기에 회원국의 지속적인 원자력 이용개발 증진을 목표 

로 원자력 지식관리와 보존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ANENT 

와 WNU 활동의 비교에서 보듯이 그 차이점은 ANENT는 아시아 지역 네트워크이며， 

WNU는 전 세계지역을 모두 망라한 협력네트워크이다. 또한 M모NT는 원자력교육훈 

련 활동의 증진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WNU는 원자력 정책， 세계적인 이슈에 관 

심을 두고 교육훈련활동을 하고 있어 정책적인 부분을 광범위하게 연계하고 있 

다. 

이미 ANENT활동과 WNU활동에 상호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그 예로서 2004년부 

터 개최하고 있는 ANENT 년차 운영위원회에 WNU가 참여하고 있으며， WNU 연차회 

의에 ANENT 회원국이 매년 참가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교육훈련에 관한 협 

력과 연계사업을 발굴한다는 원칙적인 것 반 언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양 기관이 회원국 또는 회원기관 간의 협의체라는 특성으로 협력과 연계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칼 리더십과 메커니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ANENT사엽에 주도적으로 참가하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아시아지역을 대표하여 

2007년도 여름학교를 한국에 유치하였다. WNU 여름학교를 유치하기 위해 WNU와 

인력교류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삐ENT사엽과 WNU 여름학교 사업의 연계활 

동을 위해 제1절에서 언급하였듯이 여름학교 강의내용을 사이버 교육 자료로 개 

발하는 것이다. 

협력과 연계사업의 관점에서 WNU Working Groups의 내용을 교육훈련부분반으 

로 정리하면 학생 교류， 원격교육 공동 활용， 공동 인정 커리률럼 공동 개발， 교 

육훈련과정 공동 개발 • 운영， 안전문화 교육훈련， 원자력법에 관한 교육과정， 

불리척 방호 기술교육훈련， 원자력 경제성 분석， 원자력발전사엽 중전 둥이 키 

워드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키 워드를 중심으로 ANENT와 WNU의 항목별로 현실 

적이고 구체적인 공동 협력활동과 연계사엽을 발굴하여야 한다. 키 워드를 중섬 

으로 향후 ANENT와 WNU가 실현 가능한 연계사업은 지역적인 특성을 반영한 사업 

과 내용적으로 가치 있는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사업 

은 ANENT 회원국 즉 아시아 지역 회원국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훈련 사업을 공동 

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내용적 가치를 반영한 사엽은 ANENT 회원국 간의 학생교 

류， 원격교육 공동 활용， 표준 커리률럼개발과 학위/학점 상호인정 동외 교류협 

력 사업을 WNU를 통하여 전 세계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상의 지역적 특성과 내용적 특성을 고려한 M모NT와 WNU의 향후 교육훈련 협 

력 및 연계활동에 관한 제안사항은 아래 〈표 19>과 같이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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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때ENT와 WNU의 교육훈련 협력 및 연계활동 제안 

협력 및 연계활동 제안내용 비고 

- ANENT 회원국에 대한 

WNU 81 참가자 지원 확 
- ANENT와 WNU간에 MOU체결 

대 
1.학생 교류 - 1AEA 지원 빛 ANENT 장학 

- WNU 교육프로그램에 
금지원과제 발굴 

ANENT 회원국 참가자 

지원 확대 
- ANENT/WNU 사이 버 교육 

훈련 자료 상호 베너 

2. 사이버 교육자료 공 
교환 탑재 (1단계) 

- 사이버 교육자료 분담 - 단계별 추진 
동개발 

개발 (2단계) 

- 사이버 교육훈련 공동운 

영 (3단계) 

- ANENT 회원국 대상 - ANENT/WNU 교육과정 
I 

WNU와 교육과정 공동개설 2008년부터 매년 1개 과 

. 원자력 경제성 분석 정 아시아 지역에서 개설 
I 

. 원전 사엽관리 

3. ANENT -WNU 교육과정 
. 원자력법과 국민이해 

. 신형 원자로 및 핵연 
τ。r여 。

료개발 

연구용 원자로 및 R1 

이용기술 

. 핵 비확산 

. 원자력 안전문화동 

아시아 원자력공학 석 · - 유럽 원자력공학 석 · 박 

4. 표준 커리률럼 개발 박사과정 커리률럼개발 사 과정 커리률럼 활용 

- 단기 과정 공동개발 - 지역 특성 고려 

- WNU 81 등 교육과정 참 
- WNU 교육내용에 명시 

5. 학점/학위 상호 인정 가 학점 인정제도 도입 

- 단기과정 학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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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목표활성포 빛 판련분야에와 지여포 

동 과제의 목표 달성도는 표 4.1과 같다. lAEA ANENT사업 한국참여 다원화화 

부분에서 계획된 3가지 활동 즉 제3차 ANENT 운영위원회의 한국 개최와 ANENT 운 

영방안 도출， ANENT 사이버 원자력교육훈련 플랫폼 구축 및 콘벤즈 확보， ANENT 

웹 포탈시스템 운영 빛 개선에 대한 연구 목표를 예정대로 달성하였다. WNU 네트 

워크 효율적 활용방안 수립부분에서도 2007년도 WNU 여름학교 커리률럼을 공동으 

로 개발하였으며， WNU 여름학교를 통한 국내 원자력 기술의 홍보와 국내 참가자 

의 지원 및 참여활성화 방안도 도출되었다. 또한 아따NT와 WNU 연계 활용방안 제 

안에서도 사이버 교육을 중심으로 한 ANENT와 WNU의 교육자료 연계활용과 

ANENT-WNU 연계 교육프로그램을 제안하여 연구목표를 달성하였다. 

〈표 20> 당해 단계목표 및 달성도 

가중치 
연구목표 

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탈성도 비고 
( %) 

( %) 
- 제3차 ANENT 운영위원회 개최 및 ANENT 

IAEA ANENT사업 
의 운영방안도출 

- ANENT 사이버 원자력교육훈련 플랫폼 60 100 
한국참여 다원화 

구축 및 콘벤흐확보 

- ANENT 웹 포탈시A템의 운영 및 개선 
- WNU 81 커리률럼 공동 개발 및 활용 

WNU 네트워크 - WNU 81를 통한 국내 원자력기술 홍보 
효율적 활용 방안 20 100 
수립 - WNU-81 국내 참가자 지원 및 참여 활성 

화방안도출 

ANENT와 WNU 연계 - ANENT, WNU 교육자료 연계활용 
20 100 

활용방안제안 - ANENT-WNU 연계 교육 프로그램제 안 
총 계 100 100 

상기 목표 달성에 따른 관련 분야 기여도는 아래와 같다. 

lAEA ANENT 사엽 한국 참여 다원화 분야; 

첫째， ANENT 사업에 한국이 의장국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한국의 원자력 교육훈련 

에 대한 국제적인 홍보에 기여하였다. 

둘째， 한국의 IT기술의 교육훈련 분야 활용 능력을 ANENT 회원국들에게 보여 줌 

으로서 한국의 IT 접복 교육공학기술의 향후 시장 진출에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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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NU 네트워크 효율적 활용 방안 수립분야; 

첫째， WNU 여름학교 커리률럼 공동개발과 한국 유치를 통하여 국내 원자력 교육 

훈련 국제화와 커리률럼 개발 능력 함양에 기여하였다. 

둘째， 한국의 젊은 과학기술자들에게 선진 원자력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제공에 기여하였으며 또한 전 세계 젊은 과학기술자와 네트워크를 형성에 기여하 

였다. 

셋째， 한국의 원자력 이용개발 수행 능력을 전 세계 젊은 과학기술자에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 확보에 기여하였다. 한국의 원자력 산업 수행 능력을 직접 체험함 

으로서 이들을 향후 시장 진출의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다. 

삐ENT와 WNU 연계 활용 방안 제안분야; 

첫해， ANENT와 WNU가 사이버 교육훈련에 공동 협력함으로써 우리나라 IT 기술이 

WNU 네트워크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 확보에 기여할 것이다. 

둘째， ANENT와 WNU가 공동으로 수행할 교육훈련과정 분야를 제시하여 이를 한국 

에 유치함으로서 우리나라 기술능력의 해외 홍보에 기여할 것이다. 

셋째， 한국의 핵심 젊은 과학기술자 양성에 ANENT와 WNU률 협력의 기반으로 활용 

하여 인재양성의 효율성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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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채발 쩔과려 활용쳐I획 

제 1 장 걸론 

IAEA가 회원국의 원자력 지식관리와 보존활동의 지원의 일환으로 지역 간 

원자력 교육훈련 능력함양을 위해 추진하는 아시아원자력교육훈련네트워크 

(ANENT) 구축사업에 한국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또한 참여의 폭을 다원화하는 

것이 동 과제의 주요 목적 중 하나이다.M따NT 사엽의 한국의 참여 다원화를 

위해 ANENT 웹 포탈을 lAEA를 대신하여 한국이 개발 운영하고 있으며， 동 과제 

의 지원으로 2006 제3차 ANENT 운영위원회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유치하여 개 

최함에 따라 2008년 제4차 운영위원회 개최까지 의장국 역할을 탐당하게 되었 

다. 동 회의에서 2007년부터 4년간 ANENT 활동 증진을 위해 IAEA가 제공하는 

기술협력과제를 완성하였다. 또한 동 과제의 지원으로 lAEA로부터 35 ， 000달러 

의 용역을 수주 받아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인력개발센터가 개발한 ANENT 

Cyber Platform을 IAEA와 회원국 전분가와 함께 개발된 Cyber Platform을 회원 

국 활용의 수용성을 검토할 수 있는 IAEA 전문가 단 :l룹회의를 2007년 3월에 

개최할 수 있었다. 동 회의를 기점으로 ANENT Cyber Platform이 개선되고 회원 

국과 IAEA가 보유하고 있는 교육훈련 자료를 탐채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고 

하였으며 lAEA ANENT 기술협력과제가 계획된 일정에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확 

보하였다. 

WNU 네트워크를 국내 젊은 과학기술자 양성의 활용하기 위해 2007년 제3차 

WNU 여름학교를 아시아 지역에서는 최초로 유치하였다. 동 여름학교를 유치하 

기 위해서는 WNU와 교육프로그램개발을 위한 인력교류가 필수척임으로 WNU와 

인력교류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WNU 여름학교 커리률렴을 개발할 전문가를 

WNU에 따견하였다. WNU 여름학교는 전 세계 40여 개국의 젊은 과학기술자 100 

여명이 모여 세계적인 원자력 석학과 원자력산업 및 공공기관의 CEO들로부터 

지속적인 원자력 이용개발에 필요한 전분 지식과 산업적 이슈에 관한 강의를 

듣고， 자신의 소견을 발표하며， 프로젝트를 함께 수행하는 지식 전파와 확산의 

장이다. WNU여름학교를 한국에 유치함으로서 우리나라 원자력 이용기술을 홍보 

하고 원자력 산업의 우수성을 소개하여 원자력 분야외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나 

아가 향후 해외 원자력 시장진출에 도움이 된다. 특히 여름학교 커리률럼을 공 

동개발하고 공동 운영함으로서 우리나라 원자력 교육훈련의 질적인 향상과 더 

불어 국내 젊은 과학기술자들에게 국제적인 소양을 함양하는 계기가 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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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유치국가로서 개발도상국 젊은 과학기술자들의 초청을 지원하여 이들 

과 네트워크 형성과 향상 협력방안 모색에 도움이 된다. 

국제 네트워크에 참여 활성화는 국내 원자력인력양성에 막대한 도움을 줄 뿐 

만 아니라 향후 원자력 국제협력 강화와 해외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됨으로 

삐ENT와 WNU를 활용방안을 동 과제에서 제시하였다. ANENT의 주요 활동 중의 

하나가 사이버 교육훈련의 추진이다. 이를 위해 한국이 Cyber Platform을 개발 

하였다. 동 과제 결과물로 ANENT 와 WNU 주요 활동을 비교 분석하여 교육훈련 

측면에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도출하였다. 특히 학생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한 원격교육 활용은 ANENT와 WNU가 보유하고 있는 개발 중인 사 

이버 교육 자료를 공동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공동 활용의 차원에서 한국 

원자력연구원은 2007년 WNU 여름학교의 교과내용을 사이버 교육 자료로 개발할 

것을 제안하고 추진 중이다. 또한 ANENT 와 WNU 교육훈련 협력 및 공동사엽 분 

야로서 학생 교류， 사이버 교육자료 공동 개발， ANENT-WNU 교육과정 운영， 표 

준 커리률럼 개발， 학점/학위 상호 인정 둥 지역척 특성과 내용적 특성을 고려 

한 ANENT와 WNU의 향후 교육훈련 협력 및 연계활동에 관한 5 가지 제안사항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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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2장 활용계획 

ANENT와 WNU 그리고 ANENT-WNU 연계활동에 동 과제 결과물을 효율적으로 활 

용하는 것이 원자력 교육훈련의 국제화와 더불어 국내 원자력인력양성에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또한 우리나라 기술을 국제 네트워크를 통해 홍보하고 해외 

참가자들에게 지식을 전수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다는 것은 해외 시장 진출 

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이다. 국내 원자력 관련 대학 뿐 만아니라， 연구기 

관， 산업체에서 개발도상국 젊은 과락기술자가 교육훈련을 받고 우수한 인력을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의 성과 제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IAEA 사업인 ANENT 구축과 활용에 우리나라는 Cyber Platform 개발을 시작 

으로 향후 회원국 및 lAEA 보유 교육 자료의 탑재와 과정운영에 주도적인 역할 

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결과물을 바탕으로 ANENT사업에의 활용 

방안은 아래와 같다. 

첫째， 동 과제 결과물로 생산된 ANENT 3차 운영회의 보고서 Cyber 

Platform 검토 결과보고서는 lAEA ANENT 기술지원 과제의 근간으로 활용할 것 

이다. 

둘째， 2007년부터 4년 동안 IAEA가 지원하는 ANENT 지역 과제에 한국의 전 

문가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였음으로 우리나라의 교육 

훈련과 관련 되는 커리률럼 개발， IT 접복 기술 동의 사엽 추진에 경제적인 이 

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아시아 지역에서 우리나라가 뻐NT를 주도함으로써 개발도상국과의 

원자력인력양성 협력 사업이 확대될 것이다. 

동 과제 결과물로 삐ENT와 WNU의 주요 활동을 비교분석하고 지역적 :l리고 

내용척 특성을 고려하여 5개 분야 즉 (1) 학생 교류 확대， (2) 사이버 교육자 

료 공동 활용과 공동 개발， (3) ANENT-WNU 교육과정 운영， (4) 표준 커리률럼 

개발， (5) 학점/학위 상호 인정에 관해 WNU와 AENl\π가 연계하여 협력하고 활동 

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제안의 목적은 WNU와 뻐ENT의 우리나라 참여의 폭 

을 넓히고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향후 활용분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 교류 확대를 통해 개발도상국 우수 학생을 국내 석 • 박사과정에 

유치하고 나아가 이들을 국내 원자력 이용개발의 인적자원 활용한다. 

둘째， WNU 여름학교 강의내용을 사이버 자료로 제작 지원하여 WNU가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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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개발하는 사이버 교육 사업에 한국 기술이 진출하는 배경으로 활용한다. 

셋째， ANENT-WNU 공동 교육과정 운영 제안을 한국에서의 유치에 활용할 것 

이다. 

넷째， 표준 커리률럼 개발은 우리나라의 원자력교육훈련의 질과 국제화를 

제고하는 데 활용한다. 우리나라의 원자력공학과 과학에 관한 커리률럼들이 개 

발도상국에게 전수하는 기회로 활용한다. 

다섯째， 학점/학위상호 인정은 개발도상국과의 교육훈련의 협력과 교류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고 상호 인정에 따라 중복 투자를 제거하는 효율성 확대 

에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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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1. 연구채발 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지솔 정보 

[1] WNU-SI 관련 자료 

- 2006년 제 2차 WNU-SI 참가를 통해 WNU-SI의 주요 커리률럼 및 환경변화와 

원자력， 원자력정책， 핵비확산， 핵연료주기， 4세대 원자로， 원자력 신기술 

등과 관련한 최선 정보를 수집. 

- 2007년 제3차 WNU-SI 개최를 위해 WNU 운영본부에 전문인력 파견협력을 통 

해 WNU의 주요 사업 분야와 정책에 대한 정보를 수집. 

[2] lAEA 지식 관리 및 제3차 ANENT 운영위원회 발표자료 

Human resources development for nuclear technology , Ms. Rapieh 

Aminuddin , Malaysian Institute for Nuclear Technology (MINT) 

- Increasing needs of knowledge transfer on nuclear energy, Mr. Phung 

Van Duan , Hanoi University of Technology, Vietnam 

Growing demand for knowledge preservation in Asia, Bae-Joo Kim , 

Nuc1 ear Power Education Insti tute , Korea Hydro & Nuc1 ear Power Co. , 

Ltd. (KHNP) 

- Korean Initiatives on Nuclear Manpower Devel opment , Mr. Bum-Jin Chung , 

Che-ju National University 

- Preservation of nuclear information, Mr. Yanko Yanev , (IAEA/NE) 

- The role of IAEA for managing nuc1 ear knowledge , Mr. Yanko Yanev, 

( IAEAINE) 

Growing demand in knowledge preservation in Kazakhstan , Ms. K. 

Namazkulova, Kazakhstan Nuclear Technology Safety Centre 

- Regional network for nuc1 ear safety knowledge , Mr. Hun-Cheol Yi , 

Korean Institute of Nuclear Safety 

- Asian Nuclear Training and Education Program (ANTEP) , Mr. Hideo 

Matsuzuru , Nuclear Technology and Education Center , Japan Atomic 

Energy Agency ( ‘JAEA) 

- Regional cooperation for nuclear medicine in Asia, Mr. Maurizio Dondi , 

IAEAINA 

- Hi양l1 i양1tS of the WNU summer institute and other activities , Mr. Yanko 

Yanev, IAEA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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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ropean network for nuclear education and training, Mr. Peter P.M.H. 

De Regge , European Nuclear Education Network Association (ENEN) 

- The UK approach to nuclear education and training, Mr. Jonathan 

Billowes. Dalton Nuclear Institute 

- Moscow Engineering-Physics Institute as a base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nuc1 ear education and research (Mr. Vladimir 

Kharitonov , Moscow Engineering Physics Institute) 

Challenges to establish reference curricula in nuc1 ear engineering, 

Mr. Pung Van Duan, Hanoi University of Technology, Vietnam 

- Needs to expand education and training networks , Ms. Rohini Hewamanna , 

University of Colombo , Sri Lanka 

- Knowledge transfer through ANENT Web-Portal (Mr. Eui-Jin Lee , Nuclear 

Training Centre , KAERI: Mr. Won Ho , Kongju National University) 

Knowledge transfer by exchange of human resources , Ms. Rapieh 

Aminuddin , Malaysian Institute for Nuclear Technology (MINT) 

- RCA-RO activities (Mr. Joon-Keuk Chung, RCA-RO) 

- RCA/KAIST Master ’ s degree course program, Mr. Gyu-Seong Cho ,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KAIST) 

- Sharing available resources for distance learning , Ms. Corazon C. 

Bernido , Philippine Nuclear Research Institute (PNRI) 

- Real experience from teaching nuclear technology , Mr. Chang-Kun Lee , 

Korea Electric Power Industry Code/World Nuclear University 2006 

Summer Institute 

- Establishing of reference curr‘ icula, Mr. P.V. Duan, Vietnam 

[2] IAEA 교육훈련 자료 조사과정에서 수집된 자료 

- lAEA 아시아지역 원자력교육훈련 과정 복록 (300여 과정) 

- lAEA 부서별 웹사이트에 탑재된 교육훈련 자료 (1 4 사이트) 

- lAEA 교육훈련 과정 CD 배부용 자료 (8 건) 

[3] IAEA 구릅 전문가 검토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 

- Learning management system (LMS) 

- Interface issues between LMS and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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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CAL MEETING ON ASIAN NETWORK FOR EDUCATION IN 

NUCLEAR TECHNOLOGY (ANENT) 

4-8 September 2006 

Daejon, the Republic of Korea 

The Third Technical Meeting of ANENT was held from 4-8 September 2006 

at the Korea Atomic Research Institute in Da밍 on, the Republic of Korea. . 

The meeting was attended by participants from Member States representing 

China, India, Indonesia, Kazakhstan, Malaysia, Mongolia, Pakistan, The 

Philippines, Republic of Korea, Russian Federation, Sri Lanka, 

Thailand, Vietnam and FNCA, RCA Regional Office, ENEN, Da1ton Nuc1ear 

Institute and the IAEA staff representing international and regional 

collaborating members 

The Technical Meeting was divided into two parts where the first three days 

were devoted to Technical Sessions on Managing Nuc1ear Knowledge. The 

main objectives of the Technical Session was to c1arify the significance and 

methods of nuc1ear knowledge maintenance and preservation and to promote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ANENT to both member and non member 

countries. In order to achieve the objectives of the Technical Session, 

presentations and discussions were held under four themes: 

- Knowledge Management Issues Facing the Asian Nuc1ear Community 

- Knowledge Transfer from Centers of Competence to Areas of Growth-

Asian - Initiatives for Nuc1ear Knowledge Transfer 

- Networking of Nuc1ear Education and Training, and 

- Practical Experience of Methodology for Knowledge Transfer in Asia. 

Ms. Byung-Joo Min, Nuc1ear Training Centre, KAERI welcomed the 

participants to the Technical Sessions and opening remarks were made by Mr 

Yanko Yanev ,IAE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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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ipants from Republic of Korea, Malaysia, Vietnam, and Kazakhstan and 

the IAEA gave presentations on the first theme which covered the Knowledge 

Management Issues Facing the Asian Nuc1ear Community. The presentations 

gave an overview of the actual situation of the Asian countries conceming 

energy development, the nuc1ear energy prospects, Needs of knowledge transfer 

on nuc1ear energy and the Growing demand in knowledge preservation and the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 Asia. A message that was echoed was that 

nuc1ear energy being c1ean, economic and stable is an inevitable a1temative for 

the future electricity demand in the region and that a strategic plan for human 

resource development is required to cope with the future employment cnsls in 

the nuc1ear circ1es. This was followed by discussions further convincing the 

audience of the importance and the needs of managing knowledge, the transfer 

of knowledge in the field of nuc1ear technology and the role of ANENT to 

develop nuc1ear technology in Asia . 

Presentations on the second theme of the Technical Sessions on Knowledge 

Transfer from Centres of Competence to Areas of Growth -Asian Initiatives 

for Nuc1ear Knowledge Transfer were presented by speakers from the IAEA, 

Republic of Korea and Japan. During this session the participants were made 

aware of the overall nuc1ear knowledge management activities undertaken by 

the IAEA and other networks. These activities covered the nuc1ear knowledge 

portal which is the IAEA gateway to nuc1ear knowledge resources, the 

Regional and global networks established and functioning such as WNU, 

ANENT, ANSN for nuc1ear education, targeted knowledge preservation projects 

in critical areas, Outreach activities such as INYC, ICTP Knowledge 

Management Workshops and the role of the IAEA to facilitate the 

development of nuc1ear related curricula with networks such as ENEN and 

ANENT. Republic of Korea presented historical development of ANENT, 

framework of ANENT, Progress of ANENT and suggestions for the future of 

ANENT. Among the outstanding features for the progress of ANENT were the 

development of the ANENT web portal, establishmentof a database, addi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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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yber platform, the draft curricula for a Master’ s degree in Nuc1ear 

Engineering and the attempt for a Regional Project of Technical Cooperation. 

It was recognized that ANENT may primarily focus on web based education 

and training. The objectives and the functions of Asian Nuc1ear Training and 

Education Programme ANTEP of the FNCA were presented by the Japanese 

delegate. The basic concept of ANTEP which evolves around a network 

system and partnership of the member countries was made to understand by 

the participants who are not members of the FNCA. Enhancement of 

cooperation with International HRD projects based on FNCA and RCA 

coordination for synergy and the possibility of complementary cooperation with 

ANENT was also discussed 

Session three was discussed under the theme Networking for Nuc1ear 

Education and Training and the participants had an opportunity to share 

experience and information on implementation of nuc1ear education, training 

and promoting networks by listening to presentations on activities of the WNU 

Summer Institute and ENEN. Presentations were also made by participants 

from the UK, Russian Federation, Vietnam and Sri Lanka on the above theme. 

During this session it was echoed that nuc1ear science and technology is a 

widespread mu1tidisciplinary subject which is highly specialized with high 

knowledge content. The role of networks to maintain competence by capacity 

building and structuring partnerships were discussed. 

The participants had an opportunity to listen to the activities carried out and 

the planned future activities of the WNU Summer Institute in order to provide 

a unique educational experience required to build future global leadership in 

nuc1ear science and technology. ENEN activities which is c10sely observed and 

followed by the participants was of great interest to the audience. Having had 

the experience of developing and offering education and training courses it 

was disc10sed that ENEN wishes to move out from basic and advanced 

academic education and intends to define and harmonise for professional 

training programmes directed to the industrial and regulatory field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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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ote international mutual recognition. It was stated that ENEN contributes 

to the management of nuc1ear knowledge on a wor1d wide level through 

contacts with its sister Network ANENT in Asia and the WNU 

Challenges to establish ANENT reference curricula were presented which 

allows the need for greater consideration on several matters such as glvmg 

greater thought into what a reference curricula should be and to evaluate the 

needs of the ANENT community for the establishment of a reference curricula. 

Session four had presentations give by participants from Republicof Korea, 

Malaysia and the Philippines on Practical Experience of Methodology for 

Knowledge Transfer in Asia. This session offered a forum for discussion 

concerning the needs and challenges of nuc1ear knowledge transfer from 

centers of competence to growing areas. Development of ANENT Cyber 

Platform top rovide a web based tool for the implementation of education and 

training within the framework of ANENT, knowledge transfer through ANENT 

web portal and the future plan for Cyber Platform was discussed. A 

comprehensive presentation on sharing available resources for distance learning 

was presented outlining the importance of distance learning, modes and 

advantages of distance learning and materials available in this regard. The 

possibility of ANENT to be used as an e learning or cyber platform for 

distance learning was also discussed. RCA-RO presented the partnership 

promoting programmes and their activities carried out for nuc1ear knowledge 

preservatlOn. 

Throughout the sessions the need for knowledge to be continuously innovated 

was heard. Also with the upcoming nuc1ear renaissance in the horizon good 

knowledge management of nuc1ear technology was recognized un debated by 

all. 

In the c10sing session moderated by Yanko Yanev, IAEA/NE the expected role 

and contribution of ANENT for knowledge transfer was discussed. The n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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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knowledge management to be kept simple as it deals with people and 

Information Technology as a tool in this process was viewed. Exchange of 

ideas on curricula also took place bearing in mind the differences in 

educational systems in the region and attempting to understand what the 

members recognized as reference curricula. A discussion on the possibilities 

and the methodology to make ANENT to develop an attractive way of 

approach to education and knowledge transfer took place. 

Finally the participants had the opportunity to visit KNFC nuc1ear fuel 

fabrication facility and the KAERI nuc1ear robot laband Thermal- hydraulic test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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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EA Asian Networkfor 
Education in Nuclear Technology (ANENη 

。ctober 2006 

K.W. Han, Y.T. Kim 

Nuclear Training Center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lI쁘뺨땐빨뻔쁘 I I 

。bjective and Scope 

Collection Procedure 

Collection Activities 
ANENT Cyber Platform 

Benchmarking 

Guidance for Collection 

Identification of Target Owners 

Listing of Curricula and Materials 

Analysis and Strategy 

Considerations on Related Activities 

Suggestions for the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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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뺀뺀훨뺨 I 
Collecting (and standardizing) existing training 
material and curricula which resulted from IAEA 
activities or from regional activities in the 
participating Member States in nuclear related 
fields relevant to the region. 

.낀Ii판上| 
2007 2008 2009 2010 

Collection 

Transfer and up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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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빼펠뺨펄젠싼LI 
Contents Requirements for ANENT Cyber Platform 

AII contents prepared in accordance with SCORM can be 
accepted. 

Lesson Builder 
(Contents Publisher) 

Upload Lesson 
(Contents Publisher) 

。n PC 。n PC 。n the Plat Form 

Text in word 
Text in pdf 
Material in ppt 
Material in vide。
Material in VOD 

Zip files 
Course 

contents 

u 변빨뺑뺑곳 I 
IAEA 

.. Course material location: to be defined 

Course material owner: to be defined 

Course material type: to be defined 

톨 Method of conversion: to be defined 

KAERI 
톨 Course material location: NTC’s library, NTC staff members' 

offices, PCs 

톨 Course material owner: NTC staff, NTC 

.. Course material type: hard copy, electronic copy in ppt, 
word, and VOD 

를 Method of conversion: scanning, file conversion, index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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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뻔뺨떤뺨띤仁 | 
Target Materials and Owners 

Items of Listing Contents Materials 

Course name; 

11 Course field ; 

톨 Course type (national/regionallinter-regional, training 
cou rselworksho p); 

Course period; 

11 Course materiallocation; 

톨 Course material owner; 

Course material type (text in Word/pdf, ppt, video, VOD) 
(hard copy, electronic copy); 

를 Method of conversion (refer to conversion). 

iI늬뺀편땐펀뺨뺀밤111듀| 
Macroscopic Target Owners 

IAEA staff ; 

톨 INIS; 

IAEA web sites, database; 

톨 Staff members from ANENT member organizations; 

톨 Libraries in ANENT member organizations; 

톨 Web sites, database from ANENT member organizations and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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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과펀뀔댄편뺀뺨땐판」I 
Activities for Listing the Existing Curricula/Materials 

Preparation of a standard list form in Excel ; 

톨 Collection of information on materials from the owners 
by the meeti ng expeπs or by the owners themselves; 

• Filling in the list with the collected information; 

톨 Review of the list. 

Considerations Required 

톨 Physical handling of the materials should be considered. 

This task will require a lot of work for cooperating with 
individual owners from IAEA and ANENT member 
organizations. 

Aspects Need to be Considered 

Selection of curricula and materials for conversion into contents; 

톨 Classification of curricula; 

Use of the contents; 

。peration of the cyber platform; 

• Contents requirements for con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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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땐뺀뻗뺀웰뺨댄받」I 
Conversion into Contents 

Preparation of guidance for conversion (including 
indication on the list of the materials); 

.. Contract may be required to conduct the conversion work; 

..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the case of materials 
in ANENT member organizations.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on physical handling of 
the dispersed materials. 

Revision of the Cyber Platform 

The ANENT cyber platform will have to be revised in 
accordance with the established strategy and taking account 
of technical issues encountered. 

Ij즈땐혈땐뺀웰뺨젠딴上| 
Loading of the contents 

톨 Loading of the contents can be implemented in combination 
with the conversion activity. 

.. Similar considerations as the case of conversion should be 
given in order to implement the loading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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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밸환텔뺀뺨뺏빌. 
Preparation before the meeting 

톨 Preparation of a preliminary guidance for collection 
톨 Listing of contents materials for sample cases 

Activities at the meeting 

톨 Review of the preliminary guidance; 
Identification of locations and owners; 
Listing of curricula and materials; 

11 Analysis and establishment of strategy; 

톨 Specification of guidance for the subsequent actions. 

~ Listing of curricula and materials may need to be 
continued after the meeting.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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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효딛국원자력연구소 원자력연수원 2007 WNU 81 훌예。|찌 구축 

2007 WNU 81 훌메이지 

디자인 켠셉 및 메인시안 겁토회 

2006. 12. 22. 

[진행 순서] 

O 기능체계 분석/설계 결과 보고[5분l 

O 디자인 컨셉 보고[10분l 

O 메인화면 시안 보고[10분l 

O 토 의[15분l 

Tû효i6fF61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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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00 

2007년 WNU 81 흠메이지 기능체계 문석/설계 결과서 

口 기능체계 구성 

。 index (WNU 5J 사이트 배너 콜획후 아래 main page로 이동) 

。 main menu 

。 메뉴시스템 

- introduction 

- schedu!e 

- evaluatioJl 

- participants 

- forum 

- documcnts 

- activities(photo/video) 

- about Korea 

。 로그인 

。 공지사항 

。 뉴스 

。 날씨정보 

O 부가론렌츠 . 호텔정보r 쿄통 

O 배너 : WNU, 버EA， 원자력연구소(티， 원자력연수원(티， Korea.net 

~유 

2006. 12. 22(금) (주)하이엘리더스루모로우 



c.c ‘p 

口 기능별 개발요소 

메뉴 기능징의(회엄) 

Introductlon 2007 WNU SI 소재 

Schedule(P) SI 엄정관리 

핑기기준I정획 
Evaluadon (P) 

- 기중. 유혈1 항륙. 훌께 

Par찌tidpanlS (P) • user엉 Pro!ìle초희 

Forum(P) .FØIOI4'Weroιect.Je 잉 호험 

찌'01。 USÐ'엄 월올사진 엉l다운로드 

Acti빼es(P) 
Ylde。 user엉 엉싱 엉l다용로드 

Aboul Korea 킥 기농 

user : proflle 

로그인 
message 

로그인(1'’ page 빼\ : use，굉èl 
message 
proflle 

날써 제공 사이트 링크 

공지사항l뉴스(P) 공지사항 및 뉴스 

부가정보 효돼， 피륭 

배너 배너정의 

DB 

없옵 

스케훌 DB 

evaluatiOrl 
sched비e 

• user 

user 

. Forum 
user 

pholO 

U5훌「 

movie 
user 

user f.J.\ .S’ 
message 

use, 
message 

용지사항 

뉴스 

뼈당 sila 

(P) : 프로그램 

Read U5er conlenlS ，끼anager 자료제용차 지(요g칭수집 기여한부l 

째 | KNTC(5t뼈) KNTC제~ X(1끽29) 

월정‘ AII 
지료다푼: 로그인 sta에 KNTC재공 。

펀 User 

명키:핑기자 

핑키헝옥(tiSI) : 
로그잉흰 user slafl KNTC제끝 X(1킹29) 

멍키걸고}톰계 : ‘ -sla에 

로그인핀 user 없옴 KNTC수짙 X(1110) 

로그인된 user 
topic : Au1he, .AlI 

KNTC수집 x 
필리 : staff 

로그안된 user 
로그인틴 user 
굉리 : staH 

로그잉펀 u5er . 
An KNTC(51a꺼 KNTC+.모로우 어끓윌필힐크〉 

로그잉펀 user 51'값f KNTC(use，지료} x 

외| 5101’ x 

all 때팅 sile ” KNTC+.모로우 
Korea. oet링크 

(11히 

all 51aff 

811 빼당 511& KNTC+확보로추 
Korea. oel월크 

(115) 

.1’ 해당 511e KNTC+.모로우 
Korea. net링크 

(115) 



• ' 효백원자력연구소 월자력연수원 2007 WNU SI 홉예。|찌 구축 

2007 WNU SI 뺑사기 때한민국에서 JH최되 01 대 내외적민 
및 지원을 위한 국제적인 흩때|이지률 구축하고자 한디. 

보외 커뮤니티 

---------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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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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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口 2007 World Nuclear Unlversity Summer 빼e 디자윈 런입 
1. 목적 

(디자민 컨셉 

Design Concept strategy 

콤-----는느 
국제적인 디자인 큐격 및 UI 흐름을 반영한 디자인 

- 디자인 관리 프로세스 징립 

- 문척 및 힐계에 따른 UI 표준회 
- 정보셜껴| 에 따톨 최적호}된 디자인 적용 및 구현 

글로벌 속에 한국율 상징하는 이미지 개밭 및 적용 

- 국제적인 이미지 강킥에 맞는 Look & Feel 
- 셰켜| 속의 한국을 흥보힐 수 있는 아0 1 덴티티 요소 강화 

- ~81T의 리더 국기로서의 이미지 개맡 및 적용 

'，.~'션， o!iJ 

~~ 

- 1 -
-, 、 øY/~/ L , .Ii', tJ 

.lOmOrf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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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깅 효H국원자력연구소 원자력연수원 2007 WNU SI 흩예。|찌 구축 

2. 런섭요소 | 

세계속의 을로월 이미지 및 대한민국율 대표하능 디자인 흰셉율 적용하여 정단 IT 리더 국가로서의 억힐l 
을 수헝힐 수 있는 이미지톨 개발히여 적용힌다 

’ 헌셉요소 J 

./ 

.‘ . 

강현D 욕표) (굵~ 
싫닮혀y 

( 2뼈 WNU SI J 

” t I찮i6fF6개i‘ 

- 101 



2007 WNU 51 흩예。|찌 구축 효백원자력연구소 원자력연수월 • 

3. 적용된 표흰구도와 표면기업 

「

2007 WNU SI잉 컨셉에 따른 아이덴티티 구축 강화 

그리드에 맞는 표준화된 레이아웃의 적용 

직용펀 표연구도와 표연기얼 

Af용자의 현의성흩 고려하여 일광성이 있능 UI 개발 

' 1 、 0'/1. / ι’ .. ./. ’‘ 
.1omorrow. 1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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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WNU SI 훌메。I~I 구축 효백원자력연구소 월자력연수원 

「i 
l 
-
-

펌
 

• J 

?꿇스타일 가이드. 워한 디자민 톰압 관리 수펌 
i 웹 스티밑 기이드의 징종 구현뼈딩하는 디자민 요소 관입톨 롱힌 디지인 홍합 관리 엉무 

Web Identity 설 정 

레이아웃 시스템 표준화 

프로토타입 정의 

(웹스타일카이드순서 

그래픽 요소 정의 

뺀반꾀맨한 Obje야 
Label Template 

Button Tamplate 
Icon Templ하e 

Icon Template 

시각적 

색상 시스템 정의 

css 시스템 묘준화 

I뚫i6ff6;i‘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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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ER 2007 WNU SI 흩메이XI 구축 
Koroa Atomlc: Energy Aese-arch In8tdulo 

2007 WNI SI 훌삐삐지 

디자윈시얀 빛 웹 스타일가이드 겸톨 

2007. 1. 10 

[진행 순서] 

O 기능체계 개발 령과 벌고(10문) 

O 디자민시안 결과보고(10분) 

O 토 의 (15분) 

T찮i6fF6찌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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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esign layout Guide 

A Main page 

(1) page Layout 

t ’‘"-WOo1l I1UUflOlIUJ IA.UI‘CAJ.*I‘. '"_1.1 이 [m.’o_nrt 

‘ 

"""’ttl' II) '!1￥:...rK~ \4‘’tIr J ~" t;.u.‘." ‘’".‘.， 
f2Wl;'J껴 11 κ •• 앤 ,.“ ’‘ ”’에·‘nUtl’ftM'!’“(r.f'!ll 
r.007.''0 1 (1’‘"""，.η'"“얘애g ’"~!ttr“ .. "τ .... 
f‘-、、s

11001’0 ' ""10‘” “UQU(BTtOH‘ ... , ‘OICl • • Je 

[2;l~1Ai’”’J""‘-.:1IrIι.1 ‘ ... ‘’Of'I t .. u‘ ... ‘"'"“ 
1':;)ιl，uUCII“U，‘’““，e(.I，g ，.r’ '.U_ GI'hh'‘”‘ 
I)XI7lG l‘’1‘f’‘TI.t~.:“”’J‘’” ’.v‘Gf~.‘ 

"'" 

고1Cl이i . ' 

;>，ιu 

..". 

' þ"(lrt:ll .. t ‘ ι .... , 
.... (.“’"'.., 
• ‘1!I •• ..， et~: .. ‘” 
. (0.:. ..... ‘’ ’~"I，oc>j 
’ "'an~ ~.~'111'‘ ...... 

"> 1 ’j 

01 Header / Global Navigation, Main Navigation 
WNU 묻고. 유월리티 때1 뉴. 때1 인 메뉴 Idepth [J!:뉴(마후스 。ver시)로 구성윌. 

02 Visual Area / Title 
시 01투의 헌셉 ζ 다E. ðl 농 대l 믿 비주엉 g소기 을로걷이니 01해월 g소동:ilI 힘쩨 위 ÃI 힌다. 

03 Content Area 

04 Footer 
Cooyrrght질보와 ξ‘ 21. 재믿실E 모효싱핵등이 우IÂI 한디. 

2 ‘꺼1'， ‘/ ι.ø" ;Í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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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esign Layout Guide 

A. Main page 

(2) page Grid 

‘ ... ..,..... 
信뭔i 2OW 
~\맺킹 vvonu lIdcar Univer히tv SlImmcr InSUWlC 

ι Korea 

|‘ ~':;-;J’“.-‘ .. .... ~ • ~- -- - -*「“’ υ끼에l -~띠li::III:iI:I‘’~며jf •• T.ì . i--. .... â%m ~W I파l!!tïaki!lt!j，t;'r，Jtw .• U!uM;'@WY@'I#!I!f띠 

, 얘찌Jdα”‘s ll껴10 Irtro 1tmSPOrt lbI.ir wo ShOØØI얘 omn 

u‘”‘”‘! i' NOTlc:E 

•• ‘SWCHd 120D1’V H1 1 1 lAε‘RCAFleld. TrI:.’‘ Of l;l'I'I.，，， .n이 ‘-

윈 롤 llt i! : PSDlprmain.psd 

POOl.1OIIOII~lll!dWllttlllrll" ÎtlOon .... V .. “‘ .... ‘·ι 
T2GÐl，Q1 Æ1Il ~εARtOlOf\‘WOf'dMCI on s.!ttyA.’‘“π·이
I2OCI1.IJUO I]\ÆA Rtgllln‘~lJtIp Ol\ S‘“I'f .... Mlsrr‘" 
NEW'; 

(ZOO1fO’”’110011 tAEAOUESllON’‘AIRE; (0101“’· 
1200"" ’”’|‘AEATethM“ι ... 에。， ... 써.01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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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D1.() 1 ""l lAEATl(fW'IitM“빼。”’‘씨’a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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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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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ì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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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esign Layout Guide 

B. Sub page 

(1) Page layout 

01 Header / Global Navigation, Main Navigation 
WNl 로고. 유훌리 ~J 때|뉴 αl인 011 듀. Ideolh 대1 뉴 (01루스 overAll로 구성됨. 

02 Sub Navigation 
Idepth 메뉴 2depth 메뉴와 비너용δ l 링크기 위7;1 한다. 

03 Left Area/ Partlcipants Login 

04 Content / Locatlon, title, label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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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uttons, Bullets 

B. Buttons 

(1) Type A [ 

렌
 

(2) Tvpe B 

C. Bullets 

(1) Type A T 

」
(2) Type B 

* 

5 

-* 
* 

「|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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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lor System 

A. Color Svstem 

- WNU 내의 뀐린 시이트톨온 Prims!y Color. 기를으로 주요 메뉴문. 주요 이미지 잉엌에 시훌ðl 며， 

6 

- Seconda'y Colo，논 P,ima!y ColOl 률 보조하는 컬러로 사용된디 

- Polnl Color는 킹초. 징훌. 보용 등이l 사용원디. 

• • • RC8 Color RGB CGWr RG8 CoIα A.CU COJor RCU COklr ItCU Còl<w' 
R 60 R 10 R. 1S R 55 R 13$ R 85 
o 160 G 80 0 1S5 G 125 0 m G .80 
o 220 B 160 8 185 8 '60 a 235 B 언S 
HE‘ 1')C,eJX)(: HEx IOASO잉 HE~ .‘00BEI'!:I HEX ’3770AO HEX Wfl fB HEX 1558-tD7 

• • RGB cotor RG8 CoIOf R,(õ8 CoIOf RGU COIor RG8 α|α RC8 CoIDr 
R 160 A: 8s ff 255 R 160 R 125 R 100 
o '8$ G 1<Q 0 210 .. 225 G 200 G ’7$ 
6 2'40 621S eso 13 6'5 B.SO a .. 25 
H.Ex l.tDC3Fo Hε J( IS58CD7 HE)f IffCJ231 HE:< ,ÞQ: 1SS HEX nocm HI;X ~H19 

‘ec‘”이 • ..，. c어.， 

“C8 Cølor 
R 23'; 
o 235 
8135 

I 
’-Ex ÆEEElEB 

• j] e e 
RÇOCokH 

R 19‘ 
o 194 

Ð •• ‘ 
l-EX 't:' 20야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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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C8 CoIor AC8 (0냉R.CO eolor 
R 2!oS R 25$ R 2SS 
G 190 C "9 0 0 

1 6&5 80 90 
I HEX IfFBE‘’ 에EX 1fF7700 HEX IfFOOOO 

Dζ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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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ypo System 

- TYDO $ystem은 3패 기독성이 '1'1 어닌 고틱 JII 흩고} 윈도무 기온 롤트로 구성한디. 

- 시스텅 혼트 젖흥 시 arial롤 기용으로 적용한다 이미지 홀트월 경우에늄 Verdana 서 111 톨 기본으로 적용한다. 

- 악 단위뿔 흑은 겨| 콩훌로 동월한 서처l 서저| 크기 및 월러톨 왼굉잉 있게 유지히도록 한디. 

A ‘ Navígatíon 

(1) Main Navigation 

!’“‘-‘~‘·‘=κ .. ‘r ‘ ·‘ ...... ' ... π::;;:~ .. l"!、，、=잉*ι -ι;‘""""‘-‘=“-‘ ’=‘::::...............-‘~ 
fliriitTi rm;f.u __ 1amr.m~rmbt.iI_:mi엄CI an rum orea We -Ha띠 | 

“ 
2007 WNU 51 WNU WNU 51 

Verdana 16px : (character width=90%, space=.1이 ; IIFFFFFF 

Verdana ’ 12px : {cha r3cter width=90%. space: 이 : 11323232 

(2) Global Navigation 

&훌훌IiÍP"W'T'톨I 

kroeger 05.55 : 8px : (char3cler width=100%, spac,,= 이 ; IIFFFFFF 

7 1τ.~‘ ζ죠2ζ" ι 

- 113 -



(V
 

Quaωmut-- ”-α」」￠ω-E;m 즈IQ$um움m얻ωZω。-z。←￠￠ ωt。‘”。。… §--Eαmι 。。 g 
i m

 

얘Uk。〉{ 

일며〕휩ζ{ 』U{ζ〔{5%kε !엽ν〉감{
l

i 』야띠{υsZ 

i 

〕강。 -울 

k ” -N 
‘4
를
틀
‘ 

藝
뚫 

-
114 



i
패
 깨γ
 
v 

웠
γ뺑

γ
 
빼
 짧
 

!’”
” ”‘ 

Hello ! Korea more 코 __ NOTICE User Name 

[2007101/11 [ IAEAlRCA Fields Trials of Emergency --- 1iJ 

[2007101 !01]IAEA Technical Meeting on the Use of Advanced 

[2007!01101]IAEA Regional workshop on Safety Assessment 

[2007101101]IAEA Regional workshop on Safety As sessment 

얘、 Log in 

Password 

l 

〕
{
〕
{
띠
 

l 

g파} more ~ NEWS 

~ Korea at a Glance 
~ Korean Vl/ave 
~ Korean Ecomony Updaty 

’ Globalizing Korean food 
~ Han Style : Kroean the Sense 

[2007101/11) 2006 IAEA QUESTIONNAIRE (Gross) liJ 

[2007101101]IAEA Technical Meeting on the Use of Advanced 

[200710• 101]IAEA Technical Meeting on the Use of Advanced 

[2007101101]IAEA Technical Meeting on the Use of Advanced @영빼 World Nud ear 
f흩~ University 

Kor ea Weather 

information 

Address : 500-3 Yullyan망OOng ， 

Sandang용U ， Chungju, Korea 
Re6srválion ‘ + 82-43-290-1 000 

Desk ‘ + 82-43-290-1000 
Fax : + 82-43-290-1 0 I 0 

Ramada Plaza 
Cheongju Hotel 

Hotel info 
~.앓짧| 
_ E<n명 Rl:-oo lnul!Ðll 

" I!!.Ð다 
.싱;;g; ICHN~ 

j COP~RIGHT (0) 2007 KOREA ATOMIC ENERG~ RESεARCH INSTITUTE. ALL RIGHT RεsεRUED. " 

훌힌핀멧 



“”」@깅@@-」￠@-Q3E @」35←」。i@@”@‘。← 〉@ζ← “@gζ@--@￡。 si@
 

”@
3

“”-. 

si@
 

〉5。-。cζ Q@← S
C

@
 

@QF」@-Q”

i@
@

-Q:
i 

g 

깅@$-@」 ”@
@

@
 

드 “ξ@E@〉@-ζQ@ S
E

@
 

@t」@Eg。-@〉@S m드흔@gE S@C」@@-”c。 ““오 S
I@

 

”@O(」@ζ@gx@ 느@ζ」 · 

@」@￡@ 。g@i“@ζ@@요 @〉@ζ@」@얻L@@@」요 @ζ← 

“Ig““$。」요 」@@」Q3t @ζ← 드 」@@」@Q @
 

ζ。그(〕iii sz。‘5 」3。ζ-@QFE@←:s -@-ε@성￡그@ @
 

@옳E g 

“-@1g〉-깅C--Q@ 행QgφS 

←。〉to@요@Q @ζ} 」。←t(닝톰-。ggg@ I@
 

S
;L@

 

-〉g딩。ζζQ@g 」@@-Q3t ←。@
@

@
R]

@-잉@3-@〉 φζ-aζ-oI@〉깅@ S
I@

 

gc->-gg@

ζ-- Q@gambc@ 

@%뿔생야했앓댐햄핵-잃형캡끓」앓뚫-앓 -L@ 랙짧월ω%%←옆캡뽑짧책←염얘양섭다 m
-

%F옆협옆-앓양앓 

@ζ← 。}@t。-를〔‘;←E(〕Q t」@딩iEaE @
S

@
E

 

@〉@ζ협￡← ”@」3g; ζ〉〉g호1〉=@C。-$C」@ξ @」3-@@i mI。--@E@”Ea 」@)i@@gω S@ζ“--g드ε-。 

s-‘。〉〉 φ￡ {〕(」3。」@ g
g
• 

”@3a@φ=。Q 〔효〉〉 “I。-““3Q”-3 -@g6←드 @〉@ζSζ@ -ζEE--〉S3-” -깅@@」 。←φi‘ --$φiι • 

-@EE@」agg @￡--。 i@
@

>
>

정@-@ζi 。c-능S 

@t」ti@ 도 @i;ζφ @￡← 。←c。-@@@“EE。ι“@
3@

“

--k 

8t-느‘:Q 경@E@@@ig @
g 

g 

@@S“”=@」Q@요@ ζ。ξ。‘sg
g
g
g
 

sc-ω -@「 〕흐〉-S드 -

-
“-@@」@은I-t〉〉。 

-“←ζ@요-0-t@g -@SS-〉-깅드 E
E

• 

@@드ω }@ζ← “@
3
“,“-I(]

깅@“@잉 @」@얻C@“@」요 강@←Q@-@“ ζt〉〉”c。-““@@」@〉〉“C@경;L@ tg•@
@

:g 

-

-“@능성오 gI-E。E @ζ← 8I-느‘:Q >tiQ
@

•

φ5t←mc-〉잉 ’]@
I

a“@
 

“pg””-SP$-pi1 “딩ag p
iQ

E
 

g sg
w

 

”@
-sg

” 

@
@

@
Q

 

g드gEp=@ζ。 。←”@“c。(‘”@‘ E@gφ」a g ”g
3
E

g
 

>S
3-@

*υφ-υ@느S1←-@ω -

-
“ξ。요 앓〉〉@1@ι{@-

드@E @
(i• 

‘:-흔@흐 。τ@흔。 드 ”I。--@ε@“gg o
-g

g
 

p￡ 〉〉φ-〉@」(잉 잉。tpg p릉t-MI-:t〉〉 ”c。-b“3Q@-s

g
:g

a
 

=@Eω • 

〉-ωE@I -”ζ。。I」@t@

@동 드 ω@-t〉;υ@ -@Q-g。@@깅φg ‘-@ζ-。 at-〉〉。--@ -”aI-gg←-@￡ ζ-@S >-g
u

드〉〉 ωI。;@른@”@←g 〉tSQφ← -ω-S」-φ←PImg @
 

”JR
 

“E
@

>@

-@-Q。“ *〕ζ@ -e
3
t3

0
 

%
 

=φ〉〉 “@
 

@
@

-t=Q
@

• 

-띤」성
용드 

3 

냉 
」@@-QEE

 

ε3g RQEQ@깅@S3-QI-。 “-@ E@‘a。ig φ

솥 
@@Q검@‘g 〉」양3π드 」@@-QE st@

 

c。-←E@←;gg ’I。-」-t。-←@〉。(는-경C@ 〉agg 는Q@← *〕@$-@」 i」@@-Qic E@Ea。-@〉@경 오요@드@성:@ E
@

E
E

g
g
I@

 

-@￡으a t。“@-t‘。ζ응@ 

성。-←←@」。← “-경-E〉〉 @ζ:。@ε。@>
g

S@E@@@」요 “-φ-iu5--E@ “@능성오 ←。EEag요 ;@
@

>
>

,

x-“

@〉-“t@t」; t@
 

드 @-@욕Q-t@g “〉〉g-@ι

E
E

a
g
a
 

“-@영t정드 」@EE3ω @
Fi• 

@요@￡“ 。←S@g-@￡ 

‘@￡ ”잉느-@3-3a ”@33-Qζ-t r。-$o3’〕띠 」φζa-ζ i。”c。-칭t히드 경ζ@ -ξ 」pgE@〉。a -〉」히3SI:s 。”-@ 릉S -”}{낯 ωg-Q-←i@g 3φguω-p” 

φ:τ。i〉-z。 5ζ p•1t•”z-I@
 

ζ03” i。”@a얘윤@〉강@ φ￡ ”잉I=15 aζ;←φφE -@Q-cζQP← JR띠〈-”-￡ ←。t。ggφζ← -‘。(〕 N잉Z3「 Z


gζ잉-〉 드 〈띠야-φ옹 〉응용。ζ 잉ω3-。ζ￡용 그?5〉 S
 

gI;$φE φ g
I=

3
3
 

3φ〉-잉QSQ ”g g 
그7;ε ω릉t히드 ‘잉gE3ω 그7ξ E• 

>, @
 

->i @
 

>

。

-ω :Z훌 A
 

C。-63SEξ A
 

@E。I

A
 

Z
 

Zμ 

-
116 

-

ga걷:t9g“，‘， ‘〉g-b띠 ‘‘., 

-않캉 i1 

〉〕-
eU〉를그 i얘 

」mp- gz1II>
>

A
ν‘ 

E@。〕힘 
g ‘ 。>>m

 
m

 

mα 

잊CmZ ·@m그 



끼
 

[

갱@)강。」 -잉M。a aiζ 。z

a
-3

 

a 

。a} 

잉M。 a 

ξ@Z 。z

[

{〕@)깅。 」]a
“s a 

--&
Z

 

{ a
--a

 

。ι ]a”。
a 

§ωZ 

잉M。 Q
 

ξωZ 

-
117 

-

“@」3-Q-a

r-si。Q@m

l 

=。&
>

-“3
 

E。‘←“ig@C--:。。Q st@
 

g。른@E φζ:-@ 。-그。〉 “‘I@ζ← i‘ 

-@@i“--』。‘i si@‘ ι c。S@。←。ζQ@@g” 

ac-cc3」 S
I@

 

g
j 

」@〉」@“Imω 

m띠 • 

{외 

@딪혀 a3아 p • 

@-닝닝이 @3아 p • 

@-닝〕 N a3예 m
 

• 

@。(〕 Na3예 n • 

@@。Nm3예 @
 

• 

@。(〕 Nm
3

<@
 

• 

@
g

]Ng
3

<m
 

• 

@。( 〕Na3JR
 

m
 

• 

@。(〕 Na
3

<m
 

• 

@。。Na3J

R
 

m
 

• 

σ@ζ -3
! 

g@ζ; 

σ@ζ -3 

g@드 

σ@ζ -31 

g@드 F‘ 

'"' 

ro 
r
、

F‘ 

r、... ‘r 

.... uη 

영@〉〉3깅 I@양」@Q r
、4

... δ
4
 

‘r 

σ
1
 

• ￡@〉〉3-C@@@Q

σ@ζ -s 

E@드 

3{〕」@요 C@- ￡@i 

j*〕」@g C@- ￡@i 

ssiωg C@- ￡@i 

ssiωg C
@

-g@
) 

N
 

@
 

@
 

: a 
@

 

￠ 

r、σ1
 

σ
1
 

。
1

「‘F‘ 

;% '"' 

σ
1
 

... ‘* 

N
 

• 

i“”。a·이삐」 @
 

* @
 

• >』(
]

S
 

i i iR
 

며띄 미댐염t퍼』 

잉M。a §
w

z 

。z

A
 

Z
 

Zμ 

§ 옳 
툴 

드 
6 

g 
강
 
룡
 

tî 
.2 

즈
 

둥
 

흉
 
융
 

講
|뚫 ga걷:t9g“，‘， ‘〉g-b띠 ‘‘., 

-않캉 i1 

〉〕-
eU〉를그 i얘 

」mp- gz1II>
>

A
ν‘ 

• 

φ 깅 t -; 
• • @

 

」

도m깅@〉〉 ω 드 t」m흐Q드 」@@-Q3I 걷@ Q@」{능〕 @-Q흔@ ”〉〉φζ 

-〉￡。 -L」φζυ 

용
 

이 니 --‘ 。」 P
 …‘a며‘‘ 〉흐 

띠띠내 “ (
m

)
 

양 -@
 

‘ μ Z
 P
 

A
 

]

때 gsz. 

gz。----α

-。=@I

i • @
 

i m
 

E:』。“i A
 

@E。I

얘잉〔?i ’ %”션 ’ 

입己강아 Cτν{등←j”E·ξ 띠〉-=
그」잉강깅Z 공』。등 **&r ιS 

등N 까뒀임 



끼
 

멤 
• @

@
 

|혔
|활 혈댐

l훌훌 

關
l환 

1蠻
|합 싫

~훌훌 
술

l훌훌 
-@

 
‘ μ Z

 P
 

A
 

]

A
 

Z
 

Zμ 

-
118 

-

이@μma !]@
ttj

:-s。』힘 t@
a=g 

ga걷:t9g“，‘， ‘〉g-b띠 ‘‘., 

-않캉 i1 

〉〕-
eU〉를그 i얘 

」mp- gz1I
I

>
>

A
ν‘ 

…
@

•m
a
 

3rζ그 

」-wt@i 〉t@
-4

 

용
 

…‘a며‘ ‘ 〉흐 

띠띠내 “ (
m

)
 

양 i • @
 

i m
 

때 gsz. 

gz。----α

-。=@I “wit@다·Q·i 』@g A
 

@E。I

얘잉〔?i ’ %”션 ’ 

입己강아 Cτν{등←j”E·ξ 띠〉-=
그」잉강깅Z 공』。등 **&r ιS 

등N 까뒀임 



기
 

회
 

M
 

돼
 -

6"J 

!”·ω링 훌 

:ν」{)〉-

ν〕;: ‘…
;; 

’5-r;--- 끼 
>:r·5‘:{-

‘
/
임
응
 

-
’
~

， 

\
\
_

 T
X

J _<' 

r‘-=뜰’ 

-∞ν-〕:zτ--;) 능2 

k· 。()N

IUI 
a 

g 
§ 
m

 

-
119 

-

‘ 
휠
 

~
 

r:: 
iii 

! 
배
 

R
 

l 

g 
.~
 
마
 

버
 

!;!" 
g 

정
 

홉 쫓 • -
m

 
용
 

'u" 
R

 
돼
 

• 



끼
 

-m 
n 
뻐 

g m
 

치 되 까 

y-ω 링 --

M
 

없
l 

” . 。g @
 

이 ,a 

-
120 -

@@C밍ω @을 Z
m

agi 

a-t 이 t·I 

‘ 

。。。‘ta@-。x ga핀-ma으。 ‘ 

zga그은。ESω t∞w-- x ‘ 

-g>
>

C@
@

a

xi 

@‘c’-。, --@
@

-

-‘i ‘ 

ξ ￡ u 

。 “ 
-·• u -z 

• ‘ s t -α 띠 <i 

%c3‘ iS그 

g
g
&

o
e
g
 

‘ 

a
i 

‘ I 
니 

ncggε”$ $
<

εg@m S
 

g
g
x
a
* 

-’cpg@α〈냉드 를 •gS
aN



g
t&

 

Em
E@

@
@

 

mm<

εa∞띠 I。a。S 쪼@---@e E
 

aωt〈냉S : 를←gs。”-

6(:--cιE@’잊;〈 iza
’” 

zg 
gE

‘”‘§·, 

-gtggωα 〈냉S ; g -g
ia

a
R



gzm
 

-C잉Eψ엉m@〈 Zξa =。응z…xai -g 
g 
g@α 〈띠S =

 
R

•giga 

nω9caaaE ω”그 gg 

c。a--
---m

gi 

-m으 ggQg←〈버 3 ; g-eaa~

”-

(∞ a 
。‘。)ω￠ξz z。-←∞띠 ;。〈ωS잉를g ---: 

。‘‘ 。。R} 

ψFr〕Z

/ [i’<·gQ
C

ι ;<g•

Lμ」「」 --‘u 

z z
--딛m E

’
F

 

ω ”gψ얘〈‘cgm@ g g
E

g
g
 

-g
 

g@@$띠S =ge‘。。s

n gm 

E@E응g@ω〈ε@ 동φ ι。‘。cgpi -@
C 

gqg
잊ωs =R

• 

g
kg

E
 

b@9I· 〉1i←。@ω그 @
E 

t。aε ;ω@i -g---u&←〈냉S :R
 

:E。aN-

‘ .. 
g m

cam
-a 

앙￡ a-@
 

E매 -。m
 

i--• 

m
 

g-∞-‘ ‘QαRωE =
 

ε --~
sa


…‘u= 
。z

-s。z ig
sg

iu
 

·R·a 
., ... 
t 

:-J 
: ;-

g긍긍드 --μgε -」m‘;;-ν 〉’ζ그 ’”*υ-ν;Z ----S

S
 

kn 

ε(〕 N
 

eg정U @
i

1aE

m
 

。i;‘ai ”g
§

* ge-

*
·빼a 

》」ca-a-=。a@

、‘，-ngR·당해 〔애 i 

몽-에뻐버 Q)다버 헝RgR찌 SR뻐 (띤몹 (빙롬 

jji1
 

3격에 

i 

i1킹객제 



치
 

g 

펙
 • 

!l"J 
험
 ‘‘·@- 응뻐 

’< • 밀 m
 

훌
 

”sgg 

lg
a
 

·!3-a§@@6￡*i;%ξ*gQ 3
i 

g‘gx 

’ 

pt, 

〉e”룰‘‘ g---ci--uC
@

;g“ 

lI잉a 으 eiirg·톨 도 걷훌톨·is·강‘ @동Egq‘，‘1 ξ1ie늘gIS gax융i ‘bgbiag 

lg
 

• • 

e
g
“ 

。--ui·gg g
e
 

”·g걷@ga U
S

 

nS
R

”“E
a 

K
E

g-”E
 

S
 

g
su

 

·융igEg S
g* 

·『g ‘ Rigiz론톨--g@ ·@
*g 

E
 

E혹6--，6F--I톨“g6 

-。 axaIu 

ε-6-g-훌ga@ g 

g--§를tt-눔luS E
 

g
g
 

”a
g
·;rg

 

g
g
 

§·R·gξ@ s 
e용F‘ 

g
g
 

gi--g@
eagu 

gF
 

S
 

@>

。.aiha 니연g---호를 g꾀잉 g-g 

·g
i

-g 
I[agS

gg

@
E*ige 

p
g
 

fg。&S
 

g 

짧랩뿔뚫앓혈 끓%f 짧짧옆 짧혔야μ원협휩업%r ←μ캡었 짧짧M싫 

효a-‘ E
--F

lgE
 

E
e;g&

$!a 

F
gi 

ns껴adag -@
;t5-s 

g
E

 

강g ‘g흩--- -강 3찌 ，홈인 으 ι들-ei · 

IE
b8pa 

E
E

e
 

v’”* 

징. @흘 9pag 

‘훌 훌 ￡ R
 

용g §gι ”g
n
 

동 g
6
 

B
$
a
 

B
 

s 
i

흐 *E
a“ 

a 
§ 
-*。
S캡톨용뚫 -

-”fgggk 

홈6f윈ζ E。:x-a 

톨 ;옹g rg 
1*ba 

”e
f”u

a
 

gna‘” 

t·>>

naaeg 

iig
l 

pg;g=R
gag 

- -”‘g
u
l 

pE
gg 

E
-g

‘g
 

>”
§
‘ 

mS”흩;τS R
IgR

g 

”g
E

 

gII7”υ&g !ii-g
 

p
·g

g
i 

*g
 

g륨lags-‘‘“gg…g e
g
‘a

 

g 
”약§a * ; sggs,E

a 

• 

-”잉@a ipgd훌-

rlR ζ ‘k
 

>FFIR

。‘ gb‘o 

S
 

P를Big@a ￥효 은-‘‘F〉--으 ”g걷9e ”ss”‘ 

a
·i 

e
ig

“@
ta

s 

ggag 

용tω • 

iIE
g
 

-akggb

I· 

잊i i ‘‘Iz
g
 

asp&
sg 

Lfs 

￡‘‘gE --gcsε ￡-‘ x >
§

-
흥 ”←훌Ifιga 〉‘.g「*tI•it’a 

·g
 

걷*‘ 1eg 

pg 
ig

-a
 

g 
=홍 g 

gjg- 률-g얘 n냄객Egg 
-
gζ냉 
g
R

E
 

R
 

→lIisiFgτ g
§
g
a
 

j냉‘ ‘gga 

g 

§
g
g
S

&
tct 

-‘ia>gt

g·ip융ε。，;”F
←@T‘‘gi--e ε@g효U〉--aEgt5←·tgζ9gg g
g
i 

g s -a
 

『·

줬ξis← g-g
* 

g--。ε§ 갚 -g얻@*a ”IS
S

• 

걷i zs-ug 

E
 

E
aae 

**5
 

gn 

‘‘‘“gV흩 드‘ ζ E
ggfg 

gib-E
 

?§• ‘sa
 

” 
엌」줍S tξ§ ε;융* g 1

xf; 

훌듀”l용 ‘8 
”iig

i 

--g홉gR rζE s g
g
5
E

‘ 

?8 

f‘틀홍& ‘〉@@·ζ e;“윈e ·g 

.‘rg=μ eg g。*ω@

g
i 

8• 
tg

 

st 

용흩‘ rl 
tga 

-。 ”&
g
g
e
‘ 

‘￡ ii§
 

a
g
g
i 

웅g능성 〈에g a
g
 

-g
g

g
 

E
• 

XS@
 

@;i「 를 

gε*〉ζ 〈ωsg
-is 

n‘s。t”C홈‘IIi* 깅Z E
 

gt;
훨ε ·gR

g 

몽ε”§8 ”gi’ 

-”‘「εε@『tg‘ ‘@
Fr§@

 

그ζζ ·t• 

*9--〉‘”〉。

a 

「톨Z --xig
p
e
s--g

f 

。‘ 。g 
g @

 

얘 ‘ i 

g‘애Z aa그 

t홈3 3§aog￡ • 
M

 
Ô!J 

-
121 

--ν-( 〉-

; s =
 ·…
= 

-ig=
 

ε --Z
 ·” 

=
 

z」ν‘，·=며 』eν-ν= z 
--」-- 〉r 

k s 
。섯 

(띠) n a 

(빙 허白 

예1뭘1j 



기
 

[이 미뻐 

에 mw 
히 시 페 끼 

:---a【백 

m피jm a
I 

따양〕” ga
<” ’ 

@
g

]“ga
<@

 
• 

잉gν“ a
ii

‘ @
 

• 

%gι” ga 
g • 

w
gy

” 8
1

‘ ” r 

얼ieg m
3

-q
 

m
 

• 

gS
N

 

a그〈 m
 

r 

잊SN 
a
3

<m
 

-

잊ign a--R
 

n r 

잊Xg” a 
-i! 

” r 

• ” 。다 ι ·ag 

」

며떠 미녕념I뜨 
@

 
k 

‘ ‘ 
‘ , 

~
 

” ’ 
” -

~
 ” 

a 
‘ 

‘ ‘ ” 
R

 

익 

” -
” --” 
->

g
t 

3,rai 
gζ s,r8

I 

g
i 

3,rg; 

‘‘.‘
5
-iii·g

 
‘ieε5 g

R
a

a
 

g￡ 5,FM
i 

1
g
ig

 

EU걷I← 

그1la ga--

J
g
 

t&
 

t@R1 」

a 
aRria- 」

』。s 
-그〈 

h 
t 

‘ @
 

R
 

• 
” 

‘ 
이 

i 
” 

” ι =
 a 

u 
z -

때
 

Õ
Il 

【;’.훌융용‘ 3」 -;‘ e깅흥。 g‘ lts。z

-
i 

sa--

‘ :a
s
·g

·-

‘ --‘ 

a“。
i ’’-g

 
a 
I 

--g 

3 --ta
 

g-
‘ 

:z
a
 

--‘ 
-g‘c a 
---

a‘e ‘ .‘z 

-
122 

-

n밀해H 

a:￡ ‘ -g
 

IE8ξ aS융ξt ig
 

•§
E

I 

: 

@
i 

”n 5
s

‘ ”g홍@ -〉:호 I&‘ 
，。--톨 a -

b혼gE 

C
 

융‘ *ω i R
*g 

n
xi 

8s‘t sg 
e g 
X요gl @

*@
C

 
Xagι:ξu 

@ι‘ag& 

>b톨S8xm --S
&

 

-

-g
 

톨S← ”S
 

톨i힌gu R
g 

” a 
r잊t ax 
--p 
으 Ig

 

i」훌 -‘ 

￡ g“feig 

』』흩g i ca@。‘ g g
g
ta

· 

g
iE

3
 

‘ R
l 

욕--@ >

정‘ ’*”” 

g 
E

 
g』s 
훌
 

一

호
 

~
 

--‘ 
‘ g s ” e 

. a 

~
 

」

υ
。

3
-
ζ
 

ι
 

: i '-ζ
 

j 
.r. .... a y z t 
:; 
C

 

‘ ]z τ
그
 

-,:: 
1-、

‘
;

ζ
;
ζ
 

ζ
〉

r
、

l

염않덤벼뎌앤 ‘ 

-R
K

R
m

 

.‘g 

〔어 
[X

(되)메빼내 며)마버 정RgRW 엉-Rm (냉입 (밍에百 

-

---매혜헤---



가
 

피
 

R
 

뢰
-

ð"J 
o

J 

" 
n 

1 
뻐
 

:, 

--ag 
m-버’이 9 

*it.

, ,. 
e 

s se-aB
·

>·a
s 

s 

·g
h

-‘ 

s--E
E

 

--->
‘짧
 -. 

, 훌
$ 

;‘
a !·E

5 

*g-

”” 
aS

R
 

.。fls‘

c 
R흩 • ,s 
‘; 
1g 
g『

r.---
E

 

혈
 

ã 

··Ia
 

εis 

F*g‘힐 r‘as”) 

‘’ I ‘ 
용
 

。
r 

‘ gcS
{g=@

*

·*@
 

-a*i 
lIlI 
&IJ 

-
123 

-

혈
 

훌
훌 

” i g 

--잉 --

r 4 

( 

ι
 

‘ 
3
-
ζ
 

; -』’‘ 
--.r. .-. 
a f / =

 
그
 
。ν
 

]

z -.: 
l‘、
‘
;

。
::.

o c
、
4

퍼) 「M g a) 
a{닙 



웹 취약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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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하이 옐 리 더 스투모로우 

- 124 -



1. 권한관리 취약성 

1.1 내용 

1.board에 해당 클의 변호를 확인하여 de마le따te.jsp 어에1 관련 파라미터를 입력하여 관 

리자 및 일반사용자 글이 삭제 가능함 

1. de마le따te.jsp 요청시 사용자의 세션(session)값을 검사하여 관리자 또는 글을 작성 

한 사용자만이 삭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수정 

2. 같은 유형 의 updatey- delete 작엽 파일 수정 

1.2 조치관련화면 
<현상> 
http:j j192.104.1뀐5.36 jboardj GeneraLboardj de마le따te.jsp?page=O&εnum=9&type=3 

출1잉1II'&TJ.l'.ti11r.l lJlmil r:F.11I1…Ð"J:l1:t 1 빠fI1'i'ir.ir:I1Il"iBl1mr=-~1Y.i1l'il1i‘i’'üillifr:'l"liT:'llZ히111 . :.1 _____ _ 

~ 

* I H빠 "’""'" …‘… Overview Sched뼈 F밴 태llIl없ion Participants Album Korea 

~ Pa rticí pa nts logi n W어<íng Group GeneJ밍 

user Name 

Fellow Only 
Password 

No TOI>ic Reply Author View Date 

d‘ login 10 며wefq o a 5 2007.03.20 

g [Po lI] test zγczvzxν zvzxγzxcγzxcγ o a 9 2007.03.20 

[PolI] news at1 icle 디n recent nuclear inCÎdent in 
adπlI n 60 2007.02.27 Sweden 

[po lIJ transport and shopping informa1ion in Paris 0 adπlI n 2007. 02.27 
• 

Missed evaluation 0 adπlI n 2007. 02.27 
f 

Bit 01 salt into recent wounds 0 adπlI n 2007. 02. 26 
「

An interesting reading 0 adπlI n 2007. 02.26 
「

Emergencγ numbers 0 adπlI n 2007.02. 26 
「

where can we get the .pβt 1jles 01 invited 
0 adηlI n 54 2007.02.26 presentations? 

• 
K Ð REA . n e t 

should be p。었ed soon, there’s a linkto a p o adπlI n 2007.02.26 
ι 

'"닝."씨 (0) aoo, I<OREA ATOMIC EHERG~ RESEAROH I에STITUTE ALL RIGHT RESERUED 항 

|웰 한료 l도띠도되Cle 민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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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http:j j192.104.15.36jboardjGeneraLboardj delete.jsp]page=O&num=15&type=3 

.] http://192.104.15.36/board/GeneraLboard/delete,isp?page=O&num=15&type=3 - Windows Internet Explorer 톰~ 

’ |휠 http 찌없 104. 15 ， 36/boaψG e ne raLbo ard/delete ,js p?pa ge=O&nu m= 15&typ ..:J 웹l최 INaver E티 
떤집띨) 보기(낀 즐껴찾기액) 도구m 도움말(센 j 연결 

http ://192, 104, 15， 36/board/GeneraLboarψdel" ， j 

I:nπiI’‘:":'l:IIm…lïTll __ ’~xl 

n Vou have not authority 

| [ “‘휠잉… ‘ l 

11 딛E뼈 인터넷 |화 100% •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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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러처리 부재 

1 관련된 모든 페이지에 비정상적인 파라미터 입력시 (level=5에서 4로 변경) 에러 

가 발생됨 

1 모든 페이지에 에러 발생시 정해진 페이지 (noitem.jsp)로 redirect 되도록 에러 

처리 로직을 적용함 

2.2 조치관련 화면 
<현상> 
http:j j192.104.15.36jboardjGenera따Lboardj read.jsp?ηleve마11=4&leve마12=2 

i!JiI웰략톨빼삐흩&렐훨핀k빠빼빼i뭘U밑낼빼아빼해뼈혐펌빠1:1 
파일(E) 면집(드) 보기 (y) 즐겨찾기 (6) 도구m 도움일(겐) 

Hπ[~'nr\iir:""'"1III-= 

ím굉 Exception report 

굉훌훌히생 

갚훌옆하:mm rhe server encountered an internal error () that orevented it from fulfillina this reauest 

동톨맺표믿힘 

。rg.apache.jasper.JasperException

。rg.apache . jasper.servlet.JspServlethlrapper.handleJspException(JspServlethlrapper.java:512)

。rg . apache . jasper.servlet . JspServlethlrapper . service ‘ JspServlethlrapper.java:395)

。rg . apache . jasper.servlet . JspServlet . serviceJspFile ‘ JspServlet . java:31~)

。rg.apache . jasper.servlet . JspSεrvlet . service(JspServlet.java:264)

javax . servlet.http.HttpServlet.service(HttpServlet.java:802) 

컨뀔I훌힘g 

jeva.lang.NullPointerException 
。rg.apache.jsp.board.General 005Íboard.read jsp. jspService(read jsp.java:148) 
。rg . apache . jaspεr.runcirue . HcCpJspBase . service ‘ HCCpJspBasε java :97) 
javax . servlet . hctp.HccpServlec.service(HtcpServlet . java:802) 
。rg . apache 그 asper.servlec . JspSεrvlεcYrapper . service(JspServleCYrapper . java : 334) 

。rg.apaσhe.jaspεr.servlec.JspSεrvlec . serviceJspFile ‘ JspServlec.java:314)

。rg.apache.jasper.servlec.JspServlec . service(JspServlec.java:264)

javax . servlec . hCtp.HccpServlec . service( HCtpServlec . java:802) 

mr월 The full stack trace of the 띠ot cause is available in the Aoache Tomcat/5.5.20 loos 

mI!Tiliir..l'ili"'i'riF.1i1r.‘"'~..1'1 

뚫1할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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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http:j j192.104.15.36jboardjGenera따Lboardj read.jsp?ηleve마11=4&leve마12=2 

| .: 2007 World Nuc lear University Summer Institute Kore a - Windows Internet Exp lorer 톰回닮 | 

, I흩 http :// 1 없 104.15.3νnoite m.j s p 

파일 (f) 편집 (ξ) 보기 C:Ll 즐겨찾기 (6) 도구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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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백업파일 노출 

3.1 내용 

1 프로그램 소스 백엽이 노출되고 있음 

1 프로그램 소스 백엽 파일 확인 후 삭제함 

3.2 조치관련 화면 

<현상> 
http:j j192.104.15.36jintroduction_2007wnusi.jsp.b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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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http:j j192.104.15.36jintroduction_2007wnusi.jsp.b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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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본페이지 노출 

4.1 내용 

1 웹서버 셜치 시 기본적으로 포함되는 매뉴얼 페이지 등이 노출되고 있음 

1 웹서버 기본 페이지 파일 확인 후 삭제함 

4.2 조치관련 화면 
<현상> 
http:j j192.104.15.36jtomcat-docsj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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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http:j j192.104.15.36jtomcat-docsj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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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종류 연구보고서 

계약 번호 

아시아원자력교육훈련네트워크(ANENT: Asian Network for Education in Nuclear T echnology) 

느， 사업 전반적으로는 웹기반 구축 및 커리활럼 개발 노력을 토대로 신규 사업을 수립， 추진함으 

L서 활성화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 한편 한국은 아시아 지역에서의 협력을 토대로 세계적인 너1 

-워크 협력체계인 세제원자력 대학 (WNU World Nuclear Univers i ty)에 참여함으로서 국제적 인 

원자력교육훈련 네트워크를 체제적 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lAEA의 아 

시아원자력교육훈련네트워크(Asian Network for Education in Nuclear Technology, ANENT)와 

세계원자력 대 학(World Nuclear Uni versity, WNU) 네트워크에 한국의 효율적 참여방안을 수립하 

였다. ANENT와 WNU 연계 활용을 위 하여 교육자료륜 연계활용 방안과 ANENT- WNU 띤제 교 

육 프로그랭을 제안하였다. 2007년 WNU 여름학교 강의내용을 사이버 교육 자료로 개발하여 

여름학교 홈페이지와 ANENT 사이배 플랫폼에 탑재하여 여름학교에 참여하지 못한 전 세 

제 젊은 과학기술자들에게 지 식자료로 제공하는 것이 다. 둘째 학생 교류 협랙 증진을 위한 원격교 

육 할용은 ANENT와 WNU가 보유하고 있는 개발 중인 사이버 교육 자료륜 공동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공동 활용의 차원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은 2007년 WNU 여름학교의 교과내용을 사이 

버 교육 자료로 개발할 것을 제안하고 추진 중이 다. 또한 ANENT 와 WNU 교육훈련 협럭 및 공 

동사업 분야로서 학생 교류， 사이써 교육자료 공동 개발， ANENT- WNU 교육괴 정 운영， 표준 커 

리률랩 개발， 학접/학위 상호 인 정 둥 지역적 특성괴 내용적 특성을 고려한 ANENT와 W이U의 

향후 교육훈련 협력 및 연계활동에 관한 5 가지 제안사항을 도출하였다. 

IAEA 사업인 Al\'ENT 구축과 활용， WNU 교육훈련사업과의 주도적 인 협력은 향후 회원국 및 

IAEA 보유 교육 자료의 탑재와 과정운영 둥 원자릭교육훈련 분야에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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