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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사업명
국제원자력교육훈련 과정 및 다목적 해외인재양성사업

II. 사업목적 및 필요성
국제사회는 우리나라 경제규모의 확대와 원자력기술의 신장에 따라 1990년대
중반부터 원자력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의 전환 및 역할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관심국가들에 대한 향상된 원자력 인력양성을 통하여 우리의 원자
력 이용개발에 대한 국제적인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변국과의 미래 선린우호 관
계유지하며, 원자력 기술 수출의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본 사업의 최종 목표는 다음과 같다.
- 국제 원자력 교육훈련을 통한 개발도상국의 인력양성 지원
- 원자력 선진국과의 우호협력 증진과 다목적 해외 인재 양성
국제 원자력교육훈련 과정의 개발 및 운영은, IAEA 지역 간 훈련과정 유치
운영으로 국가 원자력 기술의 홍보와 국가 원자력 위상을 제고하고, 정부의 개
도국 기술공여 훈련과정 및 양국 간 협력과정 등 개도국 원자력 기술 지원 연수
사업 수행을 통해 향후 기술 시장 진출의 친한 인맥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
다. 또한 다목적 해외 인재양성 기반 구축은, 중국 및 동남아

개발도상국 원자

력요원에게 국내 석․박사 과정 제공 등 인력양성을 지원하여 향후 원자력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하고, 나아가 미국 등 선진국의 젊은 우수 원자력 과학기
술 인력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수행을 통해 미래 원자력 R&D 기술의 투명성 제
고와 향후 세계 시장 진출의 협력 동반자로서의 관계를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I. 사업내용 및 범위
본 사업은 우리의 원자력기술개발 사업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의 일
환으로 인력양성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사업 내용은 국제 원자력교육훈련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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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및 운영과 다목적 해외 인재양성 사업 기반구축 분야로 구성하였다. 전자
는 기존에 다년간 수행해오고 있는 분야이며 후자는 당해 연도에 신규로 추가된
분야이다. 당해 연도의 사업 내용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 국제 원자력교육훈련 과정 개발 및 운영
- IAEA 등과의 원자력 교육훈련 협력
- 국제원자력교육훈련센터 운영
- IAEA 등 지역간 훈련과정 및 워크숍 운영
- 정부의 대 개도국 기술공여 훈련과정 운영
- 양국간 협력 과정 운영
◦ 다목적 해외 인재양성 사업 기반구축
- 다목적 해외 인재양성 사업 선진국 사례 조사 및 분석
- 개도국 우수 원자력인력 장기과정 제공 제도 및 규정 준비
- IAEA 아시아원자력교육훈련네트워크(ANENT) 개발 사업
- 세계원자력대학(WNU) 협력 및 여름학교 개최 준비

IV. 사업결과 및 활용에 대한 건의
1. 사업결과
동 과제는 원자력 국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획된 다목적 해외 인재양성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상호 연관성이 있는 기존의 기관고유 사업으로 추진
되고 있던 국제원자력교육훈련과정 운영사업과 결합된 것이다. 다목적 해외 양
성사업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원자력교육훈련 지원 사업을 통해
해외 친한 인적자원네트워크 구축하여 한국원자력연구소 R&D 분야의 국제적인
투명성을 높이고 나아가 해외 시장 진출과 연계한다는 것이다. 금년도 다목적
해외 인재양성사업의 목표는 2007년부터의 본격적 사업추진을 위해 세부사업을
기획하고 제도 등을 준비하는 것이다. 동 사업에 대한 금년도의 주요성과는 기
존의 국제교육훈련과정과 신규 해외 인적네트워크 구축사업 모두를 포함할 수
있는 국제 원자력 R&D 아카데미 개념을 설정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범세계적
협력 네트워크인 국제원자력대학 (WNU: World Nuclear University)의 대표 사업
인 2007년 WNU 여름학교를 유치하고, 인력교류를 추진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였
으며, 여름학교 개최 준비 업무를 수행하였다. 지역협력 차원에서는 IAEA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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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원자력교육훈련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하여 사이버 플랫폼 개발을 수주 받아
완료하였으며, 제3차 ANENT 운영위원회를 유치하여 개최하고, 웹기반 교육훈련
정보 교류를 추진하는 등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해외 인적네트워크 구축차
원에서는 개발도상국 대상의 첫 사례로 베트남의 대학들과 원자력교육협력을 착
수하였으며, “원자력 과학 및 교육협력” 양해각서를 준비하였다. 최종적으로 다
목적 해외인재 양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사항 (규정)을 검토하고 특히
국내 장기교육(석․박사과정) 제공을 위한 절차서 초안을 마련하였다. 당초 선
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착수하기로 한 다목적 해외 인재양성사업은 여러
가지 국내외적 여건을 반영하여 우선적으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착수하고 선
진국 대상은 점진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국제원자력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13개 과정을 운영하여 43개국으로
부터의 182명에게 원자력교육훈련을 제공하였다. 각 과정에 대한 평가를 총괄해
볼 때 내용의 유용성과 운영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이와 같은 실적은 최근의
국제과정 운영 수준에 비하여 양적으로는 물론 질적으로도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병행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KOICA-IAEA-KAERI 과정운영 협력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기타 협력활동을 통하여
2007년도 프로그램으로 13 개의 과정을 확보하였다. 지역 협력으로 FNCA 원자력
인적자원개발 분과 참여를 통한 국제교육훈련 행사유치와 정보/자료 교류에 노력
하였다.
국제원자력교육훈련센터 (INTEC)는 당해 연도에도 본 과제 수행에 관련된 교
육훈련 및 행사 수행에 유익하게 활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원자력연구소 및
관련 원자력기관 등의 국내외 활동에 크게 기여하였다. 실제로 2006년 중에 477
건 (연인원: 18,521명)의 각종 행사를 유치하였으며 이에 따른 숙소 (누리관)
이용인원도 4,616명 (연인원)에 달하였다. 이러한 실적은 개관이래 계속 향상되
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시설장비 개선도 이러한 향상에 기여하였다.

2. 활용에 대한 건의
해외 인적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다목적 인재양성사업은 외국의 학생 및 젊은
과학기술자들이 연구소 R&D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현장 중심의 석․박사교
육 프로그램의 수행으로 연구소 원자력 R&D 사업 국제투명성을 제고하고, 국제
위상 제고와 해외 진출 기반을 확대하며, 나아가 우수 해외 젊은 과학기술자들을
국내 R&D 사업에 활용하여 연구 개발 성과 높이는 것이다. 단기 교육훈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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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국제원자력교육훈련과정(IAEA 지역 간 훈련과정, KOICA 개도국 기술지원
연수과정, 양국 간 협력 교육훈련과정)을 장기 교육과 결합하여 교육훈련의 질
적인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제 단기교육훈련과 석․박사
중심의 장기교육훈련을 함께 담을 수 있는 개념으로 원자력 국제 R&D 아카데미
를 제안하며 장단기 국제교육훈련이 한 틀 속에서 상호보완적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투명성 제고와 해외시장 진출은 상관관계가 분명히 나타나는 선행적인 투
자가 필요한 사업이며 단기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사업이다. 그러므로 동
과제는 장기적인 차원으로 먼저 제도 등 인프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요구되는 사업이다. 금년도 동 과제 수행으로부터 얻은 실적과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계획된 성과를 얻기 위해 아래와 같은 투자와 지원이 요구된다.
첫째, 원자력 이용개발 사업은 타 첨단 기술 개발사업과 달리 정치적, 외교
적, 사회적 환경요인이 큰 만큼 국제화와 더불어 기술의 투명성에 대한 선행투
자가 필요함으로 해외 인적네트워크 구축사업은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해외 인적네트워크 구축사업은 교육훈련 뿐만이 아니라 교육훈련과 연
관되는 인력양성사업 즉 교육훈련 장비/시설 지원 등의 사업이 병행되어야 하며
이를 제도적으로 과제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 등 기존 제도의 활용과 함께 장기교육에 대해
연구 개발 분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
넷째, 원자력 국제 R&D 아카데미가 설립되어야 하며 수요조사와 분석 등 장
기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안정적인 예산확보와 담당인력이 충원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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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Project Title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International Nuclear Education/Training
Program and HRD Cooperation Network

II. Objective and Importance of Project
In the international nuclear community, Korea is expected to turn its
position

from

receiving

international

supports

to

transferring

its

technology to other countries in need, and promote its role of technology
transfer as well. For this, it is considered necessary among others to
make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nuclear human resources in
countries having interest in nuclear energy for peaceful use, in an
improved manner. Further, such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nuclear human
resources development will lead to the improvement of transparency on our
nuclear R&D activities as well as the technology transfer.
The objective of this project is as follows:
- support for developing countries with human resource development
through providing international nuclear education/training programs,
- promotion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establish nuclear human
resources network.

III.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The project deals with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nuclear education
and training, an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n international
network for nuclear human resource development. Details of the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are given below.
o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nuclear education and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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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operation with the IAEA and others for international nuclear
education and training
- operation of the International Nuclear Training and Education
Center (INTEC)
- operation of regional education/training courses and workshops
- operation of education/training

courses from the

Governmental

project for transferring technology to developing countries
- operation of education/training courses on bilateral cooperation basis.
o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n

international

nuclear

human

resource
- review of the status of project for international nuclear human
resources network in developed countries
- preparation of system and procedures for providing students from
developing countries with long term education/training programs
- development activities for IAEA Asian Network for Education in
Nuclear Technology (ANENT)
- cooperation with World Nuclear University (WNU) and preparation for
hosting 2007 WNU Summer Institute.

IV. Results of the Project and Proposal for Applications

1. Result
The primary result of the project is the establishment of a concept of
International Nuclear R&D Academy that integrates the on-going long term
activity for international nu clea r ed u cation /tra in in g an d a n ew activity
to establish an international cooperation network for nuclear human
resources network. For this, the 2007 Summer Institute which is the
representative activity of World Nuclear University (WNU) was hosted with
the establishment of an MOU and subsequent preparations. Also, as part of
regional networking, the Asian Network for Education in Nuclear Technology
(ANENT) was promoted through development of a cyber platform for the AN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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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portal, hosting the third ANENT Coordination Committee meeting and the
implementation of web-based information exchange. Then a cooperation with
universities in Vietnam was launched resulting in preparation of an MOU
for the cooperation. Finally, for the

project of international nuclear

human resource network, a relevant system framework was established and
required procedures were drafted especially for providing students from
developing countries with long term education/training programs (e.g. MS
and Ph D. courses). Implementation of programs for cooperation with
developed countries has been postponed for the time being.
The international nuclear education/training program has offered 13
courses to 182 people from 43 countries. The overall performance of the
courses was evaluated to be outstanding in terms of the quality of the
contents and the level of satisfaction with the operational service. In
parallel,

the

establishment

of

an

MOU

for

the

cooperation

of

KOICA-IAEA-KAERI courses to ensure their stable and systematic operation,
and other efforts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have resulted in hosting
13 courses for the year 2007. Also, an effort was made to host courses and
exchange

information

through

participation

in

Forum

for

Nuclear

Cooperation in Asia (FNCA).
The operation of the International Nuclear Training and Education
Center

(INTEC)

has

contributed

remarkably

not

only

to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education/training activities of this project, but also
to the promotion of other domestic and international activities of KAERI
and other organizations. Actually, Atopia Hall of INTEC hosted 477 events
(corresponding

to

18,521

participants)

and

Nuri

Hall

(guesthouse)

accommodated 4,616 people in 2006. This shows a steady increase of the use
rate since the opening of the center, along with a continuous improvement
of the equipment.

2. Proposal for Applications
For the successful applications of the outcome and experience gained
from the project, the following suggestions are put fo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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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jects for the development and use of nuclear energy involves
political

and

globalization

socio-economic
and

factors,

pre-investment.

and

Therefore,

consequently
the

project

require
for

the

establishment of international nuclear human resource network should be
implemented on a long term basis.
- The project requires not only education/training program itself but also
supporting programs such as those for providing related equipment and
facilities. There should be an appropriate system that the project
allows expenditure for the supporing programs.
- Proactive participation in R&D activities for long term education
programs is required in addition to the utilization of existing systems
like the joint program between KAERI and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

The

conceptualized

International

Nuclear

R&D

Academy

should

be

established in a timely manner. For this, a stable project funding
should be secured together with manpower required for its long term
implementation activities including needs survey and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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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배경 및 필요성
한국원자력연구소 원자력연수원은 1967년 설립 이래 국가 원자력이용개발 사
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원자력 전문 인력양성을 목표로 교육훈련 사업을 담
당하고 있다.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원자력 전문교육훈
련과정은 물론, 국내 원자력 이용기술의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고 자립된 국내 원
자력기술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IAEA 및 범지역간 훈련과정, 정부 개도국
기술공여 훈련과정, 그리고 양국간 협력에 의한 국제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원자력 국제 교육훈련 과정을 실시
하여 왔으며, 지금까지 개도국 기술공여 연수과정과 IAEA의 훈련과정 유치를 통
하여 30여 개국 3,500여명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해왔다. 그러나 장기과정(학위
취득 목적 연수 등)의 경우는 아직까지는 초보 단계에 머무르고 있어, 현재 RCA
지역사무국(RCARO)이 RCA 회원국가의 원자력관련분야 인력을 초청하여 KAIST에
위탁 연수시키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정도이다.
실제로 1990년 말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 기술자립이 IAEA 등 국제 원자력 사
회에 홍보가 되면서 원자력 이용 기술을 확대하려는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터키, 필리핀 등 대부분 중국 및 동남아시아지역의 후발 개발도상국들로부
터 우리나라의 원자력 핵심기술에 대한 연수와 원자력 석․박사과정에 대한 연수
요청이 증가해왔다. 특히 베트남의 경우에는 원전도입 계획을 추진 중이어서 한
국의 기술 도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자국의 원자력공학과 신설을
위해 한국의 원자력공학과 학생, 교수 간 교류 협력 및 실험실습 장비의 제공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중국과 동남아지역 국가들 중 향후 해외진출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협력강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주요국가(중국, 베트남 등)의 대
학 등 원자력관련 기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된다.
이밖에 IAEA는 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의 원자력 이용기술의 수준을 인정하고
IAEA 장학생, 과학자 방문사업의 유치 확대를 요청하여 정부는 이를 적극 수용하고
있는 형편이나, IAEA 프로그램은 단기 연 수 중 심 으 로 그 효 과 가 젊 은 과 학 기
술 자 와 이 공 계 학부 학생에 대한 장기 석․박사과정 지원에 비해 국제교류 효과
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근 한국원자력연구소는 국제 원자력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IAEA 사업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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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원자력교육훈련네트워크(ANENT) 구축사업에 주도적으로 참가하고 있으나,
ANENT 참가 회원국의 주 관심사는 자국의 젊은 인재양성을 위한 한국과의 원자력
전공학생 교류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으나 재정적 어려움으로 추가 사업의 착수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아시아 지역과의 원자력 교류 강화 및 해외 수출의 기반
확보를

위하여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의 젊은 원자력과학기술자와 원자력

관련 학부학생들이 국내 대학에서 석․박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재정
지원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르네상스의 재 도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며,
경제 및 세계 6위의 원자력 선진국으로서의 우리나라 기여 확대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또한 에너지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에서의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도
원자력이용개발은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주도해야
할 필요성이 자명하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도국에 대한 투자로서 향후 국내 관
련 산업의 수출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등, 우리나라는 원자력이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국가 원자력프로그램의 투명성과 사업추진 신뢰성
의 국제적인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원자력기술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위하여 미국의
이해 없이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장기적으로 미국 내에 친한(親韓) 성향의
정책결정자 및 기술전문가를 양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장기적 차원에서
미국 내에 대학원 시절부터 우리나라의 원자력 정책을 충분히 이해하는 친한 인
적네트워크를 양성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하여 미국의 원자력 정책 결정과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관이나 우수 대학원을 선정하고 대학원생을 선발
하여 장학금

및 한국 방문의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

다. 이와 같은 전략적 사업들의 추진은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부문에서 시행하기
는 어려우므로 일본, 미국, 프랑스 등 외국의 예처럼 국가 차원에서 정부가 적극
적으로 지원하여야만이 그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제사회는 우리나라 경제규모의 확대와 원자력기술의 신장에 따라 1990년대
중반부터 원자력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의 전환 및 역할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
며, 1996년 이후 IAEA 등으로부터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확대요구에 따라 ‘국제
원자력교육훈련센터’를 건립․운영해 오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국제 원자력 사
회에 기여하기 위해 IAEA사업인 아시아

원자력교육훈련네트워크(ANENT) 구축사

업에 주도적으로 참가하고 있으나,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국가의
교육훈련 요구를 충분히 만족시키는 데는 기존의 단기 교육훈련 체계 내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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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사업에서는 아시아원자력교육훈련네트워크(ANENT) 등 사업

추진

경험 및 인프라를 기반으로 아시아 원자력개도국에 대한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개
발․추진하고, WNU(세계원자력대학)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원자력에 대
한 국제사회에의 기여확대 요구와 국내 원자력 기술의 해외 진출 지원이라는 역
할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아시아 주변국가에 대한 원자력 인력
양성을 통하여 원자력 이용개발에 대한 국제적인 투명성을 확보하고, 동북/남아
시아 주변국과의 미래 선린우호 관계유지하며, 원자력 기술의 해외수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주요 사업내용으로 하였다.
따라서 본 사업과 같이 개발도상국에 대한 인력양성지원은 원자력 국제협력
기반조성을 위해 일본, 미국, 프랑스 등 외국의 예처럼 정부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제 2 절 사업목표 및 수행내용
본 사업의 최종 목표는 아래와 같다.
- 국제 원자력 교육훈련을 통한 개발도상국의 인력양성 지원
- 원자력 선진국과의 우호협력 증진과 다목적 해외 인재 양성

상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은, 2006년부터 5년간의 1단계와 2011
년부터 5년간의 2단계로 나누어 아래와 같은 사업 내용을 설정하였다.
◦ 1단계 목표 (2006년 - 2010년)
- 연간 원자력 국제교육훈련 10~12개 과정 운영
-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협력 확대 및 강화
- 해외 인적 네트워크 구축사업 조사 및 분석
- 개발도상국 우수인력 국내 석․박사과정 위탁 교육 실시
- 미국 원자력 전공 학생 교육훈련 지원 추진
- 미국/동남아 주요국에 원자력 인적자원 개발 한국협력기금 지원
- WNU(세계원자력대학) 개최 및 인력파견 협력

◦ 2단계 목표 (2011년 - 2015년)
- 해외 인적 네트워크 구축사업의 정상궤도 진입 및 활성화
- 미국/ 동남아 주요국에 원자력 인적자원개발 한국협력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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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NU 인력파견 협력
- 원자력 국제교육훈련의 활성화
- 인적네트워크를 통한 원자력 해외시장 개척과 기술수출 기반확보

이에 따른 당해 연도의 사업 내용과 범위는 아래와 같으며, 세부 내용 및 결
과를 각 장에서 좀 더 자세히 기술하였다.

◦ 국제 원자력교육훈련 과정 개발 및 운영
- IAEA 등과의 원자력 교육훈련 협력
- 국제원자력교육훈련센터 운영
- IAEA 등 지역간 훈련과정 및 워크숍 운영
- 정부의 대 개도국 기술공여 훈련과정 운영
- 양국간 협력 과정 운영
◦ 다목적 해외 인재양성 사업 기반구축
- 다목적 해외 인재양성 사업 선진국 사례 조사 및 분석
- 개도국 우수 원자력인력 장기과정 제공 제도 및 규정 준비
- IAEA 아시아원자력교육훈련네트워크(ANENT) 개발 사업
- 세계원자력대학(WNU) 협력 및 여름학교 개최 준비

국제 원자력교육훈련 과정의 개발 및 운영은, IAEA 지역 간 훈련과정 유치 운
영으로 국가 원자력 기술의 홍보와 국가 원자력 위상을 제고하고, 정부의 개도국
기술공여 훈련과정 및 양국 간 협력과정 등 개도국 원자력 기술 지원 연수사업
수행을 통해 향후 기술 시장 진출의 친한 인맥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
한 다목적 해외 인재양성 기반 구축은, 중국 및 동남아

개발도상국 원자력요원

에게 국내 석․박사 과정 제공 등 인력양성을 지원하여 향후 원자력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하고, 나아가 미국 등 선진국의 젊은 우수 원자력 과학기술 인력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수행을 통해 미래 원자력 R&D 기술의 투명성 제고와 향후 세
계 시장 진출의 협력 동반자로서의 관계를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3 절 기대효과 및 결과 활용계획
국제 원자력교육훈련의 지속적인 개발과 운영은 경제 강국, 원자력 선진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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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개도국에 대한 기여와 함께,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의 투명성을 높이고 장기
훈련과정 제공을 통해 개도국의 원자력 인맥 구축 및 원자력 전력 산업 시장 진
출의 기반 확대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선진국과의 인력양성협력을 바탕으
로 우호적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및 친한 과학기술자를 육성한다면, 장기적으로 민
감 기술 연구영역을 확대하고 미래 원자력 기반기술 개발에 있어서 선진국의 협
력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IAEA, WNU와 같은 국제기구와의 협력증진과 개도국

인력양성을 통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에 기여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기
술 위상을 제고하고, 국제사회의 기여확대 요구를 충족시키는 효과가 있다. 장기
적으로 차세대 원자력 핵심 인력을 공동으로 양성하여 지원인력의 연구 결과를
국내 R&D에 활용하는 등 해외 우수 인재 활용의 기회가 확대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1. 과학 기술적 파급효과
중국, 동남아 학생 국내 대학 석․박사 위탁교육과 인적자원개발 협력 자금
제공은 이들 국가의 취약부분인 원자력 공학교육에 필요한 인력 양성을 지원함으
로써 우리의 원자력 기술이 이들 국가로의 이전과 더불어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또한 이들 국가 우수 인재를 양성하여 우리나라 R&D 분야에
투입함으로써 해외 우수 인재를 국내에서의 활용도 기대할 수 있다.
- 개도국에게 국내 기술이전과 상호 기술발전 체계 기반 마련
- 개도국과 상호보완적 과학기술협력 체계 확보
- 개도국 우수 인재 국내 R&D 활용과 연구개발 성과의 확대

미국 학생 지원프로그램의 수행으로 미국 내 영향력 있는 기관과 우호적인 인
력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우리나라의 원자력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와 협력기반을
강화하고 대미 원자력 외교 협상력 제고와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다.
- 미국 학생의 국내 연구개발 참여를 통한 공동연구 확산 기회 마련
- 선진국 우수 학생 국내 R&D 참여를 통한 성과 확대
- WNU(세계원자력대학) 교육 참여를 통한 원자력 기술력 홍보
- 투명성 제고를 통한 원자력이용기술의 영역확대와 활성화

2. 사회적 경제적 파급효과
중국, 동남아 국가들에게 국제 교육훈련을 비롯한 원자력 인적자원개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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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기적인 국내 위탁교육과 협력자금 제공은, 향후 이들 국가의 시장 진출 시
필요한 확고한 기반을 비롯해 아래의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중국 원자력 전력 산업시장 진출 확대
-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신규 원전시장 진출의 협력 기반 확보
- 인력양성과 시장진출 기회 확보로 사회, 경제적 부수 효과 확대

또한 IAEA, WNU 등 국제원자력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미국 학생 지원프로그램
을 통해 원자력산업 이용분야 협력이 강화되어 선진국으로의 원자력 산업 기기
수출로 얻는 경제적인 효과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제3세계 원자력 발전기술 수
출에 공동으로 협력할 수 있는 기반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나아가 한국이 미국
원자력 인력양성에 기여한다는 인식은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미국 내 친한 우
호세력을 확보하는 효과로 나타난다.

3. 결과 활용 계획
지난 1990년 부터 IAEA, KOICA, 양국간 협력으로 국제교육훈련과정을 개발과
운영하여 1,589명 이상의 외국인에게 한국의 원자력 기술 우수성을 홍보하고 인
력양성 분야에 기여해 왔다. 2002년 국제원자력교육훈련센터 운영을 시작한 이
후, 교육생들의 만족도와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더욱 높아져 왔다. 특히
2006년은 장기 석․박사과정 제공을 위한 기반구축, WNU 여름학교 유치 등 구체
적인 인력양성협력 대상을 목표로, 단기과정이 주축을 이루고 있었던 과거의 국
제 인력양성 분야를 여러 분야로 다각화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성과들은 [그림
1.1] 성과지도와 [그림 1.2]의 기술지도에서 보듯이, 향 후 해외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기존의 단기 국제교육훈련과 더불어 장기
석․박사과정의 확대, 국제 원자력기관과의 협력 및 주도적 참여를 통해, 원자력
연수원이 종합적인 국제 원자력 인력개발기관으로 발전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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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사업 성과 지도

[그림 1.2] 사업 기술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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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제원자력교육훈련 실적 및 현황 분석
제 1 절 국제원자력교육훈련과정 실적 분석
1. 국제원자력교육훈련 개발․운영 실적
한국원자력연구소 원자력연수원의 국제원자력교육훈련이 처음 착수된 것은 1988
년부터이다. 이전에는 국제교육훈련과정이라는 명목으로 IAEA, 미국, 캐나다, 프랑
스, 일본 등의 해외 전문가를 초청하여 국내 원자력관련기관에 종사하는 인력의 역
량강화를 위해 우리가 필요로 하는 특정 전문분야에 대해 기술교육훈련과정을 실시
하였다. 그러나 1985년에 들어 우리 연구소를 중심으로 원자력발전기술자립사업이
착수되면서 기술자립 사업의 가시적인 성과를 얻게 됨에 따라 IAEA를 비롯한 많은
개발도상국가에서 한국의 기술자립과정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IAEA는 회원국에게 제공하는 IAEA 지역 간 훈련과정을 한국에서 개최하는 것이 회
원국들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됨으로 1988년 처음으로 원자력 발전 사업
관리에 관한 IAEA 지역 간 훈련과정을 원자력연수원에서 개최하게 되었다.
1990년대 들어 성공적인 원자력 기술자립사업의 수행과 더불어 국가 원자력 이
용개발사업이 확대되면서 IAEA를 비롯한 개발도상국들과의 원자력 기술협력이 증가
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원자력 발전분야에서 시작한 국제원자력교육훈련이 비발전
분야인 연구용원자로와 방사성동위원소 이용분야로 확대되었다. 특히 17개 회원국
이 IAEA 등의 지원으로 공동으로 추진하는 RCA (Regional Cooperative Agreement)
사업에서 연구용 원자로 이용분야와 에너지 계획수립분야에서 한국원자력연구소가
사업 주도국이 됨에 따라 RCA 지역 간 훈련과정의 수요가 증가되었다. [그림 2.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0년대에는 IAEA 개발도상국 훈련생을 대상으로 연 평균 2
개 국제교육훈련과정을 개최하였다. 이때에는 원전분야 1개 과정, 방사선이용 기술
분야 1개 과정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성과에 따라 IAEA는 1997년 ‘IAEA 우수 국
제연수원’ 인정서를 원자력연수원에게 수여하면서 원자력연수원의 국제교육훈련 수
행 능력과 실적, 교육훈련 인프라를 높이 평가하고 인정하였다. 교육훈련역량 인정
을 바탕으로 1998년에는 IAEA와 과학기술부 간에 지역 간 훈련과정 개설 협력강화
에 관한 협약 (MOU)이 체결되었다. 동 협약의 체결로 말미암아 IAEA 지역 간 훈련
과정의 국내 유치는 [그림 2.1]에서와 같이 2000년에 들어 연 6-8회로 증가되었다.
이와 같이 국제교육훈련과정의 질적 및 양적 증가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인프라가
보강이

필요함에

따라

원자력연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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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도에

국제원자력교육훈련센터

(International Nuclear Training and Education Center, INTEC) 설립사업을 착수
하였으며 정부의 지원으로 2002년 완공하였다. INTEC의 완공 시점에서 국제원자력
교육훈련은 IAEA로부터 세계적인 명성을 얻음과 동시에 원자력교육훈련분야에서 아
시아지역을 선도할 수 있는 여건을 구축하게 되었다. 국제교육훈련 과정 수의 증가
에 따라 매년 우리 연구소를 방문 하는 연수생들도 증가되어 [그림 2.2]에서와 같
이 1980년대 말 평균 14명 1990년대 연 평균 40명, 2000년대 들어 연 평균 150명
선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13개 과정에 182명의 외국 연수생이 국제원자
력교육훈련에 참가하였다.
국제원 자력 교육 훈련과정 개발운영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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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국제원자력 교육훈련과정 참가 연수생수
IAEA 지역 간 훈련과정 개설의 증가는 우리나라 기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받
는 것으로 이는 개발도상국과의 양국 간 기술협력 증대로 성과를 얻는 계기가 되었
다. 그 예로 1990년대 중반부터 중국과의 원자력 이용개발 분야의 협력이 증가되면
서 처음으로 착수된 것이 인력양성과 교육훈련 협력이었다. 또한 2000년에 들어 베
트남과의 원자력공동협력위원회가 매년 개최되면서 교육훈련분야의 협력이 한층 증
가되었다. 이러한 양국 간 인력양성과 교육훈련 협력 증대는 중국, 베트남에 이어
아랍에미리트, 터키, 칠레, 모로코, 이집트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00년
대 들어 국제원자력교육훈련은 IAEA 지역 간 훈련과정, 중국과 베트남 등 양국
간 협력 국제과정, 그리고 다음 장에서 기술한 정부 개도국 기술연수과정으로 사업
등으로 구성되고 있다.

- 9 -

국제원자력 교육훈련과정 참가 연수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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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국제원자력 교육훈련과정 참가 연수생수

IAEA 지역 간 훈련과정 등 국제원자력교육훈련과정의 실적 증가는 우리나라의
국제화 역량을 인정받아 IAEA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된다. 즉 IAEA
가 추진하는 원자력 지식관리 사업에서 한국은 2000년 국제원자력대학(International
Nuclear University) 설립을 제안하여 범 지역적으로는 WNA가 2004년 세계원자력대
학 (World Nuclear University)설립하는 데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였으며, 지역적으
로는 아시아 원자력교육훈련네트워크를 탄생시키는 산파역할을 맡았다. IAEA 아시
아, 남미, 동구 지역의 회원국들로부터 많은 연수생이 한국을 방문함으로서 한국의
원자력산업 실적과 원자력 이용개발 역량이 소개되고 홍보됨에 따라 원자력 이용개
발 분야의 양국 간 협력으로 확대되는 중요한 성과를 얻었다. 또한 IAEA를 통해서
도 우리가 개발한 S/W와 H/W가 개발도상국에게 수출되는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지
금 까지 원자력연수원에서 수행한 국제원자력교육훈련 성과를 바탕으로 원자력 이
용개발에 미치는 효과를 기술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IAEA 지역 간 훈련과정의 개최는 가장 적은 비용으로 해외 연수생 즉 국
가를 대표하여 참가하는 회원국 원자력 전문요원들에게 가장 적은 비용으로 한국의
원자력 기술력을 세계 속에 홍보하는 수단이 되었음으로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
다.
둘째, IAEA와의 협력은 IAEA를 통해 우리나라가 개발한 S/W와 H/W를 이들 국가
들에게 수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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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우리나라 기술력에 대한 홍보는 개발도상국과의 양국 간 협력으로 확대되
는 효과로 나타난다. 즉 한국과의 원자력 기술협력을 요청하는 국가가 증대된다.
넷째, 국제 원자력교육훈련을 계기로 원자력 산업분야에서 국내 관련 기업과 협
력을 원하는 국가들이 증대된다.
다섯째, 국제원자력교육훈련의 지속적인 추진은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과 원자력
이용개발에 대해 국제적인 투명성을 높이는 수단이 되며 외국 연수생을 친한 인적
자원으로 활용함으로 해외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할 수 있어 해외 시장 진출에
기반이 된다.

<표 2.1> 1988년 ~ 2006년 국제과정 참가국 및 참가인원 현황
참가국

참가인원

참가국

참가인원

베트남

137

(10.22%)

코스타리카

2

(0.15%)

중국

132

(9.85%)

체코공화국

2

(0.15%)

대한민국

131

(9.78%)

헝가리

2

(0.15%)

인도네시아

119

(8.88%)

이란

2

(0.15%)

파키스탄

98

(7.31%)

뉴질랜드

2

(0.15%)

태국

96

(7.16%)

러시아

2

(0.15%)

인도

94

(7.01%)

영국

2

(0.15%)

필리핀

84

(6.27%)

알제리

1

(0.07%)

말레이시아

81

(6.04%)

벨로루시공화국

1

(0.07%)

방글라데시

75

(5.60%)

벨기에

1

(0.07%)

스리랑카

46

(3.43%)

캐나다

1

(0.07%)

미얀마

31

(2.31%)

쿡 아일랜드

1

(0.07%)

몽골

28

(2.09%)

크로아티아

1

(0.07%)

일본

25

(1.87%)

쿠바

1

(0.07%)

오스트레일리아

20

(1.49%)

피지공화국

1

(0.07%)

이집트

13

(0.97%)

프랑스

1

((0.07%)

오스트리아

12

(0.90%)

독일

1

(0.07%)

루마니아

9

(0.67%)

홍콩

1

(0.07%)

아랍에미리트

9

(0.67%)

키리바시공화국

1

(0.07%)

브라질

6

(0.45%)

라오스

1

(0.07%)

불가리아

6

(0.45%)

마샬 군도 공화국

1

(0.07%)

모로코

6

(0.45%)

멕시코

1

(0.07%)

미국

5

(0.37%)

나이지리아

1

(0.07%)

카자흐스탄

5

(0.37%)

파푸아뉴기니

1

(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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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투아니아

5

(0.37%)

폴란드

1

(0.07%)

싱가포르

5

(0.37%)

사모아

1

(0.07%)

아르헨티나

4

(0.30%)

슬로베니아

1

(0.07%)

터키

4

(0.30%)

솔로몬제도

1

(0.07%)

우크라이나

4

(0.30%)

남아프리카

1

(0.07%)

슬로바키아

3

(0.22%)

탄자니아

1

(0.07%)

시리아 아랍공화국

3

(0.22%)

통가

1

(0.07%)

캄보디아

2

(0.15%)

투발루

1

(0.07%)

칠레

2

(0.15%)

바누투아

1

(0.07%)

총 참가국 66개국

총 참가인원 134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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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참가자 현황
베트남

중국

대한 민국

인도네 시아

파키스탄

태국

인도

필리 핀

말레이 시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미얀마

몽골

일본

오스트레일 리아

이집트

오스트리아

루마 니아

아랍에 미리트

브라질

불가리아

모로코

미국

카자흐 스탄

리투아니아

싱가포르

아르헨티나

터키

우크라 이나

슬로바키아

시리아 아 랍공화국

캄보디아

칠레

코스타 리카

체코공화국

헝가리

이란

뉴질 랜드

러시아

영국

알제리

벨로루시공화 국

벨기 에

캐나다

쿡 아일랜드

크로아티아

쿠바

피지 공화국

프랑스

독일

홍콩

키리바시공화 국

라오 스

마샬 군 도 공화국

멕시코

나이지리아

파푸아뉴기니

폴란 드

사모아

슬로베니아

솔로몬제도

남아프리카

탄자 니아

통가

투발루

바누투아

오 스트레일리아
몽골
미얀마

일본

베트남
중국

스리 랑카
대 한민국

방글 라데시

말레 이시아

인도네시아
필 리핀

인도

태국

파키스 탄

총 참가자 1340명
[그림 2.3] 1998년 ~ 2006년 국제과정 참가국 및 참가인원 현황

2. KOICA, 양국간 개도국 기술 연수사업 실적

가. KOICA 연수생초청사업 연수과정 실적 및 현황
(1) 연수현황
우리나라가 경제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축적한 기술과 경험의 전수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국가 발전에 필요한 인적자원개발을 지원하고, 연수 참가국들과의 우
호협력관계 구축과 연수과정 참가자들에게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친한(親韓) 인사의 저변을 확대하고 나아가 해외진출을 위한 우리나라의 개발도상
국가 지원프로그램의 하나로써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주관하고 있으며 매년
KOICA의 지원아래 이 연수과정을 개최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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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연구소는 이 사업이 시작된 1988년부터 참여하여 원자력기술자립과정을 통
하여 축적한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원자력분야 과정을 매년 개최하여 지금까지
30개국 330여명에 대한 개발도상국 원자력인력양성에 기여하였다.
특히, 올해에는 RCA지역사무국(RCA-RO)과 협력하여 비파괴검사(NDT)강사요
원 양성과정을 개발하여 KOICA 사업으로 추진하였다. 이로써 연간 2개 과정을 운영하게
되었다. 또한 그동안 수행하여 오던 국제기구(IAEA)와의 공동연수과정에 대한 ROD
체결(KOICA, IAEA 및 KAERI)을 통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연수과정을 유치할
수 있게 되었다.

(2) 연수실적
연수실적은 218개국 328 명이며 과정별 실적은 <표 2.2>와 같다.
<표 2.2> KOICA 과정 추진 실적(1988~2006)
년도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과 정 명

기

IAEA/RCA Region Training Course
on Nuclear Power Project Planning
and Implementation
IAEA/RCA Regional Training
Course on Nuclear Power Project
Planning and Implementation
IAEA/RCA Regional Training
Course on Nuclear Power Project
Planning and Implementation
IAEA/RCA Regional Training
Course on Nuclear Power
Pre-project Activities and Manpower
Development
IAEA/RCA Regional Training
Course on Non-destructive Testing
and Evaluation of Nuclear Power
Plants
IAEA/RCA Regional Training
Course on Industrial Applica-tion of
Non-destructive Testing and
Evaluation
IAEA/RCA Regional Training
Course on Industrial Application of
Non-destructive Testing and
Evaluation
IAEA/RCA Regional Training
Course on 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on Industrial and
Environmental Applications
IAEA/RCA Regional Training

간

연 수 인 원

1988.11.7
11.25(3주)
1989.10.23
11.10(3주)
1990.10.22
11.9(3주)

11개국 14명

1991.10.7
10.25(3주)

9개국 17명

1992.10.7
10.27(3주)

8개국 10명

1993.10.7
10.27(3주)

10개국 15명

1994.6.30
7.21(3주)

10개국 15명

1995. 10.16
11.3(3주)

9개국 17명

1996.10.9

12개국 2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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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국 17명

10개국 16명

비

고

1997

1998

1999

Course on System Technology
for Nuclear Power Plant
IAEA/RCA Training Course on
Planning & Implementation
of Nuclear Power Projects
IAEA/RCA Training Course on
Disposal of Low & Intermediate
Level Waste with Emphasis on
Non-power Sources
IAEA Regional Training Course on
System Technology for Nuclear
Power Plant

2000

IAEA-KOICA Training course on
nuclear power reactor technology

2001

IAEA-KOICA Training course on
nuclear power policy, planning and
project management

10.30(3주)
1997.11.3
11.21(3주)
1998.10.26
11.13(3주)

10개국 14명

13개국 19명

1999.11.25
12.15(3주)
2000.11.2
11.22(3주)
2001.11.1
11.21(3주)

10개국 20명

14개국 20명

96,965,619원

8개국 18명

2002

"

2002.11.14
-12.04(3주)

14개국 20명

79,606,632원

2003

"

2003.11.20
-12.10(3주)

11개국 19명

93,508,403원

2004

"

2004.10.14
-11.03(3주)

11개국 15명

77,841,940원

2005

"

2005.10.13
-11.02(3주)

13개국 17명

64,895,185원

2006.09.10
-09.30(3주)

8개국 10명

2006.10.08
-10.28(3주)

14개국14명

KOICA-RCARO training course on
training instructor for NDT
IAEA-KOICA Training course on
2006-2 nuclear power policy, planning and
project management
2006-1

(3) 향후계획
개발도상국의 원자력인력양성에 기여하고 우리나라의 원자력 해외진출을 지원하
기 위하여 원자력분야에 대한 연수생초청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협력을
기할 예정이다.
- 개도국 원자력인력양성분야 수요파악과 맞춤형 연수과정 개발
- 핵심국가(1~2개 국가) 초청 연수과정 개발 및 개설협의
- KOICA, RCARO 등과의 협력강화를 통한 연수과정 증대

나. 개발도상국 기술연수사업 실적 및 현황
(1) 연수현황 -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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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은 2006년 1월 ‘2020 원자력 평화적 이용 추진전략’을 정부 정책으로 채
택하고 국민 복지 향상을 위해 2020년까지 방사선동위원소 의학적 이용 확대, 2015
년 연구용 원자로 도입, 2020 발전용 원자로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베트남
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능력 함양을 위한 원자력인력양성에
우선순위를 두고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우리 연구소의 하나로
연구용 원자로 자력설계와 운영, 한국표준형 원자력 발전소 설계 등 원자력 기술자
립 정책과 경험에 커다란 관심을 표명하고 한국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하고 있
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도 기술자립을 바탕으로 날로 확대되고 있는 해외 원전시
장 진출을 위하여 다각적인 형태의 협력이 요구되고 있고 특히, 새로이 진출하려는
베트남과 같은 개발도상국과의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배경아래 2002년 차관급 5명에 대한 정책세미나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장관급에 대한 고위정책세미나를 개최하여 양국간 협력을 공고히 함은 물론이고 우
리나라 원자력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베트남 원전시장 진출에의 기틀
을 마련하였다. ([그림 2.4] 참조)

[그림 2.4] 2006 베트남 고위정책 담당자 초청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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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수실적
<표 2.3> KAERI 베트남 원자력인력양성 협력 및 지원 사항
구분

사업내용

고위정책
세미나
개최

- 2001 제1차 베트남 당/국회/정부 대상
- 2002 제2차 베트남 당/국회/정부 대상
- 2006 제3차 베트남 당/국회/정부 대상

정보/자료
및 자문서
비스 제공

-

교육훈련
제공

KAERI 원자력교육 커리큘럼 제공
KAERI 원자력영문교재 제공
대학 원자력공학 커리큘럼 제공
원자력공학 교육자문 KAERI 전문가
파견

- KAERI 연구실 OJT (정책/안전해석/열
수력학 해석)
- KOICA 훈련과정
- 원자력교육훈련 세미나
- KOICA 훈련과정
- KAERI 연구실 OJT(정책/에너지계획)
- KAERI 박사 후 연수생(중성자 분석,
연구용원자로, 방사선생물학, 핵자료)
- KOICA 훈련과정
- KAERI 연구실 OJT(PSA)
- KOICA/RCA RO NDT 과정

인원

지원일시

재원

6명
5명
5명

2001년
2002년
2006년

MOST

VAEC
VAEC/HU
T
HUT
HUT

2003년
2003년
2004년
2006년

KAERI
KAERI
KAERI
IAEA

3명

2002년

MOST

1명
2명
1명
2명
4명

2003년
2004년
2004년
2005년
2005년

1명
2명
1명

2005년
2006년
2006년

KOICA
KAERI
KOICA
KHNP
RCA-RO
/KAERI
KOICA
KHNP
KOICA/
RCA RO

- KAERI/달랏대학교 협력 MOU체결
∙ 달랏대학 학생 과학기술연합대 석사
MOU 체결
과정 참가
∙ 한베협력센터 건립 지원

2006년

KAERI

MOU 체결
- KAERI/HUT/HUS 과학 및 교육훈련
계획(합의,
협력
추진 중)

2007년

KAERI

합 계

33명

(3) 향후계획
◦ 정책 및 협력강화
- 개도국의 인력양성과 이를 통한 우리나라 원자력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서
는 정부의 대폭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과 관련기관간의 연계를 통한
협력강화가 요구됨
∙ 일본의 경우 최초 원전 도입국을 대상으로 인력양성과 관계 법규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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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등 정부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계획을 발표.
- 베트남, 중국 등 진출 대상국에 대한 인력양성 정책 및 교육훈련 수
요를 파악하여 적기 대응체계를 갖춤으로써 일본, 프랑스 등 경쟁국과의
우위를 확보함.
∙ 베트남사업 경쟁국 동향
- 일 본 : 풍부한 재원을 바탕으로 인력양성 사업진행('05-'08)
- 프랑스 : 인력양성 협력방안 협의 중
∙ 베트남 교육훈련 수요 : 원전사업수행을 위한 총체적인 교육훈련 프로그
램 제공희망
◦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 베트남, 중국 등 최초 또는 추가 원전도입국의 인력양성 지원을 통한 원전
건설 수주확보를 위하여 진출 대상국 수요에 맞춘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원전 도입국 측에서는 기존의 기초적인 소개단계 습득에서 벗어나 원전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기술인력 양성을 요구하고 있음. 따라서 이들의 수요에 부응하
는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함.

제 2 절 다목적 해외 인재양성사업 현황분석
1. 선진국의 인력양성 협력
가. 미국
미국은 1953년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제창한 “Atom for Peace” 이후
정부의 자금지원 하에 유럽 등의

젊은 원자력

과학 기술자들과 우수 원자력관련

학부 학생을 미국에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원자력발전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이를 위하여 대학과 연구소에서는 석․박사 학위취득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을 받은 인력들이 ANL, BNL, SNL 등 국립
연구소와 Westinghouse, General Electric 등 산업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외 인
재 활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 정부의 인력양성에 대한 지
원효과는 이후 미국의 원자력

발전소가 프랑스와 스페인 등에 진출할 수 있는 기

반이 되었으며, 지금까지도 원자력 이용기술의 전 분야에 미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
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58년 원자력청 설립 이후 향후 국내 원자
력 사업의 확대를 예견하고, 미국 정부의 자금을 활용하여 정부차원에서 젊은 과학
기술자들과 원자력관련 이공계 학부 학생들이 미국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계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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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아울러, 미국의 원자력 대외정책 및 이용개발은 과거 수십 년 동안 우리나
라는 물론 국제 원자력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다.
미국의 원자력관련 주요 정부기관인 미 에너지부(DOE), 국무부(DOS), 국방부
(DOD), 통산부(DOC), 최근에는 국토안보부(DHS) 등을 중심으로 비정부기구를 포함
한 대학, 원자력관련 연구소 등과의 인력양성 및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다. 주요 비정부기구(NGO)로서는 브루킹스 연구소, 몬테레이 국제대학원
(MIIS: Monterey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의 핵 비확산 연구센터
(CNS: Center of Non-proliferation Study), 미국 과학자 연합(FAS: 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 핵위협 구상(NTI: Nuclear Threat Initiative), 카네기재단
(Carnei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국제 전략문제 연구센터(CSIS: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과학 및 국제안 보 연구원
(ISIS: Institute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Security), 미 국기 업 연 구 소
(AEI: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등이 있다.
또한, 원자력교육훈련 장학금과 교육지원을 위해 1980년에 미국 원자력 발전협
회(Institute of Nuclear Power Operations: INPO)의 지원기금을 바탕으로 국립원
자력교육훈련협회(National Academy for Nuclear Training)가 설립되어 미국 내 원
자력공학 교육을 지원하고, 학생들의 원자력 관련 업체 경력 축적과 취업을 독려하
며, 원자력관련 회사들을 통한 훈련과 교육활동을 주관하고 있다. 세부 지원내용의
대표적인 예는 아래와 같다.

- 학부생 장학지원: 원자력, 기계, 전기전자, 화학공학과 보건물리 (발전관련)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연간 약 140여명의 학생에게 각 2,500불, 최대 3년까지
원자력 업체를 통해 지원.
- 대학원 선정지원: 소정의 절차를 통해 선정하며, 선정된 약 25개의 기관은 각
각 20,000불을 지원받아 원자력공학과 보건물리(발전관련) 전공자 1명 혹은 2
명에게 1년간 지원.
- 수혜자는 소정의 원자력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통해 학생들의
원자력 업체에의 관심과 수준 높은 기술을 유도하며 원자력계로의 진출에 대
한 동기부여를 제공함.
- 원자력 업체들과의 교류를 통해 학생 명단 제공과 인턴과정 혹은 정규 채용
등을 독려함.

우리나라는 그 동안 원자력추진 의지가 강한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원자력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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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목적으로 하는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왔으며, 중장기 차원의 미국 내에
친한(親韓) 성향의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지는 못하고 있
다. 특히 우리나라의 원자력관련 방문 프로그램 부족으로 우리나라의 원자력 정책
및 이용개발에 대해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인적네트워크가 제한적이다.

나. 일본
일본은 아시아 주변국가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선진기술 이전과 미래
선린우호 관계유지를 위하여 자국 내의 대학교를 중심으로 원자력 관련 연구자 및
기술자 대상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동경공업대학교에서는 원자
력분야의 학생교류 프로그램을 통하여, 원자력분야 연구인력 양성 국제교류 프로그
램을 수행하고 있으며, 긴키대학교(오사카소재)에서는 소형원자로를 이용하여 동남
아 학생교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한편 2005년 신규 국제교류 프로그램으로
는 교토대학교 주관의 ‘환-태평양 지역 학생, 원자력 관련 연구자 및 기술자 대상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은 정부가 국제교류 프로그램과제를 통하여 주관 기관에 지원하고 있다.
선진국과의 인력양성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의 일환으로, 일본은 1970 - 80년대
부터 미국 현지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많은 투자를 하여 친일 우호적인 인적 네
트워크를 구축해왔으며, 이는 과거 미국과의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에서 장기적 포
괄 사전 동의를 얻어 핵 비 보유국으로서는 유일하게 농축 및 재처리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나라가 되는데 간접적인 효과로 나타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일본 국립
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은 관심 연구 분야의 미-일 협력 증진을 위
해, 해당 분야의 미국 내 우수 연구자나 선두 그룹 등을 선정하여, 1-3개월간 일본
으로의 방문 연구를 지원해 왔다. 초청된 미국 연구자들과 일본 내의 각 해당분야
선도 연구기관 및 관련 그룹과의 교류를 장려하여, 향후 협력증진을 도모하는 등
인적 네트워크로 활용할 수 있는 지원을 지속해 왔다.
일본과학기술진흥기구(Japan Science and Technology Agency) 역시 국제적으로
최고수준을 위한 일본의 연구 환경 개선, 국제적 도약을 위한 문제 해결 모색, 국
제 연구 활동 장려를 위해, 연구자들의 초청 및 파견을 통한 연구원 교환 프로그램
과 국제 학술회의 유치 등에 노력하고 있다. 미국, 중국, 한국, 영국, 스웨덴 등 공
동연구 상대국과의 양국간 협정을 통해, 자국의 연구원 파견을 지원하여 서로 교
환하는

방식으로

상호교류가

이루어지며,

‘Japan-America

Frontiers

of

Engineering Symposium’ 등과 같이 양국의 젊은 연구원들의 교류를 유도하여, 다음
세대를 주도적으로 이끌 차세대 원자력 리더들의 네트워크 형성에도 노력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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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 프랑스
프랑스는 원자력발전소의 해외 수출을 위해 정부/연구소/산업체가 콘소시움 형
태로 AREVA 그룹을 결성하여 프랑스의 원자로 도입을 고려 또는 도입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젊은 과학기술자들과 원자력 전공 학부학생들에게 정부의 자금지원(장학
생)으로 프랑스 대학에서의 석․박사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 CEA는 과
학기술협력협정 (Scientific and Technical Collaboration Agreements)에 따라 협
약국들의 전문 연구인, 기술자, 공학자들을 초청하여 1개월에서 1년 정도의 인턴과
정 개설하여, 관련

업무 훈련과 CEA 랩에서의 경험을 제공, 이를 통해 프랑스의

연구개발 방법과 원자력안전문화 등에의 친화성 유도하기도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
의 일환으로 우리나라도 울진 원전 1,2호기의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프랑스 정부
장학생으로 많은 국내 젊은 과학기술자와 원자력 전공학부 학생들이 프랑스 대학에
서 교육을 받았으며 이들이 프랑스와의 원자력 기술협력 증진에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현실이다.

2. FNCA 등 개발도상국과의 인력양성 협력
개발도상국과의 인력양성 협력의 예로서는 IAEA의 RCA 사업, TC 사업 그리고
KOICA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인력양성 프로그램 등이 있다. IAEA의 ANENT 사업은
인력양성과 직접 다루는 협력의 예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예들은 본 보고서의
타 부분에서 언급하고 있으므로 본 현황분석에서는 FNCA (Forum for Nuclear
Cooperation in Asia)의 원자력 인적자원 개발 프로그램에 대하여 현황을 정리하였
다.

(1) 추진 배경
1999년 3월 FNCA의 전신인 ICNCA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Nuclear
Cooperation in Asia)의 결의안으로 아시아 회원국의 원자력인력양성 증진을 통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기술의 지속적인 개발을 촉진하고자 원자력 인적자원 개발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n the Nuclear Field, HRD)을 FNCA 분과 프로젝트
로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1999년 11월에 일본 JAERI 원자력연수원의 주도로 제1차
FNCA HRD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그 후 2006년까지 8차례의 워크숍을 개최하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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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국 간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교환하였다.

(2) 목적
FNCA의 HRD 사업은 FNCA 회원국의 원자력 인적자원개발 활동의 진흥을 통해 아시
아 지역의 원자력 기술개발과 활용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세부 사항은 다음
과 같다.
- 워크숍에서의 활동
∙회원국의 원자력 인적자원개발 필요성․현황 정보교환
∙원자력교육훈련 형태, 교육훈련 개발, 교육훈련 인프라 개발 수요 및 현황
∙공동 협력사업의 도출, 상호 협력과 지원
∙기타 (일본 MEXT 과학자교환프로그램 수요 파악 등)
- 워크숍 이외의 활동
∙워크샵의 Country Reports 및 보고서를 JAERI 간행물로 발간
∙회원국간의 공동 협력을 위한 제안, 3년 계획 협의 등

(3) 추진 현황 및 실적
현재까지 8차에 걸쳐서 개최한 워크숍의 내용과 실적은 다음과 같다.
o 제1차년도 워크샵 (1999년, 일본 JAERI)
- 회원국의 원자력인적자원개발 필요성과 현황 정보 교환
- 회원국별 원자력교육훈련 형태, 교육훈련개발, 교육훈련 인프라 수요 협의
- HRD 과제 3년 계획수립
o 제2차년도 워크샵 (2000년, 일본 JAERI)
- 회원국별로 필요로 하는 교육훈련형태, 교육과정개발, 인프라 개발의 현황
파악
- 강사요원 양성 과정, 사이버 교육기법 도입, 훈련센터설립 등
- HRD분과 JAERI 연수원홈페이지를 통한 정보교환
- 차기년도 의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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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제3차년도 워크샵 (2001년, 한국 KAERI)
- 회원국이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영문 교육자료 생산 배포
- RI 및 연구용 원자로 이용 안전성 확보를 위한 HRD 시나리오 정보 교환
- 젊은 세대를 위한 원자력인력양성 정보교환 (한국이 아시아 지역 젊은 세대
원자력 네트워크 구축 제안)
- 일본 MEXT 과학자교환계획 활용
- 인도네시아 제안 "Asian Institute of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AINST) 설립 협의, 한국의 IAEA International Nuclear University (INU)
설립추진 제안 협의
o 제4차년도 워크샵 (2002년, 필리핀 PNRI)
- 회원국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방사선 방호분야 교육과정, 교재리스트
JAERI/NuTEC에서 정리 회원국 배포, KAERI/NTC는 IAEA와의 교재 중복 여부
확인, 교육자료 HRD 프로젝트 홈페이지 탑재 (일본이 인도네시아, 태국, 베
트남에 교육과정 제공), 회원국 연수기관 교육프로그램 FNCA HRD 홈페이지
탑재
- E-learning system 도입에 앞서 CD-ROM 교육자료 생산 및 교환 (한국은
KAERI/NTC 사이버교육시스템 설명)
- 회원국 원자력 인적자원 기초자료 수요 조사
- 한국이 제안한 IAEA INU 설립 적극 지원, 인도네시아 제안 AINST, 고위급 회
의와 총회에서 추가 논의 필요
- 일본이 Fundamental Reactor Physics Q&A 영문교재 배포
o 제5차년도 워크샵 (2003년, 태국 OAEP)
- 회원국의 2002년도 원자력 인적자원 기초 자료 조사 Update 및 원자력 관련
학회와 협의에 관한 자료조사 수행
- FNCA 회원국은 한국이 coordinator 역할을 하고 있는 IAEA 주도의 아시아 교
육훈련 네트워크 (Asian Network For Education in Nuclear Technology;
ANENT) 추진사업 참여
- E-learning 자료를 포함한 교육훈련자료는 FNCA 회원국들이 분담하는 Task
Force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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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MEXT 과학자 교환프로그램을 석․박사 과정 학생까지 확대 예정
- HRD model method를 FNCA HRD 분과에서 협의
- HRD 기초 자료 분석 2004년도 HRD 워크샵에서 발표
o 제6차년도 워크샵 (2004년, 말레이시아 MINT)
- 회원국의 원자력 인적자원 개발 현황 정보교환
- 회원국의 원자력 인적자원개발의 역사적 정책 경험과 추진내용
- 원자력 인적자원개발 전략 모델 수립 토론(3개 분류: RI 이용국가, 원전도입
예정 국가, 원전 운영 중인 국가)
- IAEA ANENT (한국 주도) 등 타 네트워크와의 협력 방안 협의
- CD-Rom 교육자료 조사 및 FNCA HRD Web-site 탑재 자료 협의
- HRD 프로젝트 평가 (지속성 유지)
- HRD 프로젝트 향후 계획 (2005 워크샵 베트남에서 개최)
o 제7차년도 워크샵 (2005년, 베트남 달라트)
- 회원국의 원자력 인적자원개발 현황과 경험 교환
- 2004년 FNCA 총회회의에서 제안한 Asia Nuclear University (ANU) 설립 개념
및 추진 방안 협의
- 원자력인적자원개발 모델 요약
- 일본이 제안한 FNCA HRD 향후 계획
o 제8차년도 워크샵 (2006년, 중국, 센젠)
- ANU를 ANTEP(Asian Nuclear Training and Education Program)으로 명칭변경
회원국 교육훈련 수요조사
- ANTEP 회원국 간 파일럿 프로그램 작성
- 한국은 원자력발전 및 연구용 원자로 활용분야 교육프로그램 제공국으로 역할
수행
- 교육프로그램 제공 제원은 일본의 경우 MEXT 프로그램, 기타 회원국은 IAEA
TC 재원 활용 또는 양자 간 협의
- 한국은 KAERI에서 수행하고 IAEA/KOICA지원 개도국 연수 프로그램과 IAEA TC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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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추진계획
2007년도에는 FNCA HRD 워크숍을 인도네시아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한국은
ANTEP 파일럿 프로그램 수행을 위해 매년 IAEA를 통해 지원하고 있는 KOICA 개도국
연수프로그램으로 (2006년 10월) ‘원전 정책, 기획 및 사업관리’ 연수과정을 회원
국 훈련생들에게 제공하였으며, ANTEP 프로그램 수행을 위해

IAEA TC와 정부가 제

공하는 KOICA/IAEA 개도국지원 연수과정 사업을 활용할 것이다. 또한 한국은 IAEA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ANENT 사업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를 ANTEP 사
업과 연계하여 활용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2006년 제8차 FNCA HRD분과 워크숍의 ANTEP 수요조사(2006. 7, 중국
/센젠)에서 FNCA가 경비를 제공한다는 가정 하에서 한국이 기술적인 강점을 가지고
있고, IAEA와 회원국에게 제공한 경험이 있는 다음 3개 분야의 훈련과정을 제시하
였다.
- Planning and Implementation of Nuclear Power Project
Management (3주)
- Feasibility Study on Nuclear Power Related Project (3주)
- Advanced Technology on Research Reactor (3주)

제8차 FNCA HRD분과 워크숍에서 회원국들은 일본으로부터 교육훈련을 지원받기
위해 OJT 등 여러 가지 훈련과정을 제시하였음. 한국에서 수행 가능하다고 수요
(Needs to be possibly accommodated by Korea)로 표기 된 것은 일본이 회원국이
요청한 OJT훈련과정을 한국이 제안한 훈련과정과 연결한 것이다. 기타 한국이 제안
한 2개 훈련과정과 일본이 한국의 수행 가능성으로 제안한 OJT 훈련과정은 해당국
이 IAEA TC 프로그램에 요청하여 IAEA로 부터 경비가 제공된다면 훈련과정을 제공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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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다목적 해외 인재양성 사업 기반구축
제 1 절 세계원자력대학 (WNU) 여름학교 유치 및 인력파견
1. 세계원자력대학 여름학교
기후 협약 및 전력수요 증가, 원자력발전소 교체 등 원자력 시장의 활성화가 예
상되면서 원자력부흥기에 대한 조심스런 기대가 대두되는 동시에, 최근 원자력분야
에서의 최대 관심분야 중 하나는 지식전달과 관련한 원자력의 미래에 대한 현재의
준비이다. 기존의 과학기술자들이 이룩한 인류복지와 에너지 활용을 위한 원자력
기술의 지식과 비전이, 차세대 원자력계를 이끌어갈 젊은 원자력 전문가와 산업계
현장에는 원활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원자력기술의 활용은 그 특성상 특정 국가 내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주변국
을 포함한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원자력 기술을 주도해 갈
젊은 원자력과학기술자들이 갖추어야할 자질은 기술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원자력
관련 국제법의 적용과 국제기구의 역할 등 정치적, 경제적 분야까지 아우르는 체계
적이고 실질적인 경험과 노하우까지도 포함한다. 이러한 기술의 연속성과 유지보존
을 위한 대응책 마련은 한 국가만의 문제를 넘어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해야할
숙제로, 적극적인 국제협력 속에서 강구되어야 한다는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져 왔
다. [참고: IAEA, Introductory Paper, IAEA Senior Level Meeting Managing
Nuclear Knowledge (2002)] 관련해 우리나라는 지난 1999년 이후, IAEA 과학포럼과
총회 및 국제회의에서 국제원자력대학 (INU: International Nuclear University)의
설립 필요성을 여러 차례 제안하여 범세계적인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였다. 그리고
제안한 INU 설립 타당성 연구사업을 통해 [참고문헌: 한국원자력연구소, “IAEA 국
제원자력대학(INU) 설립 타당성 연구”, 2002], 현재의 세계원자력대학(WNU)이 설립
되기까지의 기초자료와 이론적 배경을 제공하였다.

가. 세계원자력대학 WNU (World Nuclear University)
세계원자력대학(World Nuclear University: WNU)은 원자력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과 원자력 지식의 보존 및 계승 강화를 위하여 IAEA를 비롯한 원자력관련 국제기구
들의 지원 하에 설립된 세계 약 30여 개국 원자력관련 교육 및 연구기관들의 네트
워크 기관이다. 세계원자력대학의 임무는 원자력 국제공동체를 강화시키고 발전시
켜, (1)전 인류가 사용할 수 있는 깨끗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검증된 기술로
서의 원자력 이용분야와; (2)방사선육종, 의학, 영양학, 산업발전, 수자원관리,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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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존 등 원자력과학기술 응용분야에 있어서, “전 세계 전력 공급의 25%를 차지하
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미래의 유일한 대안 에너지”인 원자력과학기술
이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데 있다.

세계원자력대학은, 아이젠하워의 역사적인 유엔총회 연설인 “Atoms for Peace”
50주년 기념행사가 있었던 2003년 9월 7일, 영국에 설립되었다. WNU의 공동설립후
원기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경제협력개발기구 산하 원자력기구(OECD/NEA:
OECD Nuclear Energy Agency), 세계원전사업자협회 (WANO: World Association of
Nuclear Operators), 세계원자력산업협회 (WNA: World Nuclear Association)가 있
다. WNU는 별도의 캠퍼스 없이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두고 25개국 회원국 대표 연구
기관들과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공동 교과과정을 개발해가고 있다.

국가별 회원 대학과 연구기관은 한국의 한국원자력연구소와 한국과학기술원, 미
국의 오리건주립대, 일본 도쿄대와 도쿄공업대, 중국 칭화대 부설 원자력공학연구
소, 러시아의 모스크바 공학물리학회, 영국의 맨체스터대 등. 교과 과정에는 원자
력발전소 운영의 안전 문제, 핵폐기물 처리, 원자력 관련법, 농업 의학 환경 분야
의 원자력 응용, 핵확산 방지 등이 포함된다.

<표 3.1> 세계원자력대학 회원 (WNU Members)
국가/지역

기관

1

Argentina

Bariloche Atomic Centre & Balseiro Institute

2

Australia

Australian Nuclear Science & Technology Organisation (ANSTO)

3

Austria

Atomic Institute of the Austrian Universities

4

Belgium

Belgian Nuclear Research Centre (SCK*CEN)

5

Brazil

Brazilian Nuclear Energy Commission (CNEN)

6

Bulgaria

University of Sofia and Technical University of Sofia

7

Canada

University Network of Excellence in Nuclear Engineering
(McMaster, Queen's, Toronto, Waterloo, Western, UOIT, Ecole
Polytechnique, New Brunswick)

8

Chile

9

China

10

Czech
Republic

11

Finland

Chilean Nuclear Energy Commission
Institute of Nuclear Energy Technology of Tsinghua University
(Beijing)
Czech Technical University in Prague & Nuclear Research
Institute REZ
Helsinki University of Technology and Lappeenranta University of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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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France

Institut National des Sciences et Techniques Nucléaires (INSTN)

13

Germany

14

India

Bhabha Atomic Research Centre Training School

15

Israel

Shalhaveth Freier Center for Peace, Science and Technology

16

Italy

University of Pavia (European Nuclear School) and CIRTEN
Consortium

17

Japan

Tokyo University & Tokyo Institute of Technology

18

Republic of
Korea

19

Mexico

National Autonomous University of Mexico (UNAM)

20

Pakistan

Pakistan Institute of Engineering & Applied Sciences (PIEAS)

21

Russia

Kurchatov Institute and MEPhI (Moscow Engineering Physics
Institute)

22

South Africa

23

Spain

24

Sweden

Swedish Centre for Nuclear Technology

25

Ukraine

Ukrainian Nuclear Consortium

26

United
Kingdom

27

USA

Nuclear Academics Industrial Liaison Seminar (NAILS) and
University of Manchester/UMIST
Texas A&M (leader of Southwest Consortium), Oregon State
Univ. (leader of the Western Nuclear Science Alliance) &
Argonne National Lab (coordinator for U.S. labs)

28

Europe-wide

29

Asia-wide

Technical University München and Competence Network on
Nuclear Technology

Korean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KAERI) &
Korean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KAIST)

University of Potchefstroom
Polytechnical University of Madrid

European Nuclear Engineering Network (ENEN)
Asian Network for Higher Education in Nuclear Technology
(ANENT)

나. WNU 여름학교 (Summer Institute)
세계원자력대학은, 2004년 6월 비엔나에서 가진 WNU 지원활동에 관한 기술회의
[참고: WNU, Technical Meeting on Planning Support Activities to the World
Nuclear University (2004)]에서 정기적인 교육프로그램인 여름학교(SI: Summer
Institute) 개최를 결정하였다. 회의에서는 이러한 정기적 프로그램은 선발된 참가
자뿐만 아니라, 각국의 산업체, 정부, 연구기관 및 고급교육을 포함한 대학 등 모
두에게 이득이 될 것임을 강조하고, 여름학교 프로그램 형태에 대한 지침을 함께
제시하여, 행사는 이 지침을 기본으로 구성하고 있다.
여름학교의 주된 목적은 원자력과학기술 분야의 차세대 리더들을 대상으로 차
별화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다. 전 세계에서 선발된 학생 및 젊은 원자력 전
문가로 이루어진 집단은 다음과 같은 교육목표를 가진 6주 과정의 고급의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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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공받는다.

- 원자력 기술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최신 지식과, 이를 둘러싼 정치, 환경,
사회적 이슈에 대한 국제적 견해 제공
- 원자력응용분야의 세계적인 선두주자 및 교육자들과의 토론기회 제공
- 세계 각국에서 참가한 동료들과의 실제적인 팀워크 활동 경험 및 결속력 있
는 유대관계 형성
- 원자력 과학기술에의 기여 확대에 일조할 수 있도록 독려

2007년에 3회째를 맞을 이 프로그램은 기존 강의실에서 학습할 수 없는 원자력
신기술, 핵비확산 정책을 포함한 원자력 이용의 국제 관계, 기후변화 협약 등 원자
력을 둘러싼 국제 환경의 변화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젊은 원자력과학기술자
들에게 매우 실제적이고 유용한 지식을 제공하고 있다. 원자력 과학기술 분야의 미
래 글로벌 리더쉽 배양을 위한 특수한 교육 경험을 전 세계에서 선택된 젊은 전문
가 집단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여름학교의 주요 구성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강의 및 토론(Lecture and Q&A): (1) 지구 환경과 원자력, (2) 원자력 국제 정
세 및 이슈, (3) 원자력 산업, (4) 원자력 기술혁신, 이상 4가지의 주제에 대
하여 약 40인의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강의로서, 기술적인 측면보다는 과거
의 원자력, 지구환경 변천사부터 현재의 정책 현황 및 미래의 원자력 정세 등,
원자력과 관련한 근본적인 측면을 다루는 고급 교육

- 소그룹 토의 및 복습(Take-away Points Group Work): 경험 많은 원자력 전문가
인 멘토를 중심으로 당일 강의에 대한 복습, 단체토론, 각국의 현황과 개인적
인 견해, 사례연구 등을 공유하면서, 주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회의 밈 토론
경험을 제공

- 이슈 토론 및 프로젝트 발표(Issue Forum and Presentation): 원전도입, 4세대
원자로, 핵연료주기, 재처리, 폐기물처분장, 핵비확산, 의료방사선이용 등, 현
재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분야에 대해 관심 있는 참가자들이 소그룹을 구
성하여 심도 깊은 토론과 자료조사, 단체 협의를 통한 프로젝트 수행, 결과발
표를 통해, 전문적인 지식 습득은 물론 지도력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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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강연(Distinguished Speaker Presentations): 일주일에 약 2회, 원자력관련
산업체 대표, 관련기구 고 위 급 인사, 세계적인 석 학 등 특 별 강연자를 초청
하여, 원자력과 연관된 정치, 경제, 사회, 연구개발 분야의 세계적인 이슈들에
대한 전문가적인 견해와 경험을 공유하고, 미래의 원자력 리더들을 위한 논쟁
과 도전을 유발할 수 있는 강연

- 산업시찰(Technical Tours) : 1주일 간 원자력 및 관련 산업체, 연구시설 등을
견학하고 현장 강의를 통해, 차세대 원자력 리더를 위한 전문가로서의 실질적
인 경험을 확대하고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현장 체험

제1회 세계원자력대학 여름학교 행사는 2005년 7월 9일부터 8월 20일까지 6주간
미국이 주최하였다. 전 세계 33개국으로부터 77명의 펠로우가 미국 아이다호폴에
모였으며, 6주간 강의, 소그룹 토론, 미국 내의 여러 원자력관련 기관 방문 등 성
공적으로 개최되었다. 한국에서는 지원자가 있었으나 관련 정보수집이 미흡해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있어 참가하지 못하였다. 제2회 여름학교는 2006년 7월 8일부터 8
월 18일까지 5주간 스웨덴의 스톡홀름과 1주간의 프랑스에서 진행되었다. 자세한
행사 내용과 참가를 통해 수집한 정보에 대해 다음 항에서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다. 2006년 제2회 WNU 여름학교
총 34개국 89명이 참가한 2회 여름학교는 스웨덴과 프랑스의 공동 주최로, 대부
분의 행사는 스톡홀름에서 이루어 졌으며, 1주일의 산업시찰을 프랑스에서 제공하
였다. 2006년 7월 8일부터 8월 18일까지 치루어진 본 행사에는 2007년도 여름학교
행사를 위해 세계원자력대학 운영센터(WNU Coordination Center: WNUCC)에 파견된
한국 운영위원 1인을 비롯하여, 멘토 1명, 펠로우 7명(한국원자력연구소 3인, 한국
수력원자력 2인, 한국과학기술원 1인, 경희대학교 1인) 등 9명의 한국인이 참가하
였다. 또한 WNUCC에서 일반 프로그램 개발을 담당하는 또 다른 한국인 파견자 1인
과 2007년도 행사 운영위원장(원자력연수원) 또한 참관인으로 일부 참여하여 다음
행사 준비를 위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한국인 참가인원은 캐나다와 프랑스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으며 <표 3.2>에 국가별 참가자 수를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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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2006년 세계원자력대학 여름학교 국가별 참가자 수
국가

참가자

국가

참가자

국가

참가자

캐나다

12

핀란드

2

이스라엘

1

프랑스

9

파키스탄

2

나이지리아

1

한국

7

브라질

2

카자흐스탄

1

영국

5

이집트

2

베트남

1

미국

5

벨라루시

1

방글라데시

1

인도

5

스페인

1

루마니아

1

중국

4

러시아

1

리투아니아

1

스웨덴

4

아르메니아

1

일본

1

우크라이나

3

불가리아

1

헝가리

1

독일

3

오스트레일리아

1

체코

1

아르헨티나

3

알제리

1

남아공

3

이란

1

총 34개국

89명

본 행사는 크게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오전에는 주로 강의를([그
림 3.1]참조) 오후에는 그룹 활동과 강의를 병행하여 수업하였다. 그룹 활동은([그
림 3.2]참조) 또 다시 그룹토론과 사례연구, 이슈포럼 등으로 나누어진다. 강의는
매일 오전 8시에서 12시까지 원자력의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었다. 호텔에 마련된
강의실에서 전체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수강하였으며 , 각 강의 당 90분 수업으
로 프로그램 되어 있었으나 강사에 따라 자유롭게 변형되어 진행되었다. 원자력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 및 현황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부분에서부터 경제, 정치, 법적
인 부분까지 폭넓 주제를 다루었으며, 강사는 학교, 회사, 연구은기관, 국제기관
등으로부터 온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이 강의를 진행하였다. 자세한 강의 주제와 강
의시간, 강사에 대한 정보는 [그림 3.3]에서 보는바와 같다.
그룹 토론은 매일 오후 1시 30분부터 5시까지 진행되었다. 전체를 8그룹으로 나
누어, 각 그룹별로 한명의 멘토가 그룹토론을 돕는 역할을 하였다. 토론 내용은 오
전 수업 내용들 중 중요한 점들을 요약하고, 이슈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롭
게 토론하는 형식을 취한다. 다양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참가자들로 인해 여러 가지 관점에서 활발한 토론을 진행할 수 있었으며, 토론을
통해 나온 그날의 요점이나 이슈들은 매일 정리되어 제출하였다.
사례 연구(Case Study)는 강의자의 요청에 의하여 중요한 현안이라고 판단되는
문들에 대해서 각 그룹별로 토론하여 해결책을 제시하고, 발표를 하는 과정이었다.
조별 최종결과를 참가자와 멘토, 강사(전문가)가 모두 모인 자리에서 발표하였으며
질의응답시간을 통해 실제적인 주제들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으며 경험을 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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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있는 과정이었다.

[그림 3.1] 2006년 WNU SI 강의 모습

[그림 3.2] 2006년 WNU SI 그룹 토론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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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2006년 세계원자력대학 여름학교 강의 내용

이슈 포럼(Issue Forum)은 참가자들이 8개의 포럼그룹 중 관심 있는 그룹에 참
여하여 3주 동안 그 주제에 대해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포
럼 그룹은 토론 그룹과 다른 별개의 그룹으로 운영되었다. 최종 결과는 최종보고서
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마지막 날에 최종발표와 함께 평가를 받았다. 총 30분
간의 발표시간과 10분간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슈 포럼은 3주라는 시간이
주어진 만큼 본 연수 프로그램 중에서도 가장 심도 있는 공부와 토론이 요구된 시
간이었으며, 본 연수를 통해 얻어낼 수 있는 강장 주요한 최종 결과물 중의 하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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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할 수 있다. 다루어진 주제는 다음과 같다.
∙Gen IV Reactor
∙Multi-national Nuclear Waste Repository
∙Decision of New Power Plant
∙Enrichment
∙Non-Proliferation
∙Reprocessing

산업 시찰(Technical Tour)은 프랑스와 스웨덴의 원자력 유관기관을 돌아보고
현장 강의를 듣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연수 3주차 1주일동안 프랑스 시설을,
연수 4주차 주말 이틀 간 스웨덴 시설을 방문하였다. 프랑스는 세계 제일의 원자력
발전 국가답게 원자력발전의 Front-end Fuel Cycle부터 Back-end Fuel Cycle의 전
과정을 볼 수 있었다. 스웨덴에서는 고준위 폐기물 지하처분장 연구시설 등 스웨덴
의 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시설들을 견학하였다. 자세한 견학시설은 아래와 같다.
∙ 프랑스
- La Hague (Reprocessing Plant)
- Eurodif (Enrichment Plant)
- Melox (Mox Fuel Fabrication Plant)
- Phenix (Fast Breeder Reactor)
- ITER Site (Fusion)
∙ 스웨덴
- Simpevarp (Swedish Waste Management)

스웨덴에서 개최한 2006년 여름학교는 좋은 강사들과 잘 준비된 계획을 통해서
매우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 오전 수업과 오후 수업내용토론으로 나뉘어 수업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았으며, 그룹별로 요점을 매일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원자
력 분야의 다양한 지식을 잘 습득할 수 있었다. 사례연구 및 이슈포럼 등을 통하여
보다 실제적인 문제를 경험해 볼 수 있었으며, 단순한 지식이 아닌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판단한다. 특히 외국의 젊은 원자력 종사자
들 사이의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본 연수과정 참가자들
은 앞으로도 WNU의 지원 하에 지속적으로 관계가 유지되며 교류가 이루어지게 된
다.
본 행사의 참가를 통하여 한국에서 있을 2007년 제3회 여름학교를 미리 경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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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사전에 필요한 사항들을 체크해 볼 수 있었다. 원자력연수원에서 준비하는
2007년 여름학교 행사를 위한 개선 사항들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연수 전
- 이름표에 자석 사용을 금지(이름표의 자석이 신용 카드 등을 손상)
- 이름표의 이름과 국기가 커야 함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 않음)
- WNU-SI에 맞는 슬로건을 만들어 전체가 공유할 필요가 있음
- 첫날 분위기를 돋우기 위한 프로그램 개선
- 시간표나 스케줄이 정해진 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신경 써야 함 (시간표나
스케줄이 자주 변동되어 혼란 야기)

∙강의
- 강의시간을 1시간으로 줄일 필요성이 있음 (수업시간이 너무 길어서 집중력
저하)
- 다양한 관점의 강사를 초빙해야함 (국가적, 정치적 이념 상충 조절)
- 멘토의 관여 최소화 (멘토의 관여가 자유로운 토론 방해할 수 있음)
- 강의 전에 발표자료 혹은 요약본 혹은 주제어 등을 미리 공지 (수업 전 예
습을 통해 참여도와 토론 수준을 높일 수 있음)
- 공식 언어로 영어를 사용하였으나 각국의(인도, 동구권, 서유럽) 발음이 상
이하여, 개인별 영어 구사의 수준차도 많아 어려운 점이 있음 (강의 시 시
청각자료 적극 활용 등의 고려가 필요)
- 국가별 안배(특히 아시아권)가 반드시 필요 (주요 강의자들이 미국 및 프랑
스 위주로 구성되어 강의 내용이 일부 국가 정책을 중심으로 진행됨)
- 강의자들의 강의내용이 겹치거나 중요 주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상세 조율
필요

∙생활
- 컴퓨터 관련 전문가를 상주시킴 (노트북, 인터넷 등 문제의 신속한 해결 필
요)
- 식사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야 함 (이슬람이나 힌두교를 가진 사람들이 식
사에 심각한 어려움을 토로)
- 언어문제가 없도록 간단한 한국어 교육 및 행사장 주변에 대한 조치가 필요
- 연수 기간 중 서로 간에 연락이 가능한 임시 핸드폰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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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탁 서비스를 지원하고 지원자들에게 미리 공지 (행사 기간 중 한국은 장
마철 및 고온다습)
- 레저나 스포츠에 대한 지원 필요 (현실적으로 운동 장비를 소지하기 어려우
므로 한국에서 싸고 쉽게 대여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교통이 편리하고 중심가와 가까운 곳에서 행사를 해야 함 (2006 행사장은
교외에 위치해 불편한 점이 있었음)
- 한국의 문화나 한글에 대한 강좌, 유적지 방문 등 문화 프로그램 보강

∙Tour (Technical tour 포함)
- 여행사를 상주시킴 (참가자들이 한국이나 주변국 여행을 할 때, 혹은 비
행기나 숙소를 예약하거나 변경할 때 쉽게 할 수 있어야 함)
- 많은 곳을 보여주지 않더라도 실속 있는 견학이 되도록 해야 함 (견학 일
정 구성 시 충분한 견학시간 배분)
- 견학 시 이동 차량의 충분한 냉방시설 보장 필요
- 체계적인 일정 수립(주요 견학지 및 교통 상황을 고려한 시간 안배) 필요

2. 여름학교 유치 및 인력파견 협력
가. 행사유치 및 인력파견 업무
WNU에서 한국의 선도적인 역할 수행은 세계 속에 우리나라 원자력기술의 위상을
정립하고 원자력산업의 해외 기술 수출 기반을 구축하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판단
한 원자력연수원은 2005년 9월 세계원자력협회(WNA) 총회에서 한국의 세계원자력대
학 여름학교(WNU SI) 유치를 표명하고, 이에 동반되는 협력을 위해 2006년 2월
‘WNU SI 유치를 위한 한국전문가 파견 양해각서’를 WNU와 원자력연구소 사이에 체
결하였다.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과 준비를 통해 3회째를 맞는 2007년 WNU SI 행사
는 아시아 지역에서는 최초로 한국이 유치하게 되었다. 전문가 파견에 관한 양해각
서는 [첨부 4]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MOU 목적
KAERI 직원의 WNU본부센터 파견에 관한 체결조건 제정

(2) KAERI 직원의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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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ERI는 전문가(파견자) 1인을 2006년 2/4분기(4월) 초 런던에 있는 WNU본부
센터에 파견함
∙ 체류기간은 1년으로 하며 양측의 동의하에 기간연장 가능함

(3) 2007 WNU SI(Summer Institute) 개최
∙ WNU 측은 KAERI의 1년간 전문가 파견이 WNU에 대한 중대한 기여로 보며,
KAERI가 2007 WNU SI(Summer Institute: 여름학교)를 주최할 수 있는 적합
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함
∙ WNU본부센터에 한국이 3년 동안 전문가를 파견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양측은
3년간 임무 수행을 근거로 KAERI가 2007 WNU SI를 유치하는 것에 동의함
∙ 2007 WNU SI 프로그램 중 일부를 이웃 국가에서 개최할 수 있음

(4) 파견자의 업무 범위
∙ 파견자는 WNU 의제의 다양한 업무 수행
∙ WNU본부센터와의 업무 협약 하에 WNU 의제에 관한 업무 수행
∙ WNU SI를 포함한 WNU 활동에서 한국 전문가와 각 기관들의 참여를 위한 연락
책으로서의 역할 수행

(5) 파견자의 급여, 비용 등 행정 지원
∙ KAERI : 파견자의 급여, 여비 및 이사 비용(가족포함), 보험관련 비용
∙ WNU : 사무공간, 업무시설 및 장비, WNU 활동에 필요한 비용, 파견자(가족포
함)의 행정적 지원
WNU SI 유치는 한국이 국제 원자력 무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세계 각
국의 젊은 원자력과학기술자들에게 한국 원자력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적 측면에서 WNU SI의 개최 및 국내 참여
자의 참가는 국내의 기성세대에게는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젊은 원자력기술자
들에게는 자발적인 각성과 자기 발전의 계기뿐만 아니라 전 세계 차세대 원자력 리
더들과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의 기회 제공의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06년 4월에 원자력연수원 소속의 전문인력 2
인을 영국의 WNU본부센터(WNU Coordinating Centre: WNUCC)에 파견하였다. 파견자
임무는 <표 3.3>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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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WNU SI 개최를 위한 전문가 파견 업무 내용
일정

내

비 고

용

WNU

한국측

∙WNU본부센터의 업무 파악
∙제2차 WNU SI ∙2007년 WNU SI
- WNU SI 자료조사
운영 준비
운영위원회 결성
- WNU 석사과정 모델 연구
- 비원자력계 인사의 원자력친화
1/4분기
프로그램
(4-6월)
∙범세계적 원자력 교육훈련 관련자료 조사
및 분석
∙2006년 7-8월에 스웨덴/프랑스에서
개최되는 WNU SI 준비 업무 참여
∙WNU
- 2006
- 2006
2/4분기
- 2007
(7-9월)

SI 프로그램 개발 참여
WNU SI 운영 참여
WNU SI 프로그램 평가
WNU SI 프로그램 개발 준비

∙WNU 석사과정 모델 연구 참여

∙2006 WNU SI ∙2006년 WNU
SI에
운영(2006. 7-8)
한국참가자 6명
∙2006 WNU SI
파견
평가
∙2007 WNU SI ∙운영위원회 활동
프로그램 개발
착수
준비

∙2007 WNU SI 프로그램 개발 참여
∙2007 WNU SI ∙운영위원회 활동
- 2007 WNU SI 교육과정 커리큘럼 개발 프로그램 개발
활성화
- 강사진 구성
∙2007 WNU SI ∙2007 WNU SI
3/4분기 - WNU SI 참가국 및 참가자 선정
참가자 신청접수 개최 준비
(10-12월) - 한국측 운영위원회 활동 활성화 촉진
및 선발
∙WNU 석사과정 모델 연구
- 한국의 ANENT와 연계한 원격연수과정
연구

4/4분기
(1-3월)

∙2007 WNU SI 프로그램 개발 참여
- 2007 WNU SI 준비업무

∙2007 WNU SI
운영 준비

∙2007 WNU SI
개최 준비

∙비원자력계 인사의 원자력친화 프로그램
연구 참여

영국 런던에 위치한 WNU본부센터에는 존 리치 WNU 총장 이하 WNA 소속 직원 및
회원 기관(미국 DOE, 프랑스 CEA, 스웨덴 KTH, Cogema 등)에서 파견된 전문가 1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파견자는 WNU본부센터의 일원으로 업무 수행을 통해 세계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기획 및 관리 능력을 배양한다. WNU 일반 사업과 관련한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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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업무 내용은 아래와 같다.
∙WNU 본부센터의 업무 파악
∙WNU 석사과정 모델 연구 참여
∙한국의 아시아원자력교육훈련네트워크(ANENT)와 연계한 원격연수과정 개발연구
∙비원자력계 인사 대상 원자력 친화 프로그램 개발 참여

WNU SI는 WNU의 첫 번째 활동사업으로, 과기부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한국에서
유치한 2007 WNU SI의 전제조건으로 WNU의 전반적 활동 업무와 WNU SI 프로그램 개
발 및 수행에 적극 참여할 전문가의 WNU본부센터 파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른
WNU SI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 세부 업무 내용은 아래와 같다.
∙WNU본부센터의 WNU SI 프로그램 자료 조사
∙범세계적 원자력교육훈련 자료 조사 및 분석
∙2006 WNU SI 프로그램 개발 참여
∙2006 WNU SI 운영 참여
∙2006 WNU SI 프로그램 평가
∙2007 한국 개최 WNU SI를 위한 자료 및 정보 조사 분석
∙2007 WNU SI 프로그램 개발 참여

파견자는 WNU본부센터에 근무하면서 WNU본부센터의 전문가들과의 업무 협력을
통해 WNU본부센터의 WNU SI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노하우와 범세계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기획 및 프로그램 관리 능력을 습득하게 된다. 또한 2006년 7월-8월 사
이 개최된 제2회 WNU SI에 운영위원 자격으로 참여함으로써, 실제 행사 준비와 진
행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직접 관여하여, 2007년도 한국에서의 행사를 위한 업무
경험도 충분히 축적하였다. 파견자는 WNU SI 개최를 위한 국제 운영위원회와 국내
운영위원회 그리고 국내외 관련기관들 간의 원활한 상호협력을 위해 긴밀한 연락책
으로의 역할을 수행하여 WNU SI의 성공적 수행에 기여하고 있다. 2007년에도 WNU
본부센터의 2007 WNU SI 프로그램 개발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성공적인 한국 개최를
위해

WNU본부센터와 한국측 WNU SI 운영위원회 간의 긴밀한 상호협력을 지속적으

로 유도할 계획이다.

나. 해외파견 업무 향후 활용계획
WNU는 세계적으로 약 30여개의 원자력관련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들로 구성된 글
로벌 네트워크이므로 WNU 업무 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원자력분야 국제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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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에 기여하고, 이러한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국내 교육훈련에의 활용
및 지속적인 국제협력 기반으로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 2007 WNU SI(Summer Institute)의 한국 개최 준비 및 운영
WNU 본부센터의 업무참여로 습득한 범세계적 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관리기법을
적용하여, WNU본부센터와 국내 운영위원회가 공동 개발한 WNU SI 프로그램으로 운
영한다.

(2) 향후 국제 원자력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운영
동 사업 참여로 습득한 선진 교육프로그램 관리기법을 활용하여 미래 지향적이
고 수준 높은 원자력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에 기여하고, WNU SI의 국내 강사진을
국제 원자력교육의 커리큘럼 및 교재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

(3) 국제 및 국내 인맥 네트워크 활용
WNU 회원국들 간의 교육훈련 협력 및 원자력교육관련 네트워크(RCA, ANSN,
ENEN, ANTPT 등)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원자
력교육훈련네트워크(ANENT)와 연계하여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도출한다.

(4) 동 사업을 통해 개발한 교육프로그램 활용
원자력 교육의 해외 수출에 기 개발된 교육과정 커리큘럼 및 강사를 활용하고,
해외 인적네트워크 구축사업 추진 시 국제 네트워크 및 선진 교육기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여름학교 개최 준비 활동
가. WNU SI 개최 기본방향 및 운영 준비
2007 WNU SI 개최를 위한 기본방향은 아래와 같다.
• WNU 본부센터 파견인력과의 긴밀한 협조
• 국내 자문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구성
• 국내 원자력 규제, R&D, 산업체, 학회, 대학 등 공동 참여 확대
• 국내 전문가 강사 및 멘토(Mentor) 역할 확대
• 국내 원자력 R&D 및 산업체 활동 적극적인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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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업체에 일괄용역 계약체결을 통한 효율적인 행사운영

이를 바탕으로 원자력연수원에서는 본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준비 활동
의 일환으로 2007년 행사 운영위원으로 활동할 전문가를 WNU 본부센터로 파견하여
2006년 행사의 운영위원 역할을 수행하였고, 국내 운영위원 역할을 할 전문인력을
2006년 WNU SI에 펠로우로 참가시켜, 운영위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일반 참가자로서
의 경험을 축적하였다. 또한 국내의 행사 준비 지원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사지원과 산업시찰 협조 등의 역할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2007년 WNU SI 행
사의 기본 개요는 <표 3.4>와 같다.

(1) WNU 본부센터 파견자 운영 준비 업무
영국의 본부센터에 파견된 국내 전문가를 통해 WNU SI와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
들을 기획하고 특히 아래에 열거한 항목들에 대한 운영 준비 업무 수행한다.
• IAEA, WNA, WANO, OECD/NEA과의 상호협력 및 개최국과의 긴밀한 상호협력
으로 SI 프로그램을 명확히 함 (이전 SI 경험을 피드백으로 SI 프로그램 내
용에 반영하여 수정)
• Impresario(각 세션 조직의 임무를 맡는 자), 발표자 및 멘토 모집
• 강사 선정
• Impresario 및 강사들과 SI 일정과 강의 내용을 정하는 협력 작업
• 발표 자료들의 수집
• WNU SI 공고 및 지원서 배포
• Fellow 모집
• Fellow 선정 (IAEA와 협력)
• 예산 정의
• 연수자에 대한 재정 지원 (IAEA 또는 연수자의 정부기관과 협력)
• Fellowship에 대한 strategy 개발
• 평가 진행(발표자 및 연수자에 대해)과평가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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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2007 WNU SI 행사 기본개요

개

요

가. 사 업 명
◦ 국문 : 제3회 세계원자력대학 여름학교 개최
◦ 영문 : 3rd World Nuclear University Summer Institute
나. 일 정

및

장 소

◦ 일정 : 2007년 7월 14일(토) ~ 8월 24일(금) (6주간, 42일)
◦ 장소 : 라마다플라자청주호텔 (5주), 경주 (1주)
다. 사 업 주 관
및 주 최
◦ 주관 : 세계원자력대학 (World Nuclear University)
◦ 주최 : 한국원자력연구소 / 한국수력원자력(주) / 한국원자력학회
라. 참 가 대 상
◦ IAEA, WNA 회원국 35세 이하 원자력 관련 과학기술자 100여명
마. 행 사 내 용
및 강 사 진
◦ 세계 원자력석학 초청 특별강연
◦ 다음 국제적인 원자력 기술개발 이슈에 대한 강의 및 토론
- 지구 환경과 원자력
- 원자력 국제 정세 및 이슈
- 원자력 산업
- 원자력 기술혁신
◦ 국제적인 Mentor 지정 Project 식 그룹 토론 및 발표
◦ 산업시찰/Lab 및 현장강의
◦ 환영/환송, 교류 협력 등
◦ 강사진: 강의 - 분야별 국제적인 원자력 전문가 40명
특별강연 - 산업체 CEO 및 국제기구 소속 전문가 20명
학생 그룹 지도교수 (Mentor) - 세계적인 석학 10명
바. 기 타
◦ 한국 IAEA 가입 50주년 기념행사와 연계 추진 중

이들 업무들 중 주요한 몇 가지 항목들에 대한 세부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다.

• SI 프로그램의 기획, 개발 및 수행
- WNU의 목적에 맞는 SI 프로그램(레크리에이션및 사회활동 제외)의 모든
요소들을 기획하고 개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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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교수들과의 협의를 통해 SI 프로그램 때 사용 할
case study 개량
- 참가자의 공동체의식 개발을 위한 team-building 활동을 개발 준비
- 강의자료(유인물, CD, 발표자료 등)들 준비를 조정 감독함
- SI기간 중 일일 프로그램 활동들을 살피고 관리, 조정함
• 지원자들의 선발과 평가
- WNU 총장이 지원자의 기관 대표와의 상호연락이나 다른 수단에 의해, SI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홍보
- 지원자 신청양식을 준비하고 선택기준을 개발
- 모든 지원자를 검토하고 미리 결정된 선택기준에 따라 평가
- WNU의 4개의 지원기관(IAEA, OECD/NEA, WANO, WNA)의 대표들과의 평가
결과를 공유한 후 WNU fellow가 되는 최종 지원자를 선발
• 선택된 WNU fellow들을 위한 기금과 SI 준비 감독
- 모든 지원자들에게 지원에 대한 결과 통보
- 회사나 기관에 의해 지원받는 WNU fellow로서 수락된 이들을 위한 지불
일정, 절차 등을 포함한 정보 제공
- 재정지원을 요청한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fellow들을 지원하기 위한
IAEA의 기금 추적
- 기금지원을 신청한 미국학생들 사이에서 장학금 수여자 선발을 위한 위
원회 소집
- 수락된 WNU fellow와 상호연락을 유지하며 요구되는 정보와 지원을 제
공
- 비자를 필요로 하는 fellow들에게 그들의 질문과 우려에 답을 주고 정보
를 제공
• 지원 직원, 원자력리더십에 관한 강사, 멘토 등의 선발, 조정, 지원
- 자문가의 상담으로 자격이 확인된 교수요원 선발
- 원자력리더십 시리즈의 강의를 맡을 강사를 위한 저명연사 선발
- 멘토 프로그램 개발
- 다양한 프로그램 요소들을 조정하고 필요로 하는 정보를 얻고 재정, 여
행 및 호텔 경비에 대한 지원을 위해 교수요원, 리더십강사 그리고 멘토
들과의 지속적인 상호연락 유지

- 43 -

2007년 여름학교 행사 준비는 2006년 9월 영국에서 열린 WNA 심포지움에서 차년
도 행사소개 포스터 ([그림 3.4]참조) 전시를 시작으로, 2006년 10월 전 세계 원자
력관련 기관에 공식적으로 안내하였다. 11월 까지 참가 접수를 받아 전 세계 약 47
개국에서 200명 이상이 지원하였으며, 요건에 맞는 지원자를 선발하는 작업을 수행
하여 2007년 2월 중에 최종 참가자를 결정할 계획이다.

(2) 국내 운영위원회 준비 업무
개최에 필요한 장소, 산업시찰, 공식행사 등 국내 행사준비에 관한 사항을 전반
적으로 준비하고, 참가자 선정에 따른 비자 신청 관련 서류업무, 참가자 관리 및
관련정보 제공을 위한 시스템(WNU SI 웹사이트) 구축 등, WNU 본부센터와의 긴밀한
협조 아래 운영위원회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국내 참여 강사와 멘토 지정을
위한 의견을 본부 측에 제안하는 등 한국에서의 행사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긴밀
한 협조를 유지하며 개최 준비 업무를 진행해 오고 있다. 기본적인 준비 업무는 아
래와 같다.

• 산업체 후원회 활동 협의 등 행사 지원 체제 구축
• 행사 개최장소 선정 및 예약
• fellow, 강사, 멘토를 위한 호텔 예약
• 행사장 시설, 장비, 부대시설 확보 및 준비
• 등록금, 주최국 지원금 등 행사 자금 관리
• 주최국 지원 참가자, 멘토, 운영위원, 강사 등 초청 업무
• 참가자 비자발급 관련 지원 업무
• 산업시찰, 문화행사, 공식행사 구성
• 발표자, 멘토, 전문가 등의 제안
• 개최국의 언론 매체 상호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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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WNA 총회에 전시한 2007 WNU SI 홍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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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행사 준비 세부 내용
국내 운영 위원는 행사 장소 및 산업시찰, 문화행사, 공식행사에 대한 프로그램
준비를 시작하여 아래와 같은 행사 프로그램(안)을 도출하였다. 자세한 일과 시간
표와 기본 프로그램 구성, 행사 일정표는 <표 3.5>에서 <표 3.7>에 정리하였다.

• 숙 소 : 라마다플라자청주호텔 (특 1급 호텔)
• 개막식 : 7월 15일, 일요일
• 강의 및 토론 : 라마다플라자청주호텔
• 산업시찰 : 2007. 8. 6 - 8. 11, 1주일
• 산업시찰 숙소 : 경주 현대호텔
• 산업시찰 기관방문
- 원자력연구소, 핵연료주식회사, 핵융합센터
- 고리 원전, 월성 원전
- 두산중공업,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 포항 종합 제철 및 포항 가속기
- 경주 문화유적 탐방
• 문화행사 장소 (총 3회)
- 제1회 : 서울 고궁 등 유적지
- 제2회 : 삼성전자, 민속촌
- 제3회 : 이천 도자기 체험 등
• 수료식 : 8월 14일, 금요일
• 기타 기관초청 공식 만찬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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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WNU SI 일과시간표(안)
오 전
8:00

-

9:20

Lecture 1 (60min) and Q&A (20min)

20min Break

Mon

9:40

-

- 11:00

Lecture 2 (60min) and Q&A (20min)

20min Break

Thur

Fri

11:20 - 12:40

Lecture 3 (60min) and Q&A (20min) or
Distinguished Speakers (DS) Talk and Q&A

8:00

Lectures or WG Reports

- 12:40

오 후
14:00

Mon
-

- 15:30

Group Work: Lecture review/Case Study

30min Break

Thur

16:00

- 17:30

Group Work: Issue Discussion/Case Study

Fri

14:00

- 17:30

Group Work or Forum Issue preparation

<표 3.6> WNU SI 기본 프로그램 구성(안)
Activities
Lectures

Sessions
(units)
45 units
(80 min)

Remarks
• Expect about 35 lecturers

Distinguished
speaker’s talks

14 units
(80 min)

• About 15 DSs - John Ritch makes a
selection

Mentor group works

18 X 3 hrs

• Reviews, Discussions, Fellow
presentations

WG Reports

9 hrs

Issue forum

2 days + 6 hrs

• 22 Aug, 23 Aug

Team building &
Network experience

10 hrs

• Self introduction (5 min)
• Soda can bridge project, etc

Technical Tour

1 week

• KHNP(Yonggang, Wolseong), Dusan,
HYNDAI or POSCO, SAMSUNG

Assessments

After lectures,
2 hrs

• Lectures & lecturers: on website after
lecture
• General & Mentors: 24 Aug

Total

6 w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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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2007 WNU SI 행사 일정표(안) (L : 강의, D : 특별강연)

Sun
8/7

Mon
9

Tue
10

Wed
11

Thur
12

Fri
13

Sat
14
Arrival

15
Beginning

16

17

18

19

20

Opening

L, L, D

L, L, L

L, L, D

D, D At COEX

Review,
Review,
Introduction Team building
Review,
(Soda can
Fellow
present.
Fellow
present.
Fellow
present.
Bridge)

22

29

Review,
Discussion.

Cultural
event

28

23

24

25

26

27

L, L, L

L, L, D

L, L, L

L, L, D

L, L, L

Review,
Discussion

Review,
Discussion

Review,
Discussion

Review,
Discussion

WG reports

Free

30

Free

31
L, L, D

1/8
L, L, D

2

L, L, L

21

3
L, L, D

Cultural
event

4
L, L, D

Preparation for Review,
Forum Issue
Discussion

Review,
Discussion

Review,
Discussion

Preparation for
Forum Issue

5

6

8

9

10

Free

Technical tour Technical tour Technical tour Technical tour Technical tour

12

13

14

15

16

17

18

Free

L, L, D

L, L, D

L, L, L

L, L, L
(Case study)

WG reports

Free

Review,
Discussion

Review,
Discussion

Review,
Discussion

Review,
Discussion

Preparation for
Forum Issue

19

20

21

22

23

24

Free

L, L, D

L, L, D

Preparation for Forum issue
Forum issue
Presentation

7

Review,
Review,
Preparation for Forum issue
Forum issue p. Forum issue p. Forum issue
Presentation

Cultural
event

11
Tour
Gyeongju

25

Evaluation
Commencement,
Closing

다. 2007년 WNU SI 운영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 방법 도출
원자력연수원은 2007년 WNU 여름학교 운영위원회로서 운영 소요예산을 산출하고
재원조달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기본적으로 2006년 스웨덴에서 개최된 여름학
교 행사의 소요예산 재원(<표 3.8> 참조)을 참조하여, WNU의 기본 프로그램 운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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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롯한 참가자 초청경비 및 국내 특성을 고려한 문화행사, 공식행사, 산업시찰 등
에 필요한 운영 예산을 상세하게 계획하였다. 기본 재원인 참가자들의 등록비와 더
불어 유치국 지원금을 조성하고, 원자력연수원의 본 과제를 통해 정부로부터 세계
원자력대학 여름학교 개최를 위한 지원을 확보하였다.
2006년 12월 13일, 공동 주최기관인 원자력연수원과 한국수력원자력(주)은 자문
위원단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본 행사의 자세한 사업 설명과 함께, 유치국 지원금
조성에 대한 합의를 완료하였다. 이에 따라 30여개 후원업체로부터의 지원금은,
WNU 등록비와 별도로 공동개최기관인 한국원자력학회가 관리하고 집행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합의하였다. 한국후원의 참가자 경비 지원은 WNU 등록비로 송부하여 일
반 등록비와 동일하게 관리 운영하고, 유치국 지원금은 문화행사, 공식행사, 산업시
찰, 초청경비 등 유치국으로서의 홍보효과를 최대화 할 수 있도록 집행할 계획이
다.

<표 3.8> 2006년 WNU SI 운영 소요예산 재원
항목

금액

내역

WNU 참가비
850,000 유로
(9,500유로/인당)

o 참가자 자비: 55명
o 개도국 참가자 일부 IAEA 지원: 22명

WNU (미국) 지원금
100,000 달러

o 참가자 12명 지원

유치국 기관 지원금
350,000유로

o 개도국참가자 참가비, 항공료, 일비 지원
o 과정 운영 및 산업시찰 경비 지원

총 소요예산
약 1,700,000천원

o 1,200,000유로 + 100,000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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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IAEA ANENT(아시아원자력교육훈련네트워크)
개발사업 추진
1. ANENT 사이버 플랫폼 개발
가. 배경
한국은 IAEA와 긴밀히 협조하여 2004년 2월에 ANENT (Asian Network for
Education in Nuclear Technology)를 설립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ANENT는 5개의
그룹활동을 구성하고 각각의 활동을 선도하는 회원국 및 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
하고 있다.
- 웹기반 원자력교육훈련 데이터/정보 교류 (KAERI/한국)
- 학생 및 교수자 교류 촉진 (MINT/말레이시아)
- 원격 학습 추진 (PNRI/필리핀)
- 기준 과정개발 및 학점 상호인증 제도 개발 (HUT/베트남)
- 타 네트워크와의 연계 추진 (UC/스리랑카)

이와 같은 업무 분담에 따라 원자력연수원은 ANENT 웹 포탈을 2004-2005년 중에
개발하고 회원국의 검토를 받았다. 검토의견 중 단기적 개선 사항은 이미 개선되었
다. 장기적 개선사항 중에 가장 우선적인 것이 사이버 플랫폼의 추가였다. 따라서
IAEA는 사이버 플랫폼을 추가적으로 개발하여 ANENT 웹포탈에 접목시키기로 하였
다. 이에 대하여 원자력연수원에서는 2006년에 IAEA와 CSA (Contract Service
Agreement) 형식으로 사이버 플랫폼 개발에 기여하게 되었다.

나. 추진 방법
전체적인 사이버플랫폼 개발은 1차적인 가시화에 국한되지 않고 개발자 차원에
서 운영을 하며 검토 보완하는 일과 회원국 의견수렴 및 시범운영을 하여 보완하는
일들이 포함된다. 당해 연도 업무에서는 다음 범위에서 개발 업무가 추진되었다.
- 일차적 개발 (가시화)
- IAEA 및 회원국 대표들에게 개발내용 설명 (차기년도에 회원국 검토회의를 갖
기로 합의)
- 개발자 차원에서의 시험운영, 보완 및 회원국 검토회의 준비
일차적 개발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림 3.5]에 제시한 바와 같은 논
리적 단계를 정하여 추진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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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기반 교육훈련 운영관리 시스템 기술요건 분석
- 교육훈련 운영관리 업무흐름도 분석
- 웹기반 교육훈련 운영관리 시스템 설계
- 프로그램 코딩 및 시스템 성능확인
- 사용자 매뉴얼 작성
Requirements
Coding
- Function
- Language
- Hardware &
Software

Concept

Design

- Framework
- Workflow

- Sequence
- Input/Output
- Database

Testing

Analysis
Visual
Design

- Environment
- Workflow

User’s
Manual

[그림 3.5] 사이버플랫폼 개발 추진체계도

웹기반 교육훈련 운영관리 시스템 기술요건 분석을 위하여 총괄적 요건을 정리
하고 이에 따른 세부적 기능 요건을 분석하였다. 총괄적 요건의 경우 기능요건, 하
드웨어/소프트웨어 요건, 그리고 그래픽 디자인 요건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참
고로 기능요건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 교육훈련 운영관리 시스템 기존의 ANENT 웹포탈의 기능과 상호 연계되도록 해
야 한다.
- ANENT 임무 수행과 관련하여 예측되는 모든 교육훈련 방식을 구현할 수 있
도록 한다.
- 전체적인 교육훈련 운영관리 주기를 고려한다.
- 교육훈련 운영관리 시스템이 최대한 사용자가 사용하기 편하도록 한다.
- 모든 입력 또는 시스템 내에서 생산된 데이터/정보가 체계적으로 저장 보존되
고, 취급이 용이하며, 필요한 대로 꺼내보고 분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교육훈련 운영관리 시스템은 최대한 최근 정보기술(IT)을 적용하여 최고의 기
술을 지향해야 한다.
- 교육훈련 운영관리 시스템은 최고의 성능과 표현 기법을 지향해야 한다.
- 개인 및 기관의 정보와 자료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전에 해킹을 포함한 손상 위
험 요소들을 점검, 분석, 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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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전략과 계획을 포함하는 교육훈련 운영관리 시스템은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
- 교육훈련 운영관리 시스템의 설계는 향후 수정 및 성능향상이 용이하도록 융통
성이 있어야한다.
- 개발과정에서 실질적인 품질보증 활동이 적용되어야 한다.

교육훈련 운영관리 업무흐름도 분석을 위하여 교육훈련 종류에 따른 주요 업무
흐름을 분석하였다. 이들을 하나의 포괄적인 틀로 종합한 총괄 교육훈련 업무 흐름
도를 만들었다. 총괄 업무흐름도는 14개의 업무로 구성하였다. 이들 각각의 업무에
대하여 세부 교육훈련 업무흐름도를 작성하였다.

웹기반 교육훈련 운영관리 시스템 설계를 위하여 개념설계 및 상세설계를 실시
하였다. 개념설계에서는 시스템 총괄 구조, 소프트웨어 구조, 그리고 하드웨어 구
조에 대한 개념을 정하였다. 소프트웨어 시스템 상세설계는 시스템 흐름도 설계,
입력/출력 설계, 데이터베이스 (ERD) 설계, 사용자 화면 (User Interface) 설계,
그리고 웹 화면 그래픽 디자인의 순으로 수행하였다.

프로그램 코딩 및 시스템 성능확인은 상세 설계한 내용을 기본으로 하였다. 코
딩된 프로그램의 성능 확인은 프로그램 코딩 점검, 모듈단위 성능 점검, 총괄 시스
템 성능 점검, 그리고 Failure Recovery Test 및 Stress Test의 순으로 수행하였
다.

사용자 매뉴얼 작성은 개발된 사이버 플랫폼의 성능이 확인된 후 수행하였다.
메뉴얼은 학습자, 강사, 과정관리자 그리고 총괄 과정관리자를 대상으로 작성하였
다.

다. 개발 결과
개발결과물은 위에서 설명한 각 개발 단계에 상응하는 것들이 있으나 본 보고서
의 목적상 업무흐름도와 ANENT 웹포탈에 나타난 사이버플랫폼으로 압축할 수 있다.

총괄 교육훈련 업무흐름은 [그림 3.6]에 제시한 바와 같이 크게 4단계, 즉 과정
개설 (1단계), 과정 등록 (2단계), 학습 (3단계), 과정 후 활동 (4단계)으로 구분
된다. 한편 이 업무흐름에 관여하는 사용자 그룹의 명칭은 학습자, 강사, 과정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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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자, 총괄 과정관리자로 정의하였다. 이 업무흐름에 관여되는 업무 모듈은 14개로
서, 과정개설, 과정개설 승인, 강의 준비, 개설과정 보기, 과정등록, 과정등록 관
리, 과정착수 승인, 학습, 강의, 과정진행 관리, 과정진행 관리 총괄, 과정종료 후
학습자 활동, 과정종료 후 관리, 그리고 과정종료 후 관리총괄이다. 웹 관리자는
현 단계에서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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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총괄 교육훈련 업무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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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정 개설
총괄 과정관리자로부터 지정 받은 과정관리자는 해당 과정을 개설한다. 이때 해
당 과정이 속하는 과정 분야 (및 학기)가 없으면 우선적으로 과정 분야를 개설한
다. 이를 위하여 해당 양식에 분야명과 분야 내용을 기재한다. 기재 내용을 확인하
면 총괄 과정관리자에게 승인요청이 이루어진다. 과정관리자는 총괄 과정관리자의
승인 또는 반려를 확인하여 반려 시에는 그 사유에 따라 수정 후 재승인 요청 또는
취소 조치를 한다. 한편 학교교육과정의 경우에는 학기를 개설한다.

과정 개설을 위하여 해당 과정관리자는 해당 양식에 필요한 사항들을 기재한다.
기재 항목은 과정명, 과정관리자명, 과정 주관자명, 장소, 등록기간, 과정기간, 수
강인원, 수강 대상 및 자격, 공지 여부 (예/아니오), 과정성격 (학교 교육과정, 훈
련, 교육훈련 관련 행 사), 학습 전 달 방 법 (온 라 인, 오 프 라 인, 혼합), 과정 승인형
식 (공개, 승인, 폐쇄), 과 정 등 록 금 , 과 정 내 용 설 명 (첨 부 포 함 ), 실라버스 (첨
부), 과정 일정표 (첨부) 그리고 과정 맛보기 등이다.

이어서 해당 과정에 대한 과목들을 개설한다. 이를 위한 해당 양식에 기재되어
야 하는 사항은 과목명, 과목내용 설명, 강의시간 (시간 단위), 과목내의 강좌 수
그리고 강사지정 (검색 또는 입력)이다.

한편 강사의 지정은 나중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사항이다.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 개설 준비 작업의 내용을 과정관리 목록을 통하여 해당
과정관리자가 확인하면 총괄 과정관리자에게 승인요청이 이루어진다. 과정관리자는
총괄 과정관리자의 승인 또는 반려를 확인하여 반려 시에는 그 사유에 따라 수정
후 재승인 요청 또는 취소 조치를 한다. 이때 과정관리 목록에 나타나는 항목은 과
정명, 등록기간, 과정기간, 과정관리자명, 승인상태 (대기 중, 승인, 취소, 반려),
과정 진행상태 (준비 중, 진행 중, 종료), 그리고 세부 내용 보기 (수강자 명단,
Qualifier list for certification)이다.

이상과 같은 과정 개설이 이루어지면, 이 내용이 “과정 안내”와 강사의 “과목준
비”로 연계 된다. 과정개설 업무 흐름도를 [그림 3.7]에 제시하였다.

2) 과정 개설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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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과정관리자는 과정관리자의 과정분야 개설 요청에 따라 과정분야명과 승인
상태가 표시된 과정분야관리목록을 점검하고 승인 또는 반려 한다. 반려 시에는 사
유를 통보 한다. 승인 시에는 과정분야관리목록을 확인하는 것으로 과정분야개설이
완료 된다.

총괄 과정관리자는 과정관리자의 과정개설 요청에 따라 과정관리목록을 점검하
고 승인 또는 반려 한다. 과정관리 목록에 나타나는 항목은 과정명, 등록기간, 과
정기간, 과정관리자명, 승인상태 (대기 중, 승인, 취소, 반려), 과정 진행상태 (준
비 중, 진행 중, 종료), 그리고 세부 내용 보기 (수강자 명단, Qualifier list for
certification)이다. 반려 시에는 사유를 통보 한다. 승인 시에는 과정관리목록을
확인하는 것으로 과정개설이 완료 된다.

한편 총괄 과정관리자는 필요에 따라 과정분야관리목록과 과정관리목록을 점검
하고 현황파악을 한다. 과정 개설 승인 업무 흐름도는 [그림 3.8]과 같다.

3) 강의 과목 준비
개설된 과정에 대하여 해당 과정관리자로부터 각 과목 별로 개별 접촉에 의하여
지정을 통보받은 강사는 본 시스템 상에서 강의준비를 한다. 강의 준비를 위해서는
본 시스템의 강사 영역으로 들어가서 우선적으로 통지문과 포럼 내용을 확인한다.
그리고 해당 양식에 강사 본인에 대한 인적사항을 기재한다. 기재 사항은 강사명,
남/여, 국적, 기관명, 직책, 주소, e-mail, 전화번호, 팩스번호, 연구분야, 강의분
야, 은행계좌번호, 학력 (기간, 학교/기관, 전공, 학위, 자격증 등이다. 기재 후
수정 또는 수정을 할 수 있으며 기재 내용을 확인하면 과정관리자에게 정보가 연계
된다.

강사가 해당 과목에 대한 강의를 하기위해서는 “내 과목 목록”을 열어서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이 목록은 해당 과정관리자의 과정개설로부터 입력되는 것이다. 목
록에 나타나는 사항은 과정명, 과정기간, 과목명, 과정 진행상태 (준비 중, 진행
중, 종료), 그리고 “과목 실 들어가기”이다. 강좌 실에 들어가서 해당 과목에 필요한
강의 준비를 한다. 강의 준비는 강의를 수행하는 “과목 실 운영”의 일환으로도
할 수 있다. 과목 별 강의준비 활동으로서는 파일 올리기, 강좌 올리기, 공지, 설
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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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과목 준비 업무 흐름도는 [그림 3.9]과 같다.

4) 개설과정 보기
학습자 활동영역으로 들어가면 교육훈련과정 운영에 대한 총괄적인 정보 (운영
체계, 과정체계 등)를 접할 수 있다. 이는 총괄 과정관리자가 웹관리자를 통하여
제공하는 것으로서 선택 사항이므로 필요에 따라 참조한다.

학습자는 과정 선택을 위하여 개설된 과정목록을 검토한다. 이는 과정관리자들
이 개설한 것으로부터 연계된 것이다. 과정목록에는 과정명, 과정기간, 과정진행
현황, 등록금, 상세정보, 맛보기 강좌, 그리고 과정분야 (박스에서 선택)가 명시되
어 있다. 과정목록 검토 후 맛보기 강좌를 볼 수도 있고,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상
세정보”를 통하여 볼 수도 있다.

“상세정보”에는 과정개설시 입력된 정보가 연계되어 있다. 즉 여기에 수록된 사
항은 과정 분야명, 과정명, 과정관리자명, 과정 주관자명, 장소, 등록기간, 과정기
간, 수강 대상 및 자격, 과정성격 (학교 교육과정, 훈련, 교육훈련 관련 행사), 학
습 전달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혼합), 과정 승인형식 (공개, 승인, 폐쇄), 과정
등록금, 과정내용 설명 (첨부 포함), 실라버스 (첨부), 과정 일정표 (첨부) 그리고
과정 맛보기 등이다. 또한 이 내용을 출력할 수 있다.

맛보기 강좌는 사이버 강좌의 경우에 가능하며 사이버 강좌의 경우에도 과정관
리자가 제공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개설과정 보기를 통하여 원하는 과정이 선택되면 공지된 개설과정목록으로부터
직접 등록 업무로 들어갈 수도 있고, 별도의 과정등록 기능을 통하여 수행할 수도
있다. 공지된 개설과정 보기 업무 흐름도는 [그림 3.10]에 제시하였다.

5) 과정 등록
학습자가 과정 등록을 원하는 경우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개설된 공지된 공
지과정 보기에서 직접 등록업무로 들어갈 수도 있고 정식으로 본 “과정등록” 기능
을 통하여 할 수도 있다. 양자의 경우, 학습자는 해당 양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한다. 기재사항은 과정명 (선택 박스 이용), 학습자명, 여권번호 (오프라인의 경
우), 직책, 학위, 전공 그리고 소속기관이며 이외의 정보는 사용자 정보에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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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학습자가 기재사항을 수정, 취소 할 수 있으며, 최종 확인하면 해당
과정관리자에게 과정등록 승인요청이 이루어진다. 학습자는 과정관리자의 승인 또
는 반려를 “내 과정등록 목록“을 통하여 확인한다. 이때 목록에 제시되는 항목은
하고, 반려 시에는 그 사유에 따라 수정 후 재승인 요청 또는 취소 조치를 한다.
이때 과정관리 목록에 나타나는 항목은 학습자명, 과정명, 과정기간, 승인상태 (대
기 중, 승인, 취소, 반려), 과정 진행상태 (준비 중, 진행 중, 종료), 동록금 납입 상
태 (납입/미납), 그리고 등록양식 보기이다.

등록이 승인된 상태에서도 내용을 수정하거나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며, 내 과정
등록 목록상에 과정 진행상태가 “진행 중”이면 학습(수강)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
목록으로부터 직접 강좌를 듣는 업무로 연계하여 학습을 시작할 수도 있다. 과정등
록업무 흐름도는 [그림 3.11]과 같다.

6) 과정 등록 관리
과정관리자는 해당 과정에 대하여 학습자로부터 등록신청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
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과정관리자 활동 영역에서 대리로 신청을 해 주기도 한다.
대리등록의 방식은 각 개인에 대하여 등록하는 것과 단체명단을 입수 또는 작성하
여 한 번에 등록하는 것이 있다. 사용되는 등록양식과 기재 항목은 앞에서 설명한
과정등록 업무의 경우와 동일하다.

등록을 하는 대로 자동적으로 등록자에게 접수확인 및 추후 절차 안내가 이루어
지며, 해당 과정관리자는 학습자 과정등록 목록을 확인/검토하여 수정, 취소 및 확
인을 한다. 이 목록에는 과정등록자명, 과정명, 과정기간, 승인상태 (대기 중, 승
인, 취소, 반려), 과정 진행상태 (준비 중, 진행 중, 종료), 동록금 납입 상태 (납
입/미납), 그리고 등록양식 보기가 나타나 있다. 또한 이 목록에는 과정 착수요청
기능이 있는데 이는 다음 단계의 업무에서 사용된다. 과정관리자가 등록내용을 확
인한 후 등록자에게 사유를 첨부하여 반려하거나 등록에 대한 승인을 통보를 한다.

여기서 개별적 등록에 대한 승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등록자의 수의 미흡 등으로
하는 과정착수 승인을 얻지 못하면 수강을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해당과정관리
자는 등록이 마감되면 학습자 등록목록을 검토하고 이 결과와 함께 총괄 과정관리
자에게 과정착수 요청을 한다. 이어서 과정관리자로부터의 반려에 대해서는 그 사
유에 따른 대응 조치를 하며, 승인에 대해서는 과정관리자목록 검토를 통하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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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 확인을 하게 된다. 과정관리자 목록에는 과정명, 등록기간, 과정기간, 과정관리
자명, 승인 상태 (대기, 승 인, 취 소 , 반려 ), 착 수 상 태 (준 비 중 , 진 행 중 , 완
료), 세부내용 보기 (수강 등록 자 명 단 ), Q ualifier list for certification이 나
타난다.

이와 연계하여 학습자는 해당과정 수강이 가능하게 되고, 강사들은 강의착수 통
보를 받게 된다. [그림 3.12]은 과정등록 관리업무 흐름도를 나타내고 있다.

7) 과정 착수 승인
총괄 과정관리자는 해당 과정관리자로부터 과정착수 요청을 받으면 “과정관리목
록”을 검토하고 승인 또는 반려 조치를 한다. 반려 시에는 사유를 첨부한다. 과정
관리목록에 나타나는 사항은 이미 설명한 바와 같으며 이중에 하나인 과정착수 상
태 (준비 중, 진행 중, 완료) 기능을 통하여 현황확인 및 승인을 한다.

승인 조치에 따라 해당 과정관리자의 과정등록관리와 연계된다. 한편, 총괄 과
정관리자는 필요에 따라 과정관리목록을 검토하고 총괄적인 과정 진행 현황을 점검
한다. 과정 착수 승인 업무 흐름도는 [그림 3.13]와 같다.

8) 학습
학습자는 원하는 과정을 등록한 후 등록 승인 및 과정착수 승인이 이루어지면,
“내 과정등록 목록”상에서 과정 진행상태가 “진행 중”인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된
다. 이에 따라 학습자는 학습메뉴로 들어가서 공지사항과 포럼을 확인하게 된다.
여기에 나타나는 사항들은 해당 과정관리자의 과정 운영, 강사의 과정 준비 그리고
강사의 과목실 운영 등의 활동으로부터 연계 입력되는 것이다.

직접적인 학습을 위해서는, 학습자는 내 과정목록으로부터 과목을 선택하여 “과
목실”로 들어간다. “내 과정목록”에 나타나는 항목은 과정명, 과정기간, 과정착수
상태, 과목명 및 과목실 들어가기 이다. “과목실”에 제공된 기능들을 학습자의 필
요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한다. 제공되는 기능들은 오라인과 오프라인 학습에 공통
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지 , 일 정 , 질 의 /응 답 , 포 럼 , 숙 제, 파일 저 장, 그리고 설
문이 있다. 한편 온라인 학습만을 위해 제공되는 기능은 콘텐츠 플레이어 인데 이
안에는 강좌, 퀴즈, 학습진도 상태와 같은 세부 기능이 있다. 이와 같은 기능들은
과정관리자의 과정운영, 강사의 과목 준비, 그리고 강사의 과목실 운영 활동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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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연계되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학습자는 학습 중 또는 학습 종료 후 “내 학습결과”를 통하여 학습 결과를 확인
한다. “내 학습결과”에 나타나는 항목은 과정명, 과정완료 여부,총 점수, 평균점
수, 그리고 과목별 결과 (과목명, 강좌 별 결과, 과목 점수)이다. 오프라인 학습의
경우에는 여기에서 언급한 항목 중 부분적으로 사용될 수 도 있다. “내 학습결과”
에 필요한 정보는 과정관리자의 과정운영 및 강사의 학습제공 활동으로 제공된다.

이상과 같은 업무 흐름에 따라 학습의 핵심이 되는 강좌에 도달하위해서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 물론 이러한 단계는 논리적이고 또한 학습에 필요한 여러 기
능을 사용하기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이다. 그러나 학습자들이 주로 강좌로의 접근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내 학습실” 기능을 이용하여 직접 강좌에 도달할 수 있다.
[그림 3.14]에 학습 업무 흐름도를 제시하였다.

9) 강의
해당 과정 관리자의 과정등록 관리로부터 과정 착수 승인이 이루어지면, 지명된
강사는 “내 강의실”에 들어가서 공지사항과 포럼을 확인한다. 여기에 나타나는 정
보는 해당 과정관리자의 과정운영 활동으로부터 제공된다.

해당 강사는 “과목목록”으로부터 해당 “강의실”로 들어간다. “과목목록”에 나타
나는 사항은 과정명, 과정기간, 과목명, 그리고 강의실 들어가기이다. “강의실”에
제공된 기능들을 강사의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한다. 제공되는 기능들은 오라
인과 오프라인 학습에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지, 일정, 질의/응답, 포럼,
숙제, 파일저장, 그리고 설문이 있다. 한편 온라인 학습만을 위해 제공되는 기능은
콘텐츠 제작 (contents publisher) 인데 이 안에는 강좌 탑재, 강좌 만들기
(lesson builder) 및 퀴즈 만들기 (quiz builder)와 같은 세부 기능이 있다. 이중
에서 상당수의 기능들은 학습자를 위한 기능 명칭과 같으나 강의를 제공하는 관점
에서 사용되도록 되어있는 것이 다른 점이다. 이와 같은 기능들은 학습자의 학습
활동과 상호 연계된다.

강의가 완료되면 각 강사는 해당 과목에 대한 학습자별 학습평가를 한다. 이를
위하여 강사는 “과목 점수 목록“으로부터 해당 강좌들 개별적으로 선택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과목 점수 목록“에 나타나는 항목은 과목명, 학습자명, 강좌 학습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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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도, 미완, 완료), 과목점수, 그리고 과목점수 입력이다. 강사의 학습평가 결
과는 해당 과정관리자의 과정진행 관리와 연계되어 해당과정 차원에서의 학습평가
를 하는 입력 자료로 나타난다.

강의제공이 완료되면 강사는 필요에 따라 “과목목록”을 점검/확인한다. [그림
3.15]는 강의 업무 흐름도를 보여준다.

10) 과정 진행 관리
학습자의 학습과 강사의 강의제공 활동과 병행하여 과정관리자는 해당과정에 대
하여 개별적인 과목 차원이아니라 과정 전체 차원에서의 진행 업무를 수행한다. 이
를 위하여 과정관리자는 “내 과정 목록”에서 해당 과정을 선정하고 제공되는 기능
들을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한다. 제공되는 기능은 오프라인에만 사용되는
기능,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기능 그리고 온라인에만 사용되는
기능으로 구분된다. 오프라인에만 사용되는 기능은 명찰 출력과 학습자 명단 출력
이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기능은 공지사항, 포럼, 숙제, 질
의/응답, 설문 (학생 및 강사 대상), 일정, 그리고 강사관리 (표시항목: 과정명,
담당 과목명, 강사명, 세부 강사 개인정보)이다. 한편 온라인에만 사용되는 기능은
콘텐츠 제작 (contents publisher) 인데 이 안에는 강좌 탑재, 강좌 만들기
(lesson builder) 및 퀴즈 만들기 (quiz builder)와 같은 세부 기능이 있다. 이러
한 기능들은 강사의 강의제공 및 학습자의 학습활동과 연계된다.

해당과정에 대한 학습평가는 각 해당 강사들로부터 입력된 자료를 토대로 과정
차원에서 해당 과정관리자가 총괄적으로 평가한다. 총괄된 정보는 “사정 목록”에
나타난다. 사정 목록에 표시되는 항목은 학습자명, 과정명, 출석점수, 과정(시험/
숙제) 점수, 총점, 평점, 과정 합격여부, 세부정보, 점수 입력 (개인별, 단체), 수
료증 발급, 그리고 과정완료 승인요청이다. 해당 과정관리자는 점수 입력 기능을
통하여 제공되는 양식에 출석 점수와 시험/숙제 점수를 기입한다. 최종적으로 사정
목록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수정 및 취소한다. 최종 확인이 된 경우 과정관리자는
총괄 과정관리자에게 과정 완료 승인 요청을 한다.

반려가 된 경우에는 반려 사유에 따라 조치하며, 승인이 된 경우에는 과정목록
을 통해 완결성을 검토/확인하고 수료증을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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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진행관리 업무 흐름도는 [그림 3.16]와 같다.

11) 과정 진행관리 총괄
총괄 과정관리자는 각 과정이 착수되어 진행되는 동안 필요에 따라 과정관리 목
록을 통하여 현황을 파악한다.

한편 과정관리자로부터 과정 완료 요청이 있으면 총괄 과정관리자는 과정진행
목록 (Course Operation List)을 검토한다. 이 목록에 표시되는 사항은 과정명, 과
정등록기간, 과정기간, 과정관리자명, 과정승인 상태, 과정착수 상태, 사정목록 보
기, 명찰, 강사명단, 그리고 학습자 명단이다. 이어서 세부적으로 사정목록 내용을
확인한다. 사정목록에 표시되는 항목은 학습자명, 과정명, 출석점수, 과정(시험/숙
제) 점수, 총점, 평점, 과정 합격여부, 그리고 세부정보이다. 내용 확인 결과에 따
라 총괄 과정관리자는 해당 과정관리자에게 과정완료를 승인 또는 반려한다. 반려
시에는 사유를 첨부한다. 승인 후에는 필요에 따라 수료증 발급 등의 현황을 확인
한다.

과정 진행관리 총괄 및 과정종료 확인/승인 업무 흐름도를 [그림 3.17]에 제시
하였다.

12) 과정 종료 후 학습자 활동
학습자가 해당 과정을 종료한 후 본인의 학습 결과를 조회할 수 있다. 이는 “내
학습 결과”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여기에는 과정명, 과정기간, 과정착수 상태, 그
리고 성적 보기가 있다. 이어서 성적보기를 통하여 세부내용을 조회한다. 이때 표
시되는 항목은 과정명, 출석점수, 과목점수 (시험/숙제), 총점, 평점, 과정합격 여
부, 상세내용, 성적표 출력, 그리고 수료증 출력이다.

학습자가 해당과정 성적 증명서나 수료증을 발급받기를 원하면, “성적증명/수료
증 요청” 기능을 이용한다. 이 업무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내 학습 결과” 기능을 통해서도 가능하게 되어 있다. “성적증명/수료증 요
청” 기능에 표시되는 항목은 과정명, 과정기간, 과정착수 상태, 성적증명서 출력,
그리고 수료증 출력이다. 학습자의 해당과정에 대한 성적증명서 및 수료증 발급 요
청에 따라 이 사실이 해당 과정관리자에게 통보되며 승인 절차 없이, 동시에 출력
물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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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종료 후 학습자 활동 업무 흐름도는 [그림 3.18]과 같다.

13) 과정 종료 후 관리
과정관리자는 해당 과정이 종료된 후 “종료과정 목록”을 검토한다. 이 목록에는
과정명, 과정기간, 과정관리자명, 과정주최기관, 과정개최장소, 보고서 제출상태,
보고서 작성하기, 그리고 보고서 내용보기이다. 이어서 “보고서 작성하기“를 통하
여 해당 양식에 따라 과정 수행 내용 및 결과에 주요 사항을 기재하고, 세부보고서
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작성하여 파일을 첨부한다. 작성된 보고서의 내용을 검
토하여 필요 시 수정 또는 취소한다. 보고서에 대하여 최종 확인을 하면 총괄 과정
관리자에게 승인 요청이 이루어진다. 총괄 과정관리자의 승인 또는 반려에 따라
“종료과정 목록”을 검토하고 반려 시에는 사유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

학습자가 해당 과정에 대한 성적증명/수료증을 과정종료 후 재발급 받는 행위를
할 경우 이 사실이 해당 과정관리자에게 통보된다. 이에 따라 과정관리자는 “성적
증명/수료증 재발급 목록”을 검토하여 이 사실을 확인해 둔다. 이 목록에 나타나는
항목은 과정명, 재발급 날자, 학습자명, 그리고 재발급 내용 (성적증명, 수료증)이
다.

과정관리자는 데이터 관리 기능을 이용하여 해당과정에 대한 정보를 필요에 따
라 사용하고 분석한다. 이 기능은 해당과정을 위하여 수행된 업무로부터 생산된 자
료와 연계되어있다. 이 데이터 관리기능에서는 과정, 학습자, 강사, 그리고 콘텐츠
로 구분하며 각각에 대해서는 검색 및 통계보기를 할 수 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총괄 과정관리자의 “데이터 관리” 기능 설명을 참조하면 된다.

과정 종료 후 관리 업무 흐름도는 [그림 3.19]과 같다.

14) 과정 종료 후 관리 총괄
총괄 과정관리자는 해단 과정관리자로부터 과정종료 보고서 승인 요청을 받으
면, “과정종료 목록”을 검토/확인 한다. 이 목록에는 과정명, 과정기간, 과정관리
자명, 과정주최기관, 과정개최장소, 보고서 제출상태, 보고서 작성하기, 그리고 보
고서 내용보기이다. 이어서 “보고서 내용보기”를 통하여 보고서 내용을 검토한 후
반려 또는 승인 조치를 한다. 반려 시에는 사유를 첨부한다. 이러한 조치는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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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관리자에게 전달된다.

학습자가 해당 과정에 대한 성적증명/수료증을 과정종료 후 재발급 받는 행위를
할 경우 이 사실이 해당 과정관리자는 물론 총괄 과정관리자에게와 통보된다. 이에
따라 총괄 과정관리자는 “성적증명/수료증 재발급 목록”을 검토하여 이 사실을 확
인해 둔다. 이 목록에 나타나는 항목은 과정명, 재발급 날자, 학습자명, 그리고 재
발급 내용 (성적증명, 수료증)이다.

총괄 과정관리자는 데이터 관리 기능을 이용하여 모든 과정들에 대한 정보를 필
요에 따라 사용하고 분석한다. 이 기능은 각 과정을 위하여 수행된 업무로부터 생
산된 자료와 연계되어있다. 이 데이터 관리기능에서는 과정, 학습자, 강사, 그리고
콘텐츠로 구분하며 각각에 대해서는 검색 및 통계보기를 할 수 있다.

과정 종료 후 관리총괄 업무 흐름도는 [그림 3.20]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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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a] 과정개설(1) 업무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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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b] 과정개설(2) 업무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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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과정 개설 승인 업무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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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강의 준비 업무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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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개설과정 보기 업무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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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과정 등록 업무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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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과정 등록 관리 업무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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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과정 착수 승인 업무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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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학습 업무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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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강의 업무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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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과정 진행 관리 업무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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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 과정진행관리 총괄 업무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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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 과정 종료 후 학습자 활동 업무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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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 과정 종료 후 관리 업무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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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0] 과정 종료 후 관리 총괄 업무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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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은 세부 업무흐름을 웹상에서 구현한 결과 [그림 3.21]에 표시한 바와
같이 개발된 사이버 플랫폼은 ANENT 웹포탈 (www.anent-iaea.org)의 한 기능으
로 자리 잡았다. 이 웹포탈을 통하여 나타난 사이버 플랫폼의 첫 화면은 [그림
3.22]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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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 ANENT 웹포탈에 위치한 사이버플랫폼

[그림 3.22] 사이버플랫폼의 첫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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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활용 계획
개발된 사이버플랫폼은 ANENT 웹포탈의 일부로 운영 중에 있다. 현 단계에서
는 개발자 중심으로 임의의 과정을 개설하고 콘텐츠를 탑재하여 제반 성능과 사용자
편의성을 재점검하고 있다. 2007년부터 ANENT를 지원하는 신규 TC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개발된 사이버플랫폼이 중요한 기반 역할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2007
년 4월에 회원국 대표들이 참여한 검토 회의를 개최하고 이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부분을 개선하는 동시에 회원국 참여 차원의 시범운영을 실시할 계획이다. 다음 단
계로 TC 신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기존 교육훈련자료(콘텐츠) 수집과
신규과정/콘텐츠 개발이 완료되면 이들을 개발된 사이버 플랫폼에 탑재하여 온라인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2. ANENT 의장국 역할
한국은 1999년 INU를 IAEA에 제안한 이래 IAEA와 긴밀히 협조하여 INU 개념의
일환으로 2004년 2월 ANENT를 발족시키는데 주도적인 기여를 하였다. 그 후 ANENT
운영에 있어서 웹포탈(사이버 플랫폼 포함) 개발 및 이의 운영 등을 통하여 선도적
인 역할을 지속하였다. 특히 2005년 10월 베트남에서 개최된 제2차 ANENT 운영위원
회에서 한국이 의장국으로 지명되었으며, 이어서 2006년 9월 한국에서 개최된 제3
차 운영위원회에서 한국이 재 지명되었다. 이에 따라 원자력연수원은 ANENT의 활동
을 활성화하기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하였다. 즉 다음과 같은 ANENT의 활동에 대
하여 IAEA를 적극 지원하고, 회원국을 선도하는 방식으로 의장국 역할을 하였다.
o ANENT 운영을 위한 현황분석
- 아시아 원자력 인력개발 수요
- ANENT 현황
- 웹기반 정보교류 경험
o 제3차 운영위원회 개최
- 유치 및 운영
- 발표 (연수원 발표, 국내 발표, ANENT 발표)
- TC 사업 추진계획 및 2007 업무계획 수립 (다음 항목 참조)
o TC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 TC 사업화 지원 및 선도
- TC 사업 추진계획 수립 협조 및 선도
- TC 사업 단위 업무 추진안 제시 및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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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기타 (communication 등)

가. ANENT 운영을 위한 현황분석
ANENT 운영에 있어 분담된 업무 (Activity 1: 웹기반 정보교류)를 충실히 수행
하고,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위한 목적으로 아시아지역에서의 원자력 인력개발 수
요, ANENT 현황 및 ANENT Web-portal을 통한 지식 전달 경험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아시아지역 원자력 인력개발 수요에 대하여 먼저 세계 및 아시아 지역의 에너지
수요 예측과 원자력 에너지의 중요성을 친환경성, 경제성, 안전성 및 안정성 관점
에서 검토하였다. 이어서 원자력 에너지 이용 재부흥에 장벽이 되는 요인으로서의
전문인력 공급부족 문제를 장기적 인력개발 투자 노력의 필요성 관점에서 사례를
분석하였다. 최종적으로 아시아 국가들에서의 원자력인력 현황 및 수요에 관한 자
료를 정리하였다 [그림 3.23].

[그림 3.23a]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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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b] 일본

[그림 3.23d] 인도네시아

[그림 3.23c] 중국

[그림 3.23e]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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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ENT 현황에 대해서는 먼저 지식관리 관점에서 원자력인력 양성의 필요성에대
한 세계적 공통 관심사와 아시아지역의 특수성을 검토하였다. 아시아지역의 특수성
은 성장 분야의 다양성과 인력양성을 위한 “Soft Infrastructure" 구축의 필요성
등이다. 이어서 ANENT의 발족 배경과 활동 내용을 정리하였다 [그림 3.24]. 주요
활동성과는 사이버 플랫폼을 포함한 웹포탈 개발과 원자력공학 석사 기준 교과과정
안을 작성한 것이었다. 최종적으로 ANENT를 향후 4년간 지원하게 되는 신규 IAEA
TC 사업안을 분석하고 세부 추진방안을 구상하였다.

2002

2003

2004

2005

2006

WNU
Preparation of a TC project

INU

1

2

3

4

5

6

1999

1. IAEA KM conference
2. IAEA Scientific Session
3. ANENT preparatory meeting
4. 1st ANENT meeting
5. 2nd ANENT meeting
6. 3rd ANENT meeting

Development of
Web-portal

Development of
Cyber Platform

Implementation
of Group
activities

Development of
reference
curricula

Webbased
learning

[그림 3.24] ANENT 설립 경위 및 운영 현황

ANENT Web-portal을 통한 지식 전달 경험에 대하여 먼저 ANENT 웹 포탈의 개발,
수록된 데이터 및 정보, 그리고 이용 현황을 정리하였다. 이를 토대로 향후 추진
방안을 구상하였다 [그림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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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 향후 웹기반 기술정보 교류 추진방안

나. 제3차 운영위원회 개최
제3차 ANENT 운영위원회는 원자력지식관리에 관한 회의와 함께 “ANENT에 관한
IAEA 기술회의”라는 명칭 하에 2006년 9월 초에 일주간 원자력연구소에서 개최되었
다. 이 회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4장 2절의 “국제 원자력교육훈련과정 운영실
적” 부분에 수록하였다. 의장국 역할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원자력연수원의 적극적
인 회의 유치 제의와 협의에 의하여 이회의 개최가 가능하였으며 회의 준비 및 진
행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주요 활동은 유치/운영, 학술
발표 및 사업계획 수립이다.

유치/운영 활동에는 유치 협의, 프로그램 준비, 발표 자료집 발간, 회의 진행,
회의결과 보고서 작성, 그리고 제반 편의 제공 등이 포함되었다. 프로그램 준비 과
정에서는 한국의 각 분야별 전문가 발표를 최대한 고려하였으며, 회원국의 균형 있
는 발표를 도모하였다. 본 회의에는 IAEA, 11개 회원국 그리고 6개 협력 또는 협력
예정 회원기관으로부터 34명이 참가하였다 [그림 3.26]. 회원국은 중국, 몽고, 베
트남, 말레이시아, 태 국 , 한 국 , 인도 네 시 아 , 필 리 핀 , 스 리 랑 카 , 인도 , 파키스탄이
었다. 협력 또는 협력예정 회원국은

Dalton University (영국), European Nuclear

Education Network (ENEN), Forum for Nuclear Cooperation in Asia (FNCA),
Kazakhstan Center of Nuclear Technology Safety, Moscow Engineering Physics
Institute (MEPhI), 그리고 RCA-RO이었다. 회의 진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지식관리에 관한 발표 및 토론으로 부터 ANENT의 역할을 재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회원국들이 합의하는 향후 활동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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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 제3차 ANENT 운영위원회

학술발표에는 원자력연수원 뿐만 아니라 국내 전문가들의 발표가 다수 포함되었
다. 원자력연수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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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rough ANENT Web-portal
- Activity 1: Exchange of Information and Materials for Education and Training

사업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다음의 별도 항목 하에서 기술하였다.

다. 장기계획 (TC 사업) 수립 및 추진
ANENT 발족 이래 이의 운영에 필요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하여 IAEA의 TC
(Technical Cooperation)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는 방안을 모색해 왔으며 한국은 이
에 적극 협조하였다. 이 결과 2005년 베트남에서 개최된 제2차 ANENT 회의에서 아
시아 지역의 원자력교육훈련 소프트 기반 (Software Infrastructure) 구축을 목표
로 한 TC 사업 제안서를 공동으로 작성하였다. 이어서 한국은 공식적으로 IAEA에
상기 사업의 실현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고, IAEA 회원국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수
차례 동일한 입장을 강조하여 표명하였다. 2006년에 이르러 IAEA TC에서 동 사업제
안을 조정하여 수락하였다. 즉 TC Non-RCA 사업의 일환으로 “Supporting Web-b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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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clear Education and Training through Regional Networking" 이라는 제목으로
수락되었다. 이를 보면 그동안 한국이 ANENT 활동으로 기여해온 웹포탈 개발 및 사
이버 플랫폼 개발이 TC 사업 성사에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원자력연수원은
신규 TC 사업계획안을 검토하고 제3차 ANENT 운영위원회에서 추진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반영하였다. 또한 추진계획에 대한 후속 업무로 단위 활동에 대한
세부 활동 방안을 제안하고 의견 수렴 및 구체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의장국 역할을 수행하였다. 향후 ANENT 사업은 설립 초기에 계획한 활동들을 기본
적으로 수행하되 새로 착수되는 향후 4년 (신규 TC 사업기간) 간은 TC 사업을 중심
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신규 IAEA TC 사업 (RAS2006022)의 목적은 원자력 과학 및 응용 분야에서의 표
준화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웹기반 개발, 집적 그리고 이의 사용을 지원하는 것이
다. 이 사업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으며, 이를 [그림 3.27] 과 같이 정리하였다.
- 기존 교육훈련자료 수집 및 웹포탈에 탑재 (1차 개발된 사이버 플랫폼의 정비/개
선 포함)
- 신규 과정 및 교육자료 (콘텐츠) 개발 및 탑재
- 교육훈련을 위한 자료 준비 및 강사 교육훈련
- 교육훈련자료 (콘텐츠)의 타 미디어로의 전환 및 점검
- 콘텐츠가 탑재된 웹포탈의 점검, 운영시스템 구축, 과정 실시 및 타 네트워크와의
연계

2007

2008

2009

2010

Collection

Transfer and upload

Review of the Portal
Establishment
of System

New Curricula/Materials

Other Media and Testing
- Nuclear Power Engineering
- Energy planning
- Nuclear Medicine
- NKM

Training Manuals
Train the Trainers

[그림 3.27] 신규 TC 사업 추진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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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working

신규 TC 사업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주요업무는 필요한 사항들로 판단되어 이를
정리하여 회원국들의 이해를 도모하였다. 추진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사업을 수행하
면서 세부 내용과 상호 관계 및 이에 따른 일정 조정 등을 검토하기로 하고 현 단
계에서는 단위 업무별로 추진 방향 및 내용을 검토 정리하였다. 2007년 계획에 대
해서는 각각 주관자, 장소 및 일자를 지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원자력연수원은 다
음과 같이 조정 및 선도 역할을 하였다.
- 신규 TC 사업에 대한 합의 도출 및 업무 간 연계
- 회원국들의 고른 참여 (역할 분담) 유도 (한국은 사이버 플랫폼 검토회의 유치
자원)
-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한국은 사이버 플랫폼 검토회의 유치 및 매년 1
회 정도의 행사 유치 자원 및 관련 펠로우쉽 수용의사 표명)
- 사이버 플랫폼에 대한 검토회의 및 실증업무 반영
- 혼합 방식 (blended learning)의 과정 수행 추진 제안 및 반영

2007년 초부터 신규 TC 사업을 착수해야 하는 바 우선적으로 수행해야할 업무는
기존 교육훈련자료의 수집을 위한 방안 수립 (전문가 자문)과 사이버 플랫폼 검토
(회원국 관련자 회의) 이다. 이들 업무에 대하여 세부 추진방안을 수립하여 IAEA에
제안하고 협의하였다 ([그림 3.28] 참조).

1

3

2
Brief Status of
Available Materials
(IAEA, KAERI)

ANENT
Cyber
Platform

Preparation of
Guidance for
Listing

4
Listing of Materials
in MS

5

6
Review of the
Status

7

Identification:
Listing of materials
in IAEA

Preparation of
Guidance for
Collection

Revision of
the Cyber
Platform

Collection of
Materials

Transfer and
Upload of
Contents

8

[그림 3.28] 교육훈련자료 수집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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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웹기반 정보 교류 활동
가. 데이터/정보 입력 및 보완
ANENT 웹포탈에 수록된 정보와 데이터를 수정 보완하고 추가 입력하였다. 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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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웹포탈 운영
ANENT 웹포탈의 운영은 서버 작동 확인 및 유지, 사용자 등록 승인 관리, 뉴스/
공지사항 관리, 웹 기능의 부분적 보완, 회원국들에 대한 사용안내 등의 방법으로
수행하였다.

4. 프로그램 등록 및 콘텐츠 제작
가. 프로그램 등록
국제원자력교육훈련과 관련하여 개발된 웹기반 교육훈련 시스템 프로그램을 다
음과 같이 등록하였다 ([그림 3.29] 참조)
o 프로그램명 : 원격교육 관리 시스템
o 개발자 : 한경원, 김영택, 유병훈, 이의진, 민병주
o 등록기관 :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o 프로그램의 개요 : 본 프로그램은 원격지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인터넷을
이용하여 과정을 수강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개설과정 정보 제공 기능(분야별 개설과정 현황) [수강자]
- 온라인 수강신청 및 내 수강현황 정보제공 기능 [수강자]
- 사이버학습 기능(과제물 제출, 참고자료 저장 등) [수강자]
- 수강 후 결과 정보 제공 기능 [수강자]
- 온라인 수료증 발급 기능 [수강자]
- 원격지에서 강의자료 입력 기능 [강사]
- 과정 개설 기능 [과정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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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정 등록관리 기능 [과정 담당자]
- 과정 운영 현황(등록 수강자 현황 등) 정보 제공 기능 [과정 담당자]
- 수강 후 관리 기능(수강 관련 각종 현황 자료 제공) [과정 담당자]
- 분야 및 과정 개설 승인 기능 [과정 관리자]
- 과정 착수 및 과정 종료 승인 기능 [과정 관리자]
- 온라인 수료증 발급 승인 기능 [과정 관리자]
- 각종 과정 통계자료 관리 [과정 관리자]

[그림 3.29] 원격교육 관리 시스템 프로그램 등록증

나. 원자력 관련 교육훈련 콘텐츠 제작
당해 연도에는 4개 과정에 대하여 51개 과목을 제작하였다. 제작은 당해 연도에
운영된 3개의 국제과정을 현장에서 녹화하고 강의자료 (PPT)와 함께 EduV 시스템을
이용하여 VOD 형태로 편집하였다. 한편 자체적으로 준비한 1개 과정을 원자력연수
원의 사이버 스튜디오에서 녹화하고 강의자료 (PPT)와 함께 EduV 시스템을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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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VOD 형태로 편집하였다. 편집된 콘텐츠는 원자력연수원의 사이버 공개과정에 탑
재하였다. 콘텐츠에 대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Risk Practice and Innovation of Nuclear Power Plant" (한국어, 영어):
“Risk Information Process at NPP"등 19개 과목
- “Systematic Training and Effective Management of Personnel for NPP
Safety" (영어): “원전 안전성 관련 IAEA 교육훈련 프로그램 소개“과목 등 8
개 과목
-

“Safety/Assessment

and

Verification

for

Nuclear

Reactors"

(영어):

“Introduction to 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과목 등 22개 과목
- “Fuzzy System and Application Area" (영어): 2시간 과정으로 사이버 스튜디
오에서 별도로 제작.
[그림 3.30]과 [그림 3.31]에 각각 과정 편성 화면과 VOD 강의 화면을 제시하였
다.

[그림 3.30] 과정 편성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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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 VOD 강의 화면

제 3 절 베트남 원자력인력양성 협력과 MOU 체결
1. 베트남 국제 원자력 전람회 참가
가. 참가배경
2006. 5. 16(화) - 19(금) 베트남 하노이에서 원전의 안전성과 경제성이라는 주
제로

베트남,

한국,

일본,

프랑스,

러시아

5개국이

참가한

International

Exhibition on Nuclear Power 2006 전람회가 개최되었다. 한국은 한국수력원자력주
식회사의 주도로 10개 기관(설계/제작/건설/R&D)이 공동으로 참가하였다. 한국은
200 제곱미터의 부스를 10개 기관이 공동으로 운영하였으며, 한국 원전 기술의 우
수성과 OPR 1000을 집중 홍보하는 형식으로 기관별 소개 패널과 모형물 설치, 참가
기관별 기술홍보 동영상을 상영하였다.

나. 참가내용
우리 연구소는 하나로 연구용 원자로의 우수성과 더불어 원자력 인력양성 경험
과 베트남과의 협력현황을 주제로 참가하였다. 원자력인력양성 경험과 우수성에 대
한 내용의 패널은 [그림 3.32]과 같다. 한국의 부스에는 VAEC 위원장, 과기부 차
관, 베트남 정부 및 산업부 핵심인사, 대학교수, 학생, 일반시민 등 9,000명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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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하였다. 행사 폐막일(5월19일)에는 국회의원 200여명이 단체로 방문하여 베트남
원전 도입의 필요성 홍보를 실감할 수 있었다. 개막식에 주 베트남 김의기 대사가
참가하였으며 한국관 개관식은 참가기관 대표진을 구성하여 개최하였다([그림
3.33] 참조). 현지 언론 인터뷰와 함께 참가기관 대표 진은 총리실, 산업부, 과기
부, 베트남원자력위원회, 에너지연구소, 베트남 전력공사를 공식 방문하여 한국 원
전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상호 정보교류와 향후 협력 방안을 협의하였다. 전시회 기
관 중 VAEC를 방문하여 2005년 11월 과학기술 부총리 베트남 순방 후속조치와 관련
하여 2006년 6월 원자력연수원에서 개최하는 ‘베트남 고위 원자력 정책 담당자 세
미나’에 참가하는 베트남 인사 5인의 초청을 협의하였다. 초청 대상자는 베트남
‘2020 원자력 이용개발 장기추진전략’과 관련되는 베트남 공산당, 국회, 행정부 차
관급 고위 인사를 대상으로 하며, 베트남원자력위원회 (VAEC)의 주도로 참가자를
인선하고 원자력 정책 수립에 직접적으로 참가하는 공산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급
(차관급) 이상 2명, 총리실 간부 1명, 과기부 고위직 1명, VAEC 실무 1명 등 총 5
명으로 초청 대표단을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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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 원자력인적사업 개발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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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 한국관 개관식

다. 주요 접촉인물
전시회 기간 중 주요 접촉인물은 아래와 같다.
o Mr. Nguyen Xuan Thuy, 산업부 차관
o Mr. Ta Van Huong, 석유 및 에너지국 국장, 산업부
o Ms. Tran Huu Buu, 국제협력국 부국장, 산업부
o Mr. Tran Quoc Thang, 과기부 차관
o Mr. Dang Thanh Luong, VARANSAC 부국장, 과기부
o Mr. Bui Van Tuan, 국제협력국장, 과기부
o Mr. Hoang Van Sinh, 국제협력국 부국장, 과기부
o Mr. Pham Quyet Chi, 산업국장, 총리실
o Mr. Nguyen Dinh Minh, 교육과학국장, 총리실
o Mr. Hoang Thanh Son, 교육과학 부국장, 총리실
o Mr. Vuong Huu Tan, VAEC 위원장
o Mr. Le Van Hong, VAEC 부위원장
o Mr. Le Doan Phac, VAEC 국제협력국장
o Ms. Nguyen Thi yen Ninh, VAEC 국제협력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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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주 베트남 김의기 한국대사
o 주 베트남 한국대사관 이은호 상무관
o 주 베트남 한국대사관 황금주 공사, 등

라. 참가결과 및 소감
베트남은 2006년 1월

총리실에서 2020 베트남 원자력이용개발 장기 추진전략을

채택하였다. 주요 골자는 원자력 이용개발의 중점 추진 전략은 방사선 의학적 이용
증대, 연구용 원자로도입(2015), 원전 도입운영(2020)이며 동 전략을 달성하기 위
해 정부 부처별 즉 산업부, 과기부/원자력위원회, 교육부 등이 추진 가능한 업무계
획을 수립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전 도입은 산업부 주도로, 연구용 원자로 도입과
RI 의학적 이용 증대는 과기부/VAEC 주도, 인력양성부분은 교육부와 공동 주도 등
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이다. 동 추진 전략에서 원전 도입부분은 도입 예비 타당성
연구 추진이 국회 법안 상정을 목표로 하며 타당성 연구의 해외 파트너가 어느 나
라인가가 핵심 사안이다. 또 하나의 관점은 정부 차원에서 원자력인력양성 마스터
플랜을 작성하고 시행하는 것이다. 동 마스터플랜은 국회동의를 거치는 사안은 아
니나, 어느 나라가 핵심 파트너가 되느냐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베트남
도 미국, 유럽 등 해외 과학기술계에 종사하는 베트남 과학자를 유치하기로 정부가
결정하고 구체적으로 접촉 중임 그러나 사회주의 정치제도로 말미암아 성공할 것인
가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는 인사가 많다. 일본, 프랑스, 러시아, 모두가 베트남 원전
시장 진출을 위해 공동 세미나 개최, 대사관 초대 만찬 등 정부 차원에서 활발
히 접촉하고 있음을 이번 전람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기관 방문을 통해 베트
남 정부 또한 예전과 다르게 바쁘게 각국과 접촉하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이
번 전람회에서 한국관의 위치와 첨단시설과 창의적인 디자인 등 베트남 현지 언론,
주체 측, 참가국가로 부터 많은 찬사를 받았다. 일본은 일반적인 패널 중심의 전람
회를 개최하였으나 퀴즈 맞추기 상품 전달 등의 아이디어가 독특하였다. 프랑스는
ANEVA 그룹이 전람회를 주도하였으며 AREVA 조직이 보다 선진적인 해외 시장 진출
조직임으로 국내에서도 이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한국의 베트남 원전
시장 진출의 과제는 우선 일본 정부의 전폭적인 베트남 지원과 어떻게 차별화 하느
냐 하는 것이다. 이미 일본 산업체의 발표, 현지 언론의 일본 진출언급과 연구용
원자로 원조 등의 물량 공세에 대비하여 베트남 시장 진출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계
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베트남이 공개한 원전 예비타당성 조사사업의 파
트너와 인력양성 실행 계획의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 한국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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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베트남 ‘원자력 과학 및 교육협력’ MOU 체결
가. 추진 배경
◦ 2002년부터 한·베 원자력협력공동위에서 베트남 원자력인력양성을 위한 HUT
원자력 공학 교육훈련에 관한 협력요청.
◦ 한국이 주도하고 있는 IAEA ANENT(아시아원자력교육훈련네트워크) 사업에
HUT는 원자력공학교육 커리큘럼개발과 상호 학점인정제도 개발 분야를 담당
하여 한국의 경험과 교육훈련내용을제공하고 있음.
◦ 2006년 6월 베트남 공산당 과학교육 중앙위원회 위원장 Professor Do Nguyen
Phuong 내한 시 “원자력 인력양성 인프라협력” 요청과 관련 해외 학연협동
협력 체결 필요성 대두.
◦ “2020 베트남 장기 원자력 이용개발 전략“의 원자력인력양성 분야 협력 착수,
베트남 인력양성 지원을 통해 베트남 원자력 시장 진출 기반 지원.

나. 체결 필요성
◦ 기관 간 협약 체결 사유
- 기존의 단편적인 정보․자료 제공, ANENT 등의 협력 사업을 기관 간의 협
약체결로 격상하여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협력으로 상호 이해관계를 증진.
- 국내 원자력 기술의 투명성을 주변 국가에 알리고 원자력 연구개발 분야
확대와 함께 베트남의 우수 인력을 국내 R&D에 활용.
◦ 체결 시 우리 측 득실
- 한국의 선진 원자력 기술에 대한 소개와 교육훈련, 연구 참여로 원자력 기
술의 국제적 투명성 제고 및 해외 학연협동 강화.
- 베트남 우수 인재를 국내 R&D에 활용하여 연구개발 성과 확대.
- 차세대 베트남 원자력전문가 양성과 정책 결정자의 친한 인맥 구축으로 연
구용 원자로 및 방사선 관련기술 베트남 시장 진출에 기여.
◦ 체결 시 상대기관의 득실
- 한국의 선진 원자력 기술, 교육훈련 정보․자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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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원자력공학교육훈련 내용의 질적 향상
- 베트남 젊은 원자력 공학 전공자, 연구원 한국에서의 원자력과학․공학 교
육훈련 기회 확보
- 베트남 국가 원자력인력양성 종합계획수립에 기여

다. 추진 현황
◦ 2005년부터 ANENT 협력을 기반으로 상호 협약 필요성 확인
◦ 2006년 8월, 상호 협력 협약 초안 제시
◦ 2006년 9월, 협약 문서 검토 초안 마련
◦ 2006년 11월, 협력 협약 체결 (예정)

라. 협약 주요내용 (MOU 요약)
◦ 협약 목적
양 기관의 원자력 과학 및 공학 교육 협력을 목적으로, 특히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한 원자력 과학·공학 분야의 정보․자료 교환, 전문가․전공자․연
구원간의 인적자원교류 대한 상호 협력
◦ 협력 분야
- 원자력 과학 및 공학 교육훈련
- 인적자원 육성을 위한 방법 및 프로그램 개발
- 원자력 과학 및 공학 교육훈련․연구개발에 관한 공동 연구
◦ 협력 형태
- 상호 간 기술 정보․자료 교류
- 상호 간 개별 및 팀 방문 등 인력교류
- 협력 활동의 기술 분야 주제 토의를 위한 회의․워크숍 개최
- 교육훈련․연구용 시설 및 장비(기존, 개발예정)의 상호 활용

마. 체결 추진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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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측 간 우수 인력 교류 활성화를 통한 상호 교육훈련, 연구 시너지 효과
창출
◦ 한국의 선진 원자력 기술에 대한 소개와 연구 참여를 통해 국제적으로 원자
력 기술의 투명성 제고
◦ 장기적으로 차세대 베트남 원자력정책 결정자의 친한 성향 구축으로 연구용
원자로 및 방사선 관련기술 시장 진출에 기여

바. 향후 추진 계획
◦ 상기 협력분야에 대한 협력 가능분야 도출 세부 시행계획 협의
[향후 협력분야 예시]
- 원자력공학 교육훈련 정보/자료 교환
- Workshop/세미나 공동 개최
- 베트남 HUT 교수/학생 KAERI 교육훈련과정 참가
- 베트남 학생 KAERI Post-graduate 프로그램 참가
- KAERI 전문가 HUT 파견(강의, 세미나 등)
- HUT 교수 KAERI 방문 연구
- 베트남 학생 한/베 원자력 석․박사 Sandwich 프로그램 개발
- 교육훈련/연구 장비 공동 활용 및 지원
- 베트남 학생 국내 석․박사위탁교육 및 장학금 지원, 등
◦ 원자력 국제 투명성 제고사업 (해외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국제 원자력 교육
훈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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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하노이 공과대학교 현황
하노이 공과대학교 (Hanoi University of Technology) 현황
1. 개요
◦

1956년 설립된 베트남 최초의 국립공과대학교

◦

VNU(베트남 국립대학교)의 HUS(하노이 자연과학대학)와 경쟁관계에 있는
베트남 최고의 공과대학교임

◦

14개 기술관련 학부 및 관련 연구소를 두고 있으며
- Department of Nuclear Engineering and Environmental
Physics (원자력공학 및 환경공학과) 학과 개설

◦

약 1,800명의 임직원 (240명 교수, 450명 강사)

◦

약 35,000명의 학부생, 2,000명의 대학원생

2. 한국과 협력 현황
◦

KNS-HUT간 MOU 체결 후 특별한 활동 없음

◦

KAIST-HUT 간 MOU 체결 및 베트남 이공계 학생 KAIST 교육

◦

IAEA ANENT(Asian Network for Education in Nuclear Technology) 사업
의 일환으로 원자력공학 교육 커리큘럼 공동 개발 및 상호 학점 인정 제도
수립 추진 중

◦

KAERI, HUT에 원자력관련 영문 교재 제공 협력

3. 기타 참고 사항
◦

현 베트남 MOST 장관은 전임 HUT 총장 출신임, HUT 총장의 베트남 내
영향력이 매우 높음.

◦

원자력 주요인사 (Tan VAEC 위원장, Sinh MOST 국제협력부국장, 하노이
소재 VAEC 연구원 다수 등) 배출.

◦

HUT 출신이 산업부, 과기부, VAEC 등 정부 및 산하 연구소에 진출하는
빈도가 가장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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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국제원자력 R&D 아카데미 개념 설정
본 과제 수행과정에서 원자력연수원이 기존에 수행해온 교육훈련과 원자력 투명
성 제고 사업의 일환으로 대두된 다목적 해외 인재양성 사업을 하나의 체계 내에서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제원자력 R&D 아카데미 개념을
본 보고서에서는 [그림 3.34]과 같이 이 개념을 구성하는

설정하게 되었다.

요소와 체계를 설명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첫 단계에서의 추진 방안을 기술하였다.

국제원자력 R&D 아카데미

기존사업
(국제교육훈련)

강화
규정 및 절차
종합 및
체계화

추진체계
및
장기계획

- 개발도상국 학생 교육
- 협력기금 운영

신규사업
(다목적인재양성)

개발

[그림 3.34] 국제원자력 R&D 아카데미 개념 설명 체계도

1. 국제원자력 R&D 아카데미 개념
가. 기존 사업의 강화
기존 사업으로서는 국제교육훈련을 중심으로 한 다음과 같은 업무가 있으며 이
들 업무를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은 <표 3.10>과 같다.
- IAEA 원자력교육훈련 과정
- KOICA 원자력교육훈련 과정
- 양국 간 국제원자력교육훈련 과정
- 국제원자력 교육훈련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운영
- INTEC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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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기존 수행 사업의 강화 방향
기존 사업

기존 수행 내용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

IAEA 교육훈련
과정

- 단기과정 유치 운영

- KAERI 과정개발 주도
- 협력협약에 의한 안정적,
체계적 운영 (예: NTC-NE)
- 장기과정 개발 운영 (예:
PGEC)

KOICA 교육훈련
과정

- 매년 계약 추진

- KOICA, IAEA, KAERI 간
장기 계약 추진

양국 간 교육훈련
과정

협력 및 네트워크

INTEC 운영

- NTC가 선도적이고 장기적으로
추진
- 개별적 수요에 따라 연도별 추
- 협력기금 지원 추진
진
- 개도국국제교육과 연계하여
추진
- 교육과정 개발/운영의 선도적
- ANENT 기반구축에 기여
역할
- WNU-SI 유치
- ANENT와 WNU의 연계 및
입지 강화
- 운영 이용율 증대

- 시설 확장 및 장비 보완

나. 신규 사업의 개발
신규 사업으로서는 다목적인재양성을 중심으로 하는 다음과 같은 업무가 있다.
“다목적인양성”이라는 용어는 본 2006년 사업에서 사용되었으며 2007년 사업부터는
“해외 인적네트워크 구축”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기로 하였다.

해외 인재 양성을 장학 사업 및 위탁교육 등을 통하여 추진함에 있어서 다양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음 <표 3.11>에 제시한 바와 같이 외국의 학생을 선
발하여 한국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와 선발된 학생의 해당 국가에서 교육을 받
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국내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시 KAERI-UST 과정
과 외부대학 (예: KAIST) 위탁과정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외부대학 위탁의 경우
에는 학생의 소속을 원자력연구소로 할 것인가 아니면 해당 대학 소속으로 할 것인
가 하는 문제가 있다. 한편 선발된 학생의 해당 국가에서 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도
교육 기관을 대학 또는 연구기관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표 3.11> 다목적해외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장학 사업 분류 예
대분류
선발된 학생을 한국에서 교육

중분류
KAERI-UST 과정
국내대학 위탁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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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류
연구소 소속 위탁

대학 소속 위탁
선발된 학생의 해당국가에서 교육

해당국 대학에서 교육
해당국 연구기관에서 교육

현실적으로 개발도상국 학생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교육시키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으며, 선진국 학생의 경우에는 해당국에서 교육을 수행하되 교육 후반부에 한국
을 방문하여 논문 발표 및 시설 견학을 하는 방안을 구상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후자에 대하여 기본적인 사항만을 검토하고, 주로 전자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며, 특
히 KAERI-UST 과정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이 외에도 개발도상국의 교육훈련을 기금지원 방식으로 협력하는 사업과 IAEA
의 PGEC 과정을 유치하여 수행하는 업무 들이 신규 사업에 포함된다.
이들을 종합해 보면, 신규 사업의 개발 분야는 다음과 같다.
- 선진국 학생/전문가 장학사업
- 개발도상국 국제 석박사과정
- 개발도상국 교육훈련 지원 협력
- IAEA PGEC 과정 개발/운영

1) 선진국 학생/전문가 장학사업
선진국 학생/전문가 지원 사업에 대하여는 시간을 두고 검토하기로 하였으며 현
단계에서의 개략적인 추진 절차는 [그림 3.35] 에 제시한 바와 같다 (부록 7 참
조).

[그림 3.35] 미국 학생/과학자 장학 사업 절차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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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도상국 국제 석ㆍ박사과정
외국 학생들을 한국에서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으로서는 RCA/RO-KAIST 석사과정,
KIST의 국제 R&D 아카데미, 그리고 KAERI-UST 과정을 예로 들 수 있다.

RCA/RO-KAIST 교육과정의 목적은 1) RCA 회원국들에 대한 원자력 지식 공여, 2)
RCA 국가 원자력계의 미래 지도자 교육, 그리고 3) KAIST 및 국내 대학의 국제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 과정은 RCA/RO에서 사업의 일환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KAIST
와 매년 위탁사업 계약 (Project Contract)을 체결하여 수행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원
자력 에너지 공학과 양자 및 방사선 공학을 다루고 있으며, 기간은 1년으로 되어있
다. 논문은 귀국 후 작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재원의 확보 및 수행에 대한 심의
는 RCA/RO 운영위원회에서 수행한다. 계약은 RCA/RO에서 직접경비 명목의 포괄적
금액 (Lumpsum)을 지불하고 KAIST에서는 Matching Fund를 부담하는 형식으로 체결
된다. 계약체결을 위해서는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개강 전년도 3월에 전체
사업이 결정되고 9월에는 확정되어야 한다. 학생 선발은 RCA 회원국 국가
Coordinator를 통하여 신청을 받은 후 시험을 통하여 하도록 되어 있다. 선발된 학
생은 KAIST에 소속되고 항공료, 체재비 등의 학업에 필요한 비용은 KAIST가 지급한
다. 이 과정을 운영하기위하여 한국원자력연구소와 KAIST 양 측에 별도의 규정이
만들어 진 것은 없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의 국제 R&D 아카데미의 목적은 1) 개도국과의 인력
양성협력 증진을 통해 KIST 과학기술 국제협력 인적네트워크 구축, 2)과학기술 분
야 개발도상국 해외시장 진출 친한 인맥 구축, 그리고 3) 개도국 해외 우수 젊은
과학기술자를 KIST R&D사업에 활용하여 KIST R&D 성과를 제고하는 것이다. 이 사업
은 중국, 동남아 등 개발도상국 대학생 및 젊은 과학기술자에게 KIST 주관 과학기
술 R&D 사업과 연계한 석․박사교육과정을 한국과학기술연합대학 (UST)과 연계하여
제공하는 것이다. 연계의 의미는 UST의 운영에 따르되 KIST-UST 별도 협약에 의하
여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일차적으로 KIST의 국제 R&D 아카데미가 심의를 하여 자
체 기준에 맞는 학생들만을 UST에 넘겨 그 중에서 선발하도록 하는 것이다. 국제
R&D 아카데미는 2001년에 설립되었으며, 미래기술, 재료과학기술, 시스템기술, 친
환경프로세스기술, 및 생명과학 분야의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현재 학생
은 40여명이다. 운영비용은 과학기술부의 국제거점화사업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일
부는 학술진흥재단 지원금과 KIST 연구개발부서 연구비에서 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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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ERI-UST 과정은 2005년에 설립된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연합대학원)
의 한 멤버로서 한국원자력연구소가 원자력분야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이
다. 연합대학원의 목적은 현장 중심 교육과 연구 활동을 통하여 핵심 및 원천기술
의 발전과 산업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실천적이고 창의적인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함. KAERI-UST 과정은 현재 6개 분야가 개설되어 있다. 이 시스템에 대해서는 다음
의 규정 및 절차 부분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본 과제에서는 위와 같은 사례를 토대로 하고 다목적 해외 인재양성 사업의 취
지를 고려하여 개발도상국 원자력 국제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구상하였다 ([그림
3.36] 참조). 이 프로그램의 틀은 다음과 같다.
- 목적: 외국의 학생 및 젊은 과학기술자 들이 KAERI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현장 중심 석박사교육 프로그램의 수행으로 KAERI 연구개발사업 투명성
제고, 친한 인적네트 구축에 의한 국제 위상제고 및 해외 진출기반 확대,
그리고 우수 해외과학자 활용으로 KAERI 연구성과 증진
- 대상: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사업의 증진에 관심을 갖고 있는 개발도상국으로서
양국간 원자력협력 협정이 체결된 국가의 원자력분야 전공 학생. 특히 원
자력연구소의 기술개발과 연계하여 협력을 하고 있거나 협력 추진이 필요
한 중국 및 동남아 국가의 학생
- 과정: 원자력기술개발 협력에 필요한 협력대상국의 수요를 최대한 고려한 원자력
석․박사과정 제공. 우선적으로는 기존에 국내에 개설되어 있는 과정을 활
용하고, 단계적으로 필요한 과정을 추가 개발 제공.
- 운영체계: 기존의 UST-KAERI 과정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단계
적으로 보완하며, 필요에 따라 타 국내대학에 위탁하는 체계도 고려함.
UST-KAERI 체계에 대해서는 다음의 “규정 및 절차” 항에서 구체적으로 기
술 함.
- 재원: 해외 인적네트워크 구축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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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6] 개발도상국 국제원자력교육 업무절차 일반 개념도

향후 단계적 추진을 통하여 이 프로그램을 확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
은 사항들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 운영위원회 신설 또는 기존 위원회 활용: 장학사업 및 위탁교육 사업 운영위위
원회 등
- 다목적해외인재양성사업 기본 조직
- 다목적해외인재양성사업 자문위원회 (정부, 학계, 연구소 등)
- 사업수행 관련 KAERI 규정 정비: 외국인 (학생) 대상 장학사업 근거 및 기본
방침, 외국인 (학생) 대상 위탁교육 사업 근거 및 기본 방침

다. 기존/신규 사업의 종합 및 체계화
위에서 기술한 기존 사업의 강화와 신규 사업의 개발을 토대로 하나의 통합된
체계 즉, 국제원자력 R&D 아카데미로 체계화하였다. 이러한 체계화의 주요 개념은
다음과 같다.
- 발전적 통합 목표 설정
- 통합 목표 실현을 위한 기존사업의 강화와 신규 사업의 개발
- 단위 사업 간의 연계

[그림 3.37]에 제시한 바와 같이 국제원자력 R&D 아카데미는 기존에 장기간추진
되어온 국제 원자력교육훈련 업무와 2006년에 새로 착수된 다목적해외인재양성
(2007 부터 해외인적네트워크구축으로 명칭 변경) 업무를 내용적으로 일원화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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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틀 하에 통합한 체계이다. 이 체계를 구성하는 주요 프로그램은 1) KOICA,
IAEA 및 양국간 국제원자력 교육훈련 과정 (양국간 협력 및 기반구축 포함), 2) 개
발도상국 국제원자력석박사과정, 3) 선진국 미래과학자 장학사업, 그리고 국제원자
력교육훈련네트워크 사업이다. 이중에서 선진국 미래과학자 장학사업은 좀더 타당
성을 검토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사업구조

개편 사업 구조
KAERI 국제 원자력 R&D 아카데미
(해외 인적 네트워크 구축)
개발도상국 국제
석·박사과정

국제
원자력
교육훈련
(단기)

해외 인적
네트워크 구축

IAEA,
KOICA
양국간
국제
교육훈련
과정

KAERI
국제 R&D
아카데미

미국
학생
젊은
과학자
장학
사업

WNU, ANENT
국제네트워크

(점진적추진)

[그림 3.37] 국제원자력 R&D 아카데미 개념

라. 운영체계 및 장기계획
국제원자력 R&D 아카데미 개념을 실현하기위한 운영체계는 [그림 3.38]과 같이
구상하였으며 현 단계에서 수립한 장기계획은 [그림 3.39]에 제시한 바와 같다. 운
영체계는 단계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며 장기 계획은 이에 따라 수정, 보완 및 구
체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 107 -

해외 인적 네트워크 구축, R&D 활용
(KAERI 국제 원자력 R&D 아카데미)
국내대학학연연계

IAEA, KOICA,
양국간 국제
훈련과정

미국
학생/젊은과학자
장학기금사업

KAERI-UST
개도국
국제 석·박사과정

(점진적추진)

WNU, ANENT 국제네트워크 협력

KAERI 운영위원회
안내

신청

계획/실적 안내
보고

승인/
지원

정부
(MOST)

연구소/대학
개발도상국 정부

신청

연구소/대학
미국 정부

[그림 3.38] 국제원자력 R&D 아카데미 운영 체계

2007

2008

2009

2010

2011

20명

30명

¾중국/동남아 학생 국내 석·박사과정 제공
인원 5명

10명

15명

¾WNU 인력파견 및 협력
여름학교 개최운영

여름학교 펠로우 참가 지원

¾IAEA/KOICA, 양국간 협력 국제과정 개발 및 운영
¾국제원자력교육훈련센터 운영
운영

증축계획

증축

증축완료

¾KAERI 국제원자력 R&D 아카데미
개념 수립

시범운영

운영

¾미국 장학사업 추진준비 및 시행

[그림 3.39] 사업 수행 장기계획

2. 개발도상국 국제 석․박사과정 관련 규정 및 절차
개발도상국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제 석․박사과정을 기존의 KAERI-UST 과정
운영 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 [그림 3.40]과 같이 관계되는 규정과 절차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KAERI-UST 시스템은 외국인 학생을 교육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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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으므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점에서 중요한 사항들을 정리 및
점검하기로 하였다. 한편, 교육 대상국과의 협력 및 필요로 하는 과정개설과 예산
운영을 위한 원자력연수원의 과정수행관련 연구부서와의 협력에 관계되는 사항들은
새로운 안을 구상하여 기술하기로 하였다 (부록 8 참조). 특히 후자의 경우에 대해
서는 KIST의 국제 R&D 아카데미에 대한 사례를 참조하였다.

국제 석박사과정 관련 규정 및 절차와 관련하여 현 단계에서의 주요 관심 사항
은 다음과 같다.
- 교육협력 대상국과의 협약체결 (총괄 협약 및 세부 협약)
- 교육과정 합의 (대상국의 수요, 현 개설과정의 영어교재 및 영어강의, 신규과
정 개설)
- 자격 요건에 맞고 양국협력에 적합한 학생의 선택적, 적기 선발 및 관리.
- 본 사업 예산의 연속성
- 원자력연수원과 과정운영 연구부서와의 업무 분담 및 예산 집행 체계

교육생 대상국/기관

한국원자력연구소
연수관리부서

한국과학기술연합대학원
연수부서

연구소 규정

대학 규정
협약

운영규정
협약
교육수요 제안

협력추진

신규과정협의

과정 준비/제안

예산 확보

과정개설

모집 응모

모집 공고
선발

출국

입국 및 예산 집행 조치
학사운영 지원

귀국

과정 실시

학사운영

종료 및 귀국조치
사후 관리

[그림 3.40] 개발도상국 학생 국제교육 관련 규정 및 절차 개념

- 109 -

가. 규정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규정은 이미 외국학생을 교육하도록 되어 있으며, 한
국원자력연구소는 이와 부합되는 연합대학원 운영규정을 갖고 있음으로 특별히 개
정 또는 추가할 사항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규정의 주요 항목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세한 내
용 들은 다음에 설명되는 절차와 연계하여 기술하였다.
- 제1장 / 총 칙
- 제2장 / 입학,재입학,등록,학적변동
- 제3장 / 학년,학기,수업일수,휴업일
- 제4장 / 수업,학점,수료,학위수여
- 제5장 / 비 학위과정
- 제6장 / 정원외 학생 입학
- 제7장 / 납입금,장학금
- 제8장 / 포상 및 징계
- 제9장 / 학생활동 등
- 제10장 / 직제 및 대학원위원회 등
- 제11장 / 보 칙

한국원자력연구소는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운영 협력기관으로 협약이 되어
있으며 이에 필요한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석․박사과정 운영 요령”을 갖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석·박사과정 운영 기본원칙
- 연합대학원생 신청
- 연합대학원생 선발
- 연구연수 절차
- 연구연수 기간
- 의무
- 연구연수 취소
- 휴학 및 복학
- 연수장려금 등
- 해외파견 등
- 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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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임교원
- 연구결과의 처리

나. 양국간 협력 및 협약
실질적인 원자력기술개발 협력을 인력양성차원에서 지원하기위해서는 관심 대상
국과의 기술협력 관련 협약이 체결되어야 하며 이에 포함 또는 연계되는 방식으로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국제교육을 받는 것에 대한 교육 분야, 인원, 기간, 자격요
건, 취소/연장/휴학/복학, 보험, 재해보상, 지적소유권 등 구체적인 협약이 이루어
져야 한다. 또한 교육협력 지원 (협력자금 운영 관련)에 대한 내용도 함께 포함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원자력연구소와 베트남의 하노이 공과대학 (HUT) 간의 기술
협력 협약안이 준비되었으며 2007년 중에 협약이 체결될 예정이다. 이어서 국제교
육 및 협력을 위한 세부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3장
3절에 기술한 바와 같다.

원자력교육훈련 관련 양국간 협력에서 중요한 요소는 국제교육 및 협력 추진에
의한 협력의 효용성을 도모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원자력연구소
의 국제교육 자격 요건에 맞고 양국협력에 적합한 학생을 선택적으로 적기에 선발
하여야 하며 장기적으로 관리 및 활용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은
다음 각 해당 항목 (선발, 교육 후 관리 등)에서 기술하였다.

다. 과정개설
KAERI-UST 교육과정의 경우 현재 3개 전공분야가 개설되어 있으며 이로부터 <표
3.12>과 같이 6개의 전공 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필요한 전공분야에 따라 과제를
개발하고 과제책임자가 선정되어 지도교수로 임용신청 후 승인을 얻어야 한다. 현
재 외국인 학생도 입학이 가능하며 실제로 양자에너지공학 전공 분야에 1명이 교육
을 받고 있다. 전공분야를 신설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정을 개발하여 개설 희
망 전년도에 신청을 하고 UST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존 전공분야에 외국인 학생
을 입학시킬 경우에는 필요한 과정의 개설 및 영어로 강의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우선적으로는 양자에너지공학 분야가 가능하며 이에 대한 베
트남 측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 111 -

<표 3.12> KAERI-UST 과정 개설 현황 (2007 전기 기준)
전공명

전공책임

활용과제 및 과제책임자

교수

신형원자력시스템공학

과제명: 초온가스로 요소기술 개발

-원자력재료, 흑연의 산화, 파괴

책임자: 지세환 (담당지도교수)

특성, 조사특성 모델링

박근배

-2상 유동실험 및 CFD 해석

학위과정: 석사 1명, 박사 1명
과제명: 원자로계통 열수력 특성시험
책임자: 송철화 (담당지도교수)
학위과정: 박사 1명
과제명: 삼중수소 저장재 재료특성연구
책임자: 정흥석 (담당지도교수)

양자에너지공학

학위과정: 석사 1명, 박사 1명

-화학공학
(설계제조 및 성능측정)
-방사성폐기물관리

과제명: 처분종합성능평가
정흥석

책임자: 황용수 (담당지도교수)
학위과정: 박사 1명

-초전도 벌크

과제명:초전도베어링용 초전도벌크 개발

(제조 및 물성 특성)

책임자: 김찬중 (담당지도교수)
학위과정: 박사 1명

레이저 및 플라즈마 응용공학
-레이저 광반응 역학

과제명: 초전도베어링용 초전도벌크 개발
유병덕

책임자: 김찬중 (담당지도교수)
학위과정: 박사 1명

라. 신입생 모집 선발
1) 입학 시기
대학원대학의 입학 시기는 매 학기 개시일로 하되, 매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
을 초과할 수 없다.
외국인학생에 있어서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학기에 한해 입학을 연기할 수
있다.

2) 지원 자격
석사과정에 지원할 수 있는 자는 학사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
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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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과정에 지원할 수 있는 자는 석사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다만, 제3조에 의한 통합과정에 입학과 할 경우
에는 학사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
다.

3) 지원 절차 (수요조사)
원자력연구소 연합대학원 운영 요령에 따르면, 연합대학원생의 선발, 활용을 희
망하는 부서장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연수관리부서를 경유하여 연합대학원에
제출한다.
- 연수관리담당부서장의 연합대학원생 활용 소요 파악
- 연구연수희망부서장의 활용신청
- 연합대학원생 활용에 대한 연구업무심의회 심의
- 소장 확정 및 연합대학원 본부에 통보.

4) 모집 공고
신입생 모집공고는 연합대학원이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연합대학원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한다.

연합대학원의 규정에 따르면, 각 과정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과정별로 다음의
서류를 전형료와 함께 제출하고 소정의 입학전형을 거쳐야 한다.
o 석사과정에 지원하는 자
- 입학지원서, 대학의 졸업증명서 또는 예정증명서, 대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o 박사과정에 지원하는 자
- 입학지원서, 석사학위증명서 또는 석사학위 수여예정증명서, 대학 및 대학원
전 학년 성적증명서, 석사학위논문 별쇄본

5) 입학 전형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시행할 수 있다. 일반전형 지원자에 대하여는 외국어
시험에 대한 필기시험과 구술시험을 시행하며, 특별전형인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구
술시험을 시행한다. 외국인 학생의 경우에는 특별전형으로 하는데 지원하는 학생이
한국에 오지 않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서류심사로 1차 전형에 통과하면, 해당
면접위원과의 E-mail 또는 전화로 면접시험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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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전형 (서류심사)은 대학 및 대학원 성적과 학업 및 연구계획서를 바탕으로
해당 전공의 기본적 수학능력을 평가한다. 또한 영어능력평가는 영어성적을 통하여
평가한다.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어성적표 (TOEIC: 730점 이상,
TOEFL: 550점 이상)를 제출하거나 한국에 와서 UST에서 시행하는 영어시험 (TOEFL
형식)을 통과하여야 한다.
2차전형 (전공별 심층면접평가)은 필요시 면접 교수와 학생간의 유/무선 연락 및
별도의 개별 면접을 시행한다.

본 대학원 각 과정에 입학을 지원한 자 중 석사과정에 있어서는 대학의 성적이,
박사 과정에 있어서는 석사과정의 성적이 극히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대학원위원회
의 의결로서 전형 일부를 면제 할 수 있다.

외국인 특별전형 석사과정 제출서류 (영어서류)는 다음과 같다.
- 입학원서 (소정양식)
- 대학졸업(예정) 증명서: 학위 등록번호(졸업자에 한함)가 기재되어야 함
- 대학 전학년 성적 증명서: 원본(백분율 환산 성적 표기)
- 학업 및 연구계획서 (소정양식)
- 영어 성적표 (해당자에 한함, TOEFL, TOEIC 중 택1-원본 또는 사본: 사본 제출
자는 추후 합격자에 한하여 입학 등록시 원본 대조함)
- 추천서: 2인의 추천서

외국인 특별전형 박사과정 제출서류 (영어서류)는 다음과 같다.
- 입학원서 (소정양식)
- 대학졸업(예정) 증명서 원본
- 석사학위(예정)증명서: 학위 등록번호(졸업자에 한함)가 기재되어야 함
- 대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원본(백분율 환산 성적 표기)
- 대학원 전학년 성적증명서: 원본(백분율 환산 성적 표기)
- 학업 및 연구계획서 (소정양식)
- 영어 성적표: 해당자에 한함 (TOFEL, TOEIC 중 택1-원본 또는 사본: 본제출자
는 추후 합격자에 한하여 등록시 원본 대조함)
- 석사학위 논문 및 연구실적물
- 연구보고서: 해당자에 한함
- 추천서: 2인의 추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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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적인 문제는 지원 학생이 자국에서 TOEFL 시험을 보더라도 비용부담이 크다
는 것과 어학시험을 보는데 필요한 시간 소요도 사업추진 일정 관리에 고려해야 된
다는 점이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교육협력대상 국/기관에 알려서 학생선발
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할 것이다. 참고로 KIST의 국제 R&D 아카데미의 경우
와 같이 전형 초기단계를 원자력연구소가 수행하는 방안은 추후 검토해 볼 사항으
로 생각된다.

마. 신입생 입국/등록 조치
1) 등록
연합대학원의 규정에 따르면 입학등록은 입학전형에 의해 입학이 허가된 자가
지정된 기일 내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납입금 및 신원조회를 함으로써
완료된다.
- 서약서 및 재정보증서
- 주민등록등본
- 학생신상기록카드
- 신원진술서(3부)

한편, 원자력연구소 운영 요령에 따르면, 연합대학원생으로 선발되어 연구소에
서 연구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연수신청서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연수부서에 제출한다.
-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연수계획서 1부.
- 전공책임교수의 추천서 1부.
- 연합대학원의 합격통지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 1부.
- 서약서 1부.
- 기타 연구소와 연합대학원이 필요로 하는 서류

연구연수예정 연수부서장은 연수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단장급 부서장
(직속부서는 직속부서장)의 결재를 득한 후 제1항의 제반서류를 첨부하여 연수관리
부서에 계약체결을 의뢰한다.

연수관리부서는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연수계약서에 의거 계약을 체결하고
연수부서장 및 관련부서장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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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국 및 정착 조치
연수관리부서는 먼저 위에서 언급한 입학허가 통지 및 등록 요건을 협력대상국/
기관 및 해당 학생에게 확인시켜준다. 이어서 학생의 입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다.
- 비자 발급에 필요한 초청장 송부
- 항공권 발급 및 이사비용 지급
- 신분증, 사무실, 도서관이용, E-mail 등 연구소 생활 조치
- 거주 알선, 보험, 생활비 지급 (연수 장려금 등): 거주의 경우 원자력연구소
독신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고 있다. 주의할 것은 수요가 확정되는
대로 미리 사용신청을 하여 착오가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보험은 원자력연
구소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시킬 수 있으며 외국인의 경우 보험
과 연금이 연계되어야하는 제도적 문제에 대한 것은 확인이 필요하다.

원자력연구소는 연합대학원생이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연수부서
장의 요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연수장려금 및 중식비를 지급하며, 재원은 활용하는
연수부서에서 부담한다.
① 연수장려금 : 재학기간에는 다음의 기본 지급액을 지급하되, 재학기간이 기본
연구연수기간을 넘어 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월부터 다음 지급금
액에 월 5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가. 석사과정 : 1,450,000원/월
나. 박사과정 : 1,750,000원/월
다. 석․박사통합과정 : 1,450,000원/월(다만 3년차 이후부터는 1,750,000원/월)
② 중식보조비 : 소내식당 중식 식단가로 하되 월 22식분을 지급한다.

연수장려금 등은 매월 말 또는 연수기간 종료 후 연수부서장이 과학기술연합대
학원대학교 연수장려금지급신청서를 첨부하여 연수관리부서에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연구소는 연합대학원생에게 산업재해보험, 국민건강보험 등을 가입해 줄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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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학사 운영
학사 운영에서의 업무 분담은 다음과 같다.
- 연합대학원: 학사운영 총괄
- 원자력연구소 연수관리부서: 연수 행정 지원
- 원자력연구소 연수부서 (과정 관련 연구과제 및 다목적해외인재양성과제): 교육
과정 수행

특히 다목적해외인재양성과제 수행과 관련한 연수부서의 역할은 연수장려금 지
급 등 예산 집행에 관계되는 업무와, 협력 기관과의 협조 차원에서 해당학생의 학
업에 대한 모니터링, 상담 및 편의제공 등으로 생각된다. 이 과정에서 유의할 사항
은 해당 학생이 제적을 당하거나, 휴학 또는 퇴학을 하게 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협
력기관과의 협약 당시 이러한 사항을 협의하여 명시해야 한다.

사. 교육 종료 및 귀국 조치
해당 학생의 교육 종료 및 귀국 조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사정평가, 졸업 및 학위수여 (연합대학원이 수행)
- 사업 및 협력 목표 성취도 평가
- 데이터베이스 화
- 퇴소 조치
- 출국 조치
- 협력 당사국/기관에 교육종료 통보

다목적해외인재양성과제 수행과 관련한 연수부서의 역할은 해당 학생의 교육 종
료에 따른 교육훈련 협력 당사국/기관과의 협력목표 달성여부 및 본 사업 목표의
달성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교육생 및 교육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 하
여 관리 (통계분석, 참조, 수정, 보완, 현황 추가 등)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학생의 퇴소 및 출국 (이사비용, 항공권)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협력 당사국/기
관에 귀국 및 만족도를 확인하여 협력을 발전시켜야 한다.

아. 교육 종료 후 관리

다목적해외인재양성과제 수행과 관련한 연수부서의 입장에서 다음과 같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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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교육종료 후 관리가 필요하다.
- 원자력연구소의 석박사후 연수생으로 활용
- 교육을 받은 학생 데이터베이스 운영
- 설문 및 정보제공
- 교육을 받은 학생 간의 커뮤니티 운영
- 기타 협력행사 또는 국제행사 참여 추진 및 해당 양국협력에 활용

3. 2007 추진일정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일정은 신입생을 모집하는
일정이다. 참고로 UST의 신입생 모집 관련 일정은 <표 3.13>와 같다.

<표 3.13a> 신입생 모집 관련 일정 (예 : 2007 전기)
구분

일정

과제, 과제책임자 및 교수 임명

비고

- 7.31

모집 수요조사

8.23 - 9.20

약 1개월

모집 요강 공고

9.25

홈페이지

원서접수

일반전형

10.23 - 10.27

특별전형

- 10.27

영어시험

11.5

1차 전형 심사 (서류전형위원회)

11.7

1차 전형 합격자 발표

11.8

2차 전형 (전공별 심층면접)

11.20 - 11.22

교학위원회 심사

11.29

대학원위원회 최종 심사

12.4

최종 합격자 선정 (총장 승인)

12.6

최종 합격자 발표

12.8

입학등록

홈페이지

일반전형

1.3 - 1.5

특별전형

2.14 - 2.16

오리엔테이션

홈페이지

2.22 - 2.23

<표 3.13b> 신입생 모집 관련 일정 (예 : 2007 후기)
구분

일정

모집 수요조사

3월 말

모집 요강 공고
원서접수

5월 초
6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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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최종 합격자 발표

7월 10일 경

입학 등록

8월 초

학기 시작

9월 초

지금까지 검토한 제도, 절차 및 연합대학원의 학사일정을 감안하여, 베트남 학
생 3명을 2007학연도 후기에 입학 시키는 경우에 대한 추진일정을 잠정적으로 [그
림 3.41]와 같이 세워보았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과정 협의 및 준비
협약 체결 (세부내용 포
함)
수요조사 응답
모집요강 공고
원서 접수
최종 합격자 발표
입국 및 등록 조치
수강 준비 조치
학생 관리 및 협력
2단계 교육 협력 추진

[그림 3.41] 2007 교육사업 추진일정
추진일정 항목 중에서 사전에 준비하고 조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독신료 신청
-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제반사항 안내 (교육과정, 응시자격, 요건, 영어 시험,
학사일정 등)
- 기본사항 협의 (학생 수, 수행일정, 비용 부담, 지적 재산권, 휴학/퇴학 문제
등)
- 본 사업과제로 부터 교육비 집행을 위한 계정분리 조치 (예산팀에 본 과제의
계정분리 요청 협조전 발송: 계정분리가 필요한 사유, 분리된 계정의 책임자
명-미계상 과제참여, 예산집행 항목 및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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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국제원자력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제 1 절 국제원자력교육훈련 과정개발과 협력

1. IAEA 교육훈련가정 유치 및 협력
IAEA 지역 간 훈련과정(훈련과정/워크숍/세미나/회의 등)유치는 개발도상국에서
조차도 극히 인프라가 미흡한 국가는 제외하고 모두가 희망한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제2장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자국의 기술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한
자국의 기술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도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특히 IAEA나 RCA사
업에서는 우리가 희망한다고 모두 유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IAEA 지역 간
사업은 회원국들 간에 파트너십을 중요시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IAEA 훈련과정의 안정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첫째
IAEA가 수행하는 지역사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분야를 확대하여야 하며, 둘째
IAEA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교육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어야하고, 셋째 회원
국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RCA사업 등에서 우리나라의 역량을 높이는 것이다. 연수원
은 이러한 추진전략으로 2007년도 IAEA 지역 간 훈련과정 유치계획을 수립하여 8개
과정을 유치할 수 있었다. 2007년도 유치한 IAEA 지역 간 훈련과정의 일정은 <표
4.1>과 같으며, 유치할 수 있게 된 배경을 상기 전략과 연결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연수원이 IAEA 지역사업의 참여를 통해 ANENT 워크숍을 2007년도 유치
하였다. ANENT 사업은 한국이 그 탄생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2007년까지 의장
국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둘째, 일본이 IAEA에 자금을 지원하여 추진하는 ANSN의 교육훈련 사업에 우리
연수원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하는 연수과정을 개설하였다. IAEA는 ANSN
에 참여하는 개발도상국들에게 발전용원자로와 연구용 원자로에 대한 안전성에 관
한 교육훈련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동 분야에 있어 한국의 기술을 인정하고,
또한 원자력연수의 교육훈련프로그램 운영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
로 생각된다.
셋째, RCA 사업에서 우리나라 기술역량 증대를 통해 에너지 계획수립분야와 전
자빔 이용기술 분야에 훈련과정을 유치하였다. 특히 에너지 계획수립분야에서는
IAEA와 교육훈련분야에서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고 IAEA는 아시아 지역에서는 한국
원자력연구소를 교육훈련의 가장 적합한 국가로 판단하고 있다.
넷째, 기술력 홍보를 통한 훈련과정 개최에서는 GEN-IV 분야 국제회의를 유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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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IAEA의 핵심적인 지역 사업에 한국의 참여 분야 나아가 주도적 사업 참여 분
야를 확대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IAEA 지역 간 훈련과정은 모두가 IAEA 프로젝
트 베이스로 추진되기 때문이다.
<표 4.1> 2007년 원자력연수원 국제 교육훈련과정 일정(안)
과정명

일시

1. IAEA/RCA Regional Training Course on
Advanced Neutron Beam Technology and
Application
2. IAEA/RCA Project Final Review Meeting
for RAS8099 & Planning of New Project
3. IAEA Regional Workshop on Development
of ANENT Cyber Platform
4. Vietnamese IAEA Scientific Visit for
HRD
5. IAEA Regional Training Course on
Application of Appropriate IAEA Tools
for Evaluation of Sustainable Energy
Development Strategies for Addressing
Critical Change Issue

26 Feb 2 Mar
(1 Wk)
5-9 Mar
(1 Wk)
2-6 Apr
(1 Wk)
Apr
(2 Wks)
16-27
Apr
(2 Wks)

14-18
May
(1 Wk)
7. IAEA Regional Training Course on
28-31
Optimization of Service Life of Nuclear
May
Power Plants
(1 Wk)
16 Jul8. World Nuclear University (WNU)
24 Aug
Summer Institute
(6 Wks)
9. KOICA/RCA-RO Trainer's Training
30 Aug Course on Non-Destructive Testing
19 Sep
Technology
(3 Wks)
10. IAEA Interface Meeting between Gen-IV 5-9 Sep
PR&PP and INPRO PR&PP Group
(1 Wk)
11. KOICA/IAEA Regional Training Course
11-31 Oct
on Nuclear Energy Policy, Planning and
(3 Wks)
Project Management
6. IAEA Regional Training Course on Safety
Assessment for Nuclear Reactor (EBP)

수강인원 협력담당자
15
15
15

(이한영)
(한경원)

IAEA

15

IAEA/Jalal

10

IAEA/
S-K Lee

(이의진/
안성규)

15

IAEA/
K-S Kang

(이한영)

90

WNU/Nam

(안성규/
이의진)

10

KOICA/
RCA-RO

(강우조)

20

IAEA/박주
환

이의진

15

KOICA/
IAEA

(강우조)

IAEA/
In

(이의진)

Nov
(1 Wk)

3
(국내:
25)

13. FNCA Workshop on Agriculture

Nov
(1 Wk)

20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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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정성
희
IAEA/
Hanamitsu

(이한영)

1

12. IAEA National Workshop on PSA
Application of NPPs

Total

IAEA/이창
희

담당자

(이의진)

(이한영)

FNCA/강시
(강우조)
용

2. KOICA 개도국 기술연수과정 개설 중기계획 합의
가. 배

경

한국원자력연구소는

1988년부터(1990년까지는

한국과학재단)

한국국제협력단

(KOICA)의 예산지원아래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협력하여 개발도상국 연수생 초청
연수과정을 수행하여 왔으며 30여개국가 330여명의 인력양성 실적을 거두었다.
KOICA는 2006년 연수생 초청사업의 구조개편을 단행하면서 국제기구와의 공동연수
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수행기관간의 역할 분담 등을 명확히 하
는 합의록 작성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에 연구소는 KOICA 및 IAEA와 수차례의
협의를 거쳐 합의록(Minutes of the Meeting)을 작성하고 서명하게 되었다.

나. 합의록 내용
합의록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운영 연수과정
- 과정명 : Nuclear Power Policy, Planning and Project Management
- 수행기간 : 2007년 ~ 2009년(3년)
- 연수 초청인원 : 15명
(2) 역할분담
- KOICA : 연수생 초청, 연수생 체재비 및 과정운영경비 지원
- 연구소 : 과정 기획, 운영, 평가 및 장비 지원, 국내강사지원
- IAEA : 연수생 모집, 강사지원(1~2명), 과정Overseeing
(3) 합의록 서명자
- KOICA : 연수사업부장 김병관
- 연구소 : 국제교육훈련 과제책임자 이의진
- IAEA : Thomas Mazour, TC Coordinator for Nuclear Energy Dept.
Naicheng XU, TC Project Responsible Offi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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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KOICA 합의록

3. 영문 교재 개발/편찬

당해 연도에는 국제과정 운영과 관련하여 각 과정에 해당하는 영문교재를 11편
편찬 하였다 ([그림 4.2] 참조). 이와 함께 4개 과정에 대하여 사이버 콘텐츠를
제작하였는데 이는 본 보고서의 앞부분에서 이미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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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영문 교재 편찬

제 2 절 국제 원자력교육훈련과정 운영실적
2006년도에는 13개 과정을 운영하여 1개의 국제기구 및 43개국으로부터 182명을
교육하였다. 교육훈련 수행 총괄 결과는 <표 4.2>과 <표 4.3> 그리고 [그림 4.3]에
정리하여 제시하였으며, 각각의 구체적 내용은 세부 항목별로 기술하였다.

<표 4.2> 2006 국제과정 참가국 현황
참가국

참가인원

참가국

참가인원

Algeria

1

(0.5%)

Kazakhstan

2

(1.1%)

Argentina

2

(1.1%)

Korea

20

(11.0%)

Australia

7

(3.8%)

Malaysia

7

(3.8%)

Austria

11

(6.0%)

Mexico

1

(0.5%)

Bangladesh

9

(4.9%)

Mongolia

2

(1.1%)

Brazil

1

(0.5%)

Myanmar

2

(1.1%)

Bulgaria

2

(1.1%)

Nigeria

1

(0.5%)

Canada

1

(0.5%)

Pakistan

10

(5.5%)

China

11

(6.0%)

Philippines

8

(4.4%)

Costa Rica

2

(1.1%)

Poland

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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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atia

1

(0.5%)

Romania

1

(0.5%)

Cuba

1

(0.5%)

Russia Federation

2

(1.1%)

Czech Republic

1

(0.5%)

South Africa

1

(0.5%)

Egypt

2

(1.1%)

Sri Lanka

7

(3.8%)

France

1

(0.5%)

Syrian Arab R.

2

(1.1%)

Germany

1

(0.5%)

Tanzania

1

(0.5%)

Hong Kong

1

(0.5%)

Thailand

10

(5.5%)

Hungary

1

(0.5%)

Turkey

2

(1.1%)

India

10

(5.5%)

UK

1

(0.5%)

Indonesia

14

(7.7%)

USA

4

(2.2%)

Iran

1

(0.5%)

Vietnam

15

(8.2%)

Japan

1

(0.5%)

총 참가인원

182명

<표 4.3> 국제과정 과정별 참가국 및 참가인원 현황
과 정 명
1.IAEA/RCA Regional
Training Course on Field
Trials of Emergency
Response Capacity

2.IAEA/RCA Regional
Training Course on
Selective Breeding Gene
Technologies

국
제
과
정 3.IAEA Training
Meeting/Workshop on
Exchange of Experience in
Using IAEA's Energy
Models and Assessment of
Further Training Needs

4.Seminar on Nuclear Policy
for Vietnamese High-Level
Decision-Makers

개최기간

참가국 및 인원

비고

Australia 4, Austria 1, China
13-17 March
8개국
2, India 2, Indonesia 2, Korea
(1 week)
총 17명
2, Philippines 2, Sri Lanka 2
Australia 2, Austria 1,
Bangladesh 2, China 1, India
1, Indonesia 2, Korea 2,
3-7 April
Mongolia 1, Myanmar 1,
(1 week)
Pakistan 1, Philippines 1, Sri
Lanka 2, Thailand 1, Vietnam
1
Argentina 1, Austria 2,
Bangladesh 1, Croatia 1,
Cuba 1, Hungary 1, India 1,
24-28 April Indonesia 1, Korea 1, Mexico
(1 week)
1, Nigeria 1, Pakistan 1,
Philippines 1, Russia 1,
Syrian Arab R. 1, Vietnam
1.
19-24 June
(1 w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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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tnam 5.

14개국
총 19명

16개국
총 17명

1개국
총 5명

5.IAEA/RCA Regional
Training Course on
Research Reactor Neutronic
Calculations

3-14 July
(2 weeks)

Indonesia 1, Thailand1,
Vietnam 1, China 2, India 3,
Malaysia 2, Pakistan 2,
Bangladesh 4, Korea 3

9개국
총 19명

6.IAEA/FAO/IUPAC Regional
Workshop on Pesticide
Management

14-16
August
(3 days)

Australia 1, South Africa 1,
Austria 1, USA 1, Thailand
1, Myanmar 1, Pakistan 1,
13개국
Indonesia 1, China 1, India 1, 총 19명
Costa Rica 2, Vietnam 2,
Korea 5.

7.FAO/IAEA National
Workshop : New Trends on
Food

16–18
August
(3 days)

Austria 1, Canada 1, India 1,
Thailand 1, Hong Kong1,
USA 1,

6개국
총 6명
(Korea
68명)

4-8
September
(1 week)

Austria 3, China 1, France 1,
India 1, Indonesia 1, Japan 1,
Kazakhstan 1, Malaysia 1,
Mongolia 1, Pakistan 1,
Philippines 1, Russia
Federation 1, Sri Lanka 2,
Thailand 1, Vietnam 1, UK 1.

17개국
총 19명
(Korea
19명)

8.IAEA Technical Meeting on
the Asian Network for
Education in Nuclear
Technology(ANENT)

9.KOICA-RCARO Training
11-30
course on training instructor September
for
(3 weeks)

10.KOICA/IAEA training
course on Nuclear power
policy, planning and project
management

9-27
October
(3 weeks)

11.IAEA Regional Training
Course on Safety
Assessment and Verification
for Nuclear Reactors

6-10
November
(1 week)

Bangladesh 1, China 1,
Pakistan 1, Sri Lanka 1,
Thailand 1, Vietnam 1,
Indonesia 2, Philippines 2.
Algeria 1, Bangladesh 1,
China 1, Egypt 1, Indonesia
1, Iran 1, Kazakhstan 1,
Malaysia 1, Pakistan 1,
Philippines 1, Syria 1,
Tanzania 1, Thailand 1,
Turkey 1.

8개국
총 10명

14개국
총 14명

China 1, Indonesia 3,
Malaysia 3, Thailand 3,
Vietnam 2.

5개국
총 12명

12.IAEA Technical Meeting on
Use of Advanced Safety
Assessment Methods for
13-17
Evaluation of NPP Upgrades
November
including Control Room
(1 week)
Modernization with
Consideration of
Human-System Issues

Argentina 1, Austria 1,
Bulgaria 1, China 1, Czech
Republic 1, Germany 1,
Korea 6, Pakistan 1.

8개국
총 13명

13. IAEA 3rd Research
Co-ordination Meeting on

Austria 1, Brazil 1, Bulgaria 11개국
1, Egypt 1, Korea 1, Pakistan 총 12명

4-8
Dec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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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ling of Degradation
Effects in Radiation
Processing of Polymers"
합계:
참가

(1 week)

13 개 과정, 총 1개 국제기구, 43개국

1, Poland 1, Romania1,
Turkey 1, USA 3, Vietnam 1.
총 참가인원

182 명

[그림 4.3] 2006 국제과정 참가국 및 참가인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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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AEA/RCA Regional Training Course on Field Trials of
Emergency Response Capacity (IAEA/RCA
방사선비상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실무 훈련과정)

가. 개최 배경 및 목적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사성물질의 사용이나 원자력 시설 운영을 위해서는
적절한 비상대응 절차가 필요하다. 방사성물질의 이용 증가 추세에 따라 방사선비
상대응 조치는 점진적으로 중요한 사항으로 IAEA를 포함하여 각국에서 필요로 하는
요원 훈련을 실시하여, 회원국의 기술 수준 향상과 최신 정보 제공 및 교류를 도모
하기 위한 것이다.
금번 과정은 RCA 회원국에 방사선비상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다른
국가에서 수행하고 있는 비상대응 방법의 비교 평가와 훈련의 필요성을 주지시키며
회원국가간의 상호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임. 이번에 개최되는 실무

훈련과정은 2006년 10월에 중국에서 개최 예정인 방사선 테러대비 훈련과정의 전단
계로 훈련 내용을 접목시키기 위한 것이다.

나. 일정 및 장소
○ 일 시 : 2006. 3. 13(월) ～ 3. 17.(금) (5일간)
○ 장 소 : 한국원자력연구소 INTEC 2층 국제회의실
○ 주 관 : 한국원자력연구소
○ 후 원 : IAEA 및 과학기술부

다. 교과 내용 및 일정 (시간표)
본 과정은 3가지의 방사선 비상 대처를 위한 실무 훈련과 비상 대응에 대한 보
고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
- 방사선사고 발생 인접 국가에 살포된 방사선의 영향
- 오염 지구로부터 확산된 지역에 대한 영향
- 방사성물질의 오염에 따른 영향
본 실무 훈련과정은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 하에서 운영된다.
- 각국별로 팀을 구성하여 밀봉선원의 위치 추적
- 방호복 착용 후 오염 검사 수행
- 방사선 측정 및 방사선 방호 및 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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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실무 훈련을 위해 밀봉 및 개봉선원을 사용하여 ALALA 를
적용하여 방사선 오염을 방지토록 하게 된다.

<표 4.4> IAEA Field Trails on Emergency Response 일정
Date
March 13, 2006
(Monday)

March 14,2006
(Tuesday)

March 15,2006
(Wednesday)

March 16,2006
(Thursday)
March 13,2006
(Friday)

Detail Time Schedule
•Country Presentations
•Contamination, dose-rate, gamma spectrometry, Air sampling
•Explanation on Tuesday’s Scenarios
•Scenario 1 Gamma source
•Scenario 2 Contamination
•Teams Work
Teams A, B, C, D and E Scenario 1
Teams F, G, H and I Scenario 2
•Scenario 1 and 2 team presentation
•Overview of RA and RCA RO Activities
(Mr. J. K. Chung, RCARO)
•Scenario 3 air sampling
•Review Scenario 3
•Briefing on Scenario 4
•Scenario 4 International Field Team exercise
•Review Scenario 4
•KAERI Slide Presentation & Visit to KAERI Facilities
•Review Week - Future exercises and networking

라. 참가자 명단 및 강사 명단
본 과정에 참가한 인원은 8개국으로 부터 16명이었다 (<표 4.5>참조). 한편 강
사요원은 IAEA 및 호주로부터 3명이 참가하였다. 참가국은 호주, IAEA, 인도, 중
국,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그리고 한국이었다.

<표 4.5> IAEA Field Trails on Emergency Response 참가자 명단
No

1.

Country

AUSTRA
LIA

Participants
Mr. Jaippakash MISHRA
Australian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Organisation
(ANSTO)
Safety and Radiation Services Division
Private Mail Bag 1
Menai 2234
NSW
Australia
Tel : 0061 2 97173443 / Fax : 0061 2 97179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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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USTRA
LIA

3.

CHINA

4.

CHINA

5.

INDIA

6.

INDIA

7.

INDONES
IA

Email: jmi@ansto.gov.au
Mr. Werner REYNOLDS
Australian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Organisation
(ANSTO)
Safety and Radiation Services
New Illawarra Road, Lucas Heights
Menai 2234
NSW
Australia
Tel : 0061 2 97173882 / Fax : 0061 2 97179266
Email: werner.reynolds@ansto.gov.au
Mr. Ling CHEN
China National Nuclear Corp. (CNNC)
China Institute of Atomic Energy (CIAE)
P.O. Box 275-24
Beijing 102413, China
Tel : 0086 10 69358164 / Fax :0086 10 69358270
Email: chenling@iris.ciae.ac.cn
Mr. Aiming ZHANG
China National Nuclear Corp. (CNNC)
China Institute of Radiation Protection (CIRP)
102 Xuefujie
P.O. Box 120
Taiyuan 030006 Shanxi, China
Tel : 0086 351 2203034 / Fax : 0086 351 7020407
Email: ********
Mr. Kalyanasundaram NATARAJAN
Department of Atomic Energy (DAE)
Bhabha Atomic Research Centre (BARC)
Division of Radiation Safety Systems
Trombay
Mumbai 400 085
Maharashtra, India
Tel : 0091 22 25594314 / Fax: 0091 22 25505311
Email: nkalyan@magnum.barc.ernet.in
Mr. Shivaji Krishna PAWAR
Bhabha Atomic Research Centre (BARC)
Tarapur Atomic Power Station 3 & 4
Tarapur
Thane 401 502
Maharashtra, India
Tel : 0091 2525 282008 / Fax: 0091 2525 282072
Email: skpawar@npcil.co.in
Mr. Soeryaningprang MANSOER
Nuclear Energy Regulatory Agency (BAPETEN)
Jl. Gajah Mada 8
P.O. Box 4005 JKT 10040
10120 Jakarta, Indonesia
Tel : 0062 21 63858269 / Fax: 0062 21 6358275
Email: s.ningprang@bapeten.g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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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INDONES
IA

9.

PHILIPPI
NES

10.

PHILIPPI
NES

11.

SRI
LANKA

12.

SRI
LANKA

Mr. Dedik Eko SUMARGO
Nuclear Energy Regulatory Agency (BAPETEN)
Directorate for Technical Support and Nuclear Emergency
Preparedness
Jl. Gajah Mada 8, Central Jakarta
P.O. Box 4005
10210 Jakarta, Indonesia
Tel : 0062 21 63856518 / Fax: 0062 21 6302187
Email: d.sumargo@bapeten.go.id
Mr. Jose CALAYCAY
Philippine Nuclear Research Institute (PNRI)
Commonwealth Avenue, Diliman
P.O. Box 213
Quezon City 1101
Philippines
Tel : 00632 9201646 / Fax : 0063 2 9201646
Email:********
Ms. Estrella CASERIA
Philippine Nuclear Research Institute (PNRI)
Commonwealth Avenue, Diliman
P.O. Box 213
Quezon City 1101 ,Philippines
Tel : 0063 2 929 6011 / Fax : 0063 2 920 1646
Email: escaseria@pnri.dost.gov.ph
Mr. Kurukulasuriya Neel Roshan FERNANDO
Atomic Energy Authority
60/460, Baseline Road
Orugodawatta
Wellampitiya, Sri Lanka
Tel : 0094 11 2533427 / Fax : 0094 11 2533448
Email: srlaea@slt.lk
Mr. Anuruddha JAYALATH
Atomic Energy Authority
60/460, Baseline Road
Orugodawatta
Wellampitiya, Sri Lanka
Tel : 0094 11 2533449 / Fax : 0094 11 2533448
Email: srlaea@slt.lk

13.

KOREA,
REPUBLI
C OF

Mr. Jong Il LEE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KAERI)
Department of Health Physics
Yuseong-gu P.O. Box 105 Daejeon 305-600 Korea, Republic of
Tel : 0082 42 8688409 / Fax : 0082 42 8688609
Email: jilee2@kaeri.re.kr

14.

KOREA,
REPUBLI
C OF

Mr. Tae-Young LEE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KAERI)
Department of Nuclear Emergency Preparedness
Yuseong-gu P.O. Box 105 Daejeon 305-600 Korea, Republic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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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 0082 42 8688139
Email: tylee1@kaeri.re.kr

<표 4.6> IAEA Field Trails on Emergency Response 강사 명단
Country

1.

Australia

2.

Australia

3.

Austria

Name & Address
Mr. Brian HOLLAND
Australian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Organisation
(ANSTO)
Safety and Radiation Services Division
Private Mail Bag 1
Menai 2234
NSW
Australia
Tel.: 0061 2 97173542 / Fax:0061 2 97179266
Email: brian.holland@ansto.gov.au
Mr. David Alexander WOODS
Australian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Organisation
(ANSTO)
Safety and Radiation Services
Private Mail Bag 1
Menai 2234
NSW
Australia
Tel.: 0061 2 97173578 / Fax:0061 2 97179266
Email: daw@ansto.gov.au
Mr. Peter ZOMBORI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Department of Nuclear Safety and Security
Division of Radiation, Transport and Waste Safety
Radiation and Transport safety Section
Protection in Intervention Unit
Wagramerstrasse 5
P.O. Box 100
1400 Wien
Austria
Tel.: 0043 1 2600 22503 / Fax:0043 1 26007
Email: P.Zombori@iaea.org
Internet: http://www.iaea.org

마. 과정 평가 및 기대효과
본 훈련과정에 대한 국제과정 표준설문서에 응답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그림
4.4] 에 표시한 바와 같이 총괄만족도 5점 만점에 평균 4.5 로 나타나 기술적인 면
에서나 행정지원측면에서 만족도가 아주 높은 것으로 평가 되었다.
한 세부 사항은 (부록 3) 에 수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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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에 대

( Av e r age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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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IAEA Field Trails on Emergency Response 총괄 만족도
본 훈련과정은 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선 비상에 대비한 체계적인 교육훈련과정으
로 참가자들은 자국에서 실제 방사선 비상훈련에 사용하는 기자재를 반입하여 실무
훈련에 참가하였다. 실무훈련에는 실제로

방사선 누출 및 오염사고에 대응하여 방

사선측정기를 사용하여 누출된 방사선원을 찾아내고 오염을 제거 시키는 훈련이 포
함 되었다. 이 과정은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발전소 및 원전시설에서의 사고에 대비
한 훈련에 적용될 수 있으며 인근 국가와의 방사선 누출 사고에 대비한 공동 대처
방안 등을 모색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본 실무훈련과정은 장차 방사선 사고에 대비한 다국적 지원체제 및 대응에 기여
하며 중국에서 개최 되는 방사선 테러대비 훈련과정에 대비한 실무 훈련으로 활용
된다.

2. IAEA/RCA Regional Training Course on Selective Breeding
Gene

Technologies (첨단 육종기술을 이용한 가축개량)

가. 개최 배경 및 목적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가축개량을 위한 최신의 정책, 연구방향을 제시하고 통
계육종학적 기법 등의 전수를 통하여 아시아, 태평양지역 회원국(RCA 회원국)의
가축개량 능력 향상을 위하여 이번 훈련과정을 개최하게 되었다. 특히, 호주 뉴잉글
랜드 대학의 마살(Marshall)교수와 이상홍 박사를 초청하여 가축개량 선진국인 호
주의 최신 정보와 기술을 회원국 참가자들에게 전수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번 훈련
과정은 농촌진흥청 산하 축산연구소와 한국원자력연구소가 공동으로 주관하였다.

이번 훈련과정의 목적은 IAEA의 아시아. 태평양지역(RCA) 회원국의 가축개량을
위한 정보교류와 최신 연구기법 및 동향에 대한 강의와 실습을 통하여 가축개량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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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향상을 기하는 것이다.

나. 개최기간 및 장소
ㅇ 개최기간 : 2006.4.3 - 4.7(1주)
ㅇ 개최장소 : 한국원자력연구소 국제원자력교육훈련센터

다. 주요 내용
ㅇ 각국의 가축개량을 위한 정책과 연구방향에 대한 상호 정보교환 및 토의
ㅇ 통계육종학적 방법인 BLUP 모델 강의, 실습
ㅇ 분자육종학에 이용되는 최신 QTL 지도법 강의, 실습
ㅇ 관계기관방문 : 남원 동물유전자원시험장

라. 참가인원 및 참가자 명단
훈련참가자는 13개국 16명이고, 강사는 총 3명으로서 IAEA 1명 및 호주 2명이
었다. 국별 참가인원은 <표 4.7>과 같다. 한편 훈련생에 대한 세부 사항은 <표
4.8>에 그리고 강사들에 대한 세부 사항은 <표 4.9>에 제시하였다.

<표 4.7> Training Course on Selective Breeding Gene Technologies 참가인원
참가국
방글라데시
중
국
인
도
인도네시아
몽
골
미 얀 마

참가인원
2
1
1
2
1
1

참가국
파키스탄
필 리 핀
스리랑카
태
국
베 트 남
한
국

참가인원
1
1
2
1
1
2(옵서버3)

<표 4.8> Training Course on Selective Breeding Gene Technologies 참가자 명단
No

1.

2.

Country

BANGLADESH

BANGLADESH

Participants
Mr. MD Ruhul AMIN
Bangladesh Agricultural University (BAU)
Department of Animal Breeding and Genetics
Mymensingh 2202 Bangladesh
Tel : 00880 91 556952610 / Fax : 00880 91 55810
Email: abgbaura@royalten.net.bd
Mr. Jahangir HOSSAIN
Bangladesh Milk Producer's Cooperative Union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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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5.

6.

7.

8.

CHINA

INDIA

INDONESIA

INDONESIA

MONGOLIA

MYANMAR

139-140, Tejgoan Industrial Area
P.O. Box 698
Dhaka 1208 Bangladesh
Tel : 00880 2 9897927 / Fax :00880 2 9889873
Email: milkcoop@bangla.net
Mr. Yueming WU
Zhejiang University
College of Animal Sciences
Hangzhou 310029
Zhejiang China
Tel : 0086 571 86971930 / Fax : 0086 571 86971930
Email: ymwu@zju.edu.cn
Mr. Parkash SINGH
Punjab Agricultural University
Department of Animal Reproduction Gynaecology & Obstetrics
Ludhiana 141 004
Punjab India
Tel : 0091 161 400917 / Fax : 0091 161 400 822
Email: parkashsingh@satyam.net.in
Mr. Asep GUNAWAN
Bogor Agricultural University
Faculty of Animal Science
Laboratory of Animal Breeding and Genetics
Bogor Indonesia
Tel : 0062 251 628378 Fax : 0062 251 628379
Email: ********
Mr. Irawan SUGORO
National Nuclear Energy Agency (BATAN)
Centre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of Isotopes and Radiation
Technology
Jl. Cinere, Pasar Jumat
P.O. Box 7002 Jkskl
Jakarta 12440 Indonesia
Tel : 0062 21 7690709 202 / Fax : 0062 21 7513270
Email:********
Mr. Batsukh ZAYAT
Institute of Veterinary Medicine
Zaisan
Ulaanbaatar 210153 Mongolia
Tel : 00976 11 341553 / Fax : 00976 11 341553
Email: zbatsukh@magicnet.mn
Ms. Htwe Htwe AYE
Yangon Technological University
Department of Biotechnology
Insein Road
Yangon
Gyogone
Myanmar
Tel : 0095 1 664233 Fax : 0095 1 650685
Email: most18@myanmar.com,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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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0.

11.

12.

13.

14.

PAKISTAN

PHILIPPINES

SRI LANKA

SRI LANKA

THAILAND

VIETNAM

15.

KOREA,
Republic of

16.

KOREA,

Mr. Mujahid HUSSAIN
Pakistan Atomic Energy Commission (PAEC)
Nuclear Institute for Agriculture and Biology (NIAB)
Jhang Road
P.O. Box 128
Faisalabad 38950 Pakistan
Tel : 0092 41 654221 / Fax : 0092 41 654213
Email: niab@fsd.paknet.com.pk
Ms. Maria Lucia COBAR
Philippine Nuclear Research Institute (PNRI)
Commonwealth Avenue, Diliman
P.O. Box 213
Quezon City 1101 Philippines
Tel : 0063 2 9296011 / Fax : 0063 2 9201646
Email: ********
Mr. Pupulewatte Gedera Anil PUSHPAKUMARA
University of Peradeniya
Faculty of Veterinary Medicine and Animal Science
Peradeniya Sri Lanka
Tel : 0094 81 2395959 Fax : 0094 81 2389136
Email: pganil@pdn.ac.lk
Mr. Ponweera Arachchige Basil Douglas ALEXANDER
Dept. of Farm Animal Production and Health, University of
Peradeniya
Faculty of Veterinary Medicine and Animal Science
20400 Peradeniya Sri Lanka
Tel : 0094 81 2395959 Fax : 0094 81 5673241
Email: pganil@pdn.ac.lk
Ms. Jureeratn SANPOTE
Department of Livestock Development
Tivanont Road, Bang-Kadi,
Pathum Thani 12000 Thailand
Tel : 0066 2 9679791 / Fax : 0066 2 5011386
Email: ********
Mr. Nguyen Huu TINH
Institute of South Agricultural Science
121 Nguyen Binh Khiem, Distric 1
Ho Chi Minh City Vietnam
Tel : 0084 8 9100490 / Fax : 0084 8 8297650
Email:********
Mr. Chang-Yeon CHO
Animal Genetic Resources Station
National Livestock Research Institut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San #4, Yongsanri, Unbong-eup
Jeollabuk-do
Namwon-si 590-832 Korea, Republic of
Tel : 0082 63 6203537 / Fax : 0082 63 6203592
Email:bloodtype@rda.go.kr
Mr. Yong-Min 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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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ublic of

17.

KOREA,
REPUBLIC OF
* Part time
observer

18.

KOREA,
REPUBLIC OF
* Full Time
observer

19.

KOREA,
REPUBLIC OF
* Full Time
observer

Animal Genomics and Bioinformatics Division
National Livestock Research Institute
564 Omockchen-dong, Suwon, 441-706
Republic of Korea
Tel : 82 31 290 1607 / Fax : 82 31 290 1602
Email: variance@rda.go.kr
Mr. Jong-Joo KIM
Professor, School of Biotechnology
Yeoungnam Univ.
Daedong Gyeonsan-gun Gyeongbuk, 712-749, Korea
Tel : 82 53 8103027 / Fax : 82 53 811 2980
Email : kimjj@ynu.ac.kr
Ms. Yun-Mi LEE
Graduate Student, School of Biotechnology
Yeoungnam Univ.
Daedong Gyeonsan-gun Gyeongbuk, 712-749, Korea
Tel : 82 53 8103598 / Fax : 82 53 811 2980
Ms. Jung-Hwa LEE
Graduate Student, School of Biotechnology
Yeoungnam Univ.
Daedong Gyeonsan-gun Gyeongbuk, 712-749, Korea
Tel:82 53 8103598 / Fax : 82 53 811 2980

<표 4.9> Training Course on Selective Breeding Gene Technologies 강사 명단
No

1.

2.

3.

Country

Australia

Australia

IAEA

Lecturers
Mr. Sanghong Lee
University of New England School of Rural Science and
Agriculture
Armidale 2351, NSW, Australia
phone: 0061 2 67732747 / fax: 0061 2 67733275
e-mail: slee7@metz.une.edu.au
Ms. Karen Marshall
University of New England School of Rural Science and
Agriculture
Armidale 2351, NSW, Australia
phone: 0061 2 67732264 / fax: 0061 2 67733275
e-mail: kmarsha2@metz.une.edu.au
Mr. Paul John Boettcher
Technical officer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IAEA)
Phone : 43 1 2600 26048 / Fax : 43 1 26007
e-mail : p.j.boettcher@ia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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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강의교과목, 강사 및 일정표
강의교과목, 강사 및 훈련과정 일정은 다음 <표 4.10>과 같다.

<표 4.10> Training Course on Selective Breeding Gene Technologies 일정
Date

April 3,
2006
(Mon)

April 4,
2006
(Tue)

April 5,
2006
(Wed)
April 6,
2006
(Thu)

April 7,
2006
(Fri)

Session Topic
•Course overview and review of breeding program design
•Building blocks of quantitative genetics
•Response to selection Ⅰ
•Exercises on response to selection
(group work)
•Exercises on response to selection
(simulations)
•Response to selection Ⅱ
•Properties of estimating BVs
•Multiple trait selection
•Properties of BLUP
•Multiple trait selection practice
•Introduction of RACRO
•Selection strategies practice
•BLUP animal model
•Exercises on BLUP
•Talks by conversation geneticists
•Field trip - Visit Animal Genetic Resources Station of
NLRI(at Nam-Won)
•Inbreeding and optimal contribution theory
•Genetics of small populations
•Demonstration of BLUP software
•Molecular makers
•Use of molecular makers in breeding
•QTL mapping
•QTL mapping practical
•Gene discovery
•Final
discussion(combining
molecular
and
conventional
approaches to breeding programs)

Lecturer
Karen
Karen
Karen
Karen
Karen
Karen
Karen
Karen
Karen
Karen
Chung
Karen
Lee
Lee

Karen
Karen
Paul
Karen
Karen
LEE
LEE
Karen
Karen

바. 과정평가 및 기대효과
본 훈련과정에 대한 원자력연수원의 국제과정 표준설문서에 응답한 결과는 [그
림 4.5] 에 표시 하였으며 총괄만족도 평균 5점 만점에 4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부록 3)에 수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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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Training Course on Selective Breeding Gene Technologies 총괄 만족도

3. IAEA Training Meeting/Workshop on Exchange of Experience
in Using IAEA's Energy Models and Assessment of Further
Training Needs (IAEA 에너지 모델에 대한 회원국의 활용사례
발표 및 추가 훈련수요 평가 워크숍)

가. 개최 배경 및 목적
IAEA는 지난 수년 동안 에너지모형에 대한 프로그램을 회원국에 배포하였으며
동 모형은 100여개가 넘는 회원국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IAEA 에너지 모형으로
는 WASP를 비롯하여 MAED, ENPEP, MESSAGE, FINAPLAN, SIMPACTS 등이 있다. 본 워
크숍에서는 IAEA 에너지 모형의 활용 사례 발표 및 경험 교류를 통해 에너지 모형
의 효율적 활용의 장을 마련하고, 에너지 모형에 대한 향후 교육 필요성을 평가하
여, 궁극적으로는 회원국의 합리적인 에너지계획 수립에 기여하고자 함

나. 개최 일정 및 장소
○ 일 시 : 2006. 4 24(월) ～ 4. 28.(금) (5일간)
○ 장 소 : 한국원자력연구소 INTEC 2층 국제회의실
○ 주 관 : IAEA
○ 주 최 : 한국원자력연구소
○ 후 원 : 과학기술부
○ 참가자 : 17개국 20명, IAEA 1명 총 21명
- 아르헨티나, 방글라데시, 크로아티아, 쿠바, 헝가리, 인도, 인도
네시아, 이란, 리투아니아, 멕시코,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필리핀, 러시아, 시리아, 베트남, IAEA,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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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과 내용 및 일정 (시간표)
본 과정에서는 IAEA에너지 모형의 활용 사례에 대한 각국의 발표 및 경험을 서
로 교류하고, 이를 바탕으로 IAEA 에너지 모형에 대한 추가 교육 필요성 검토를
하게 됨.

<표 4.11> Training Meeting/Workshop on Exchange of Experience 일정
Date

April 24, 2006
(Monday)

April 25, 2006
(Tuesday)

April 26, 2006
(Wednesday)

April 27, 2006
(Thursday)
April 28, 2006
(Friday)

Detail Time Schedule
•Workshop objectives, programme and expected outcome
•Presentation by Argentina followed by discussion
•Presentation by Bangladesh followed by discussion
•Presentation by Croatia, followed by discussion
•Presentation by Cuba followed by discussion
•Summary
•Presentation by Hungary, followed by discussion
•Presentation by India, followed by discussion
•Presentation by Indonesia, followed by discussion
•Presentation by Iran, followed by discussion
•Presentation by Lithuania, followed by discussion
•Presentation by Mexico, followed by discussion
•Summary
•Presentation by Nigeria followed by discussion
•Presentation by Pakistan followed by discussion
•Presentation by Philippines followed by discussion
•Presentation by Russia followed by discussion
•Presentation by Syria followed by discussion
•Presentation by Vietnam followed by discussion
•Conclusions and Recommendations
•IAEA’s support for Capacity Building
•Discussion on Impact of efforts in the recent past
•Discussion on future needs
•Drafting Recommendations
•Discussion on Recommendations
•Technical Visit
•Visit to Korea Energy Management Corporation in Yongin

라. 참가 대상 및 참가자 명단
<표 4.12> Training Meeting/Workshop on Exchange of Experience 참가자 명단
NO
1.

Country

Argentina

Participants
Mr. Norberto Ruben Coppari
Comisión Nacional de Energía Atómica
Centro Atomico Constituyen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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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4.

5.

6.

7.

8.

Argentina

Bangladesh

Croatia

Cuba

Hungary

India

Indonesia

Avda General Paz 1499
San Martín (1650), Buenos Aires
Tel:54-11-6772-7422 / Fax:54-11-6772-7357
E-mail: coppari@cnea.gov.ar
Mr. Juan Antonio Legisa (invited at his own expenses)
Secretaría de Energía
Av. Paseo Colon 171 Oficina 901
Tel:54-11-4349-8030 / Fax:54-11-4349-8042
E-mail: nmugue@mecom.gov.ar, juanlegisa@ciudad.com.ar
Mr. Mohammad Shawkat Akbar
Nuclear Power and Energy Division
Bangladesh Atomic Energy Commission (BAEC)
4, Kazi Nazrul Islam Avenue
P.O. Box No. 58
Dhaka-1000 Bangladesh
Tel:88-2-8611528 / Fax:88-2-8613051
E-mail: ********
Mr. Mladen Zeljko
Energy Institute Hrvoje Pozar
Savska cesta 163
P.O. Box 141
10000 Zagreb
Croatia
Tel:+38516326186 (office) / Fax:+38516040599
E-mail: mzeljko@eihp.hr
Ms. Leonor Turtós Carbonell
Cubaenergia
Agencia Energía Nuclear y Tecnologías de Avanzada
Tel:206 20 65, 202 75 27 / Fax:(537) 2041188
E-mail: leonort@cubaenergia.cu
Mr. István Frányó (cost free expert)
Operations Training Section
Paks NPP Ltd.
Tel:+36 75 50 84 47 / Fax:+36 75 50 71 22
E-mail: franyo@npp.hu
Mr. Bhim Prasad Chaurasia
Corporate Planning Group
Nuclear Power Corporation of India Ltd II-N-9, VSB, NPCIL
Anushaktingar
400094 Mumbai
India
Tel:0091-22-95991137 / Fax:0091-22-25991248
E-mail: bpchaurasia@npcil.co.in
Mr. Edwaren Liun
Center for Nuclear Energy Development National Nuclear
Energy Agency (BATAN)
Jl. Kuningan Barat, Mampang Prapatan
P.O. Box 4390 Jakarta 12710
Indone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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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0.

11.

12.

13.

14.

Iran

Tel:+62-21-5204243 / Fax:+62-21-5204243
E-mail: ********
Mr. Majid Saghafi (invited at his own expenses)
Atomic Energy Organization of Iran – AEOI
End of kargar
P.O. Box 14155-1339
Tehran Iran
Tel: 9821 88008369 / Fax:9821 88008369
E-mail: msaghafi@aeoi.org.ir

Iran

Mr. Mostafa Tavanpour Paveh
Energy Planning Department
Energy Division Building
End of Poonak Bakhtari Ave.
Shahrak Qods
P.O. Box 14665-165
Tehran Iran
Tel:9821 88084797 / Fax:9821 88084682
E-mail: m_tavanpour@iranenergy.org.ir

Iran

Mr. Reza Goodarzi Rad (invited at his own expenses)
Energy Planning Department
Energy Division Building
End of Poonak Bakhtari Ave.
Shahrak Qods
P.O. Box 14665/165
Tehran Iran
Tel:9821 88084797 / Fax:9821 88084682
E-mail: ********

Lithuania

Mexico

Nigeria

Mr. Arvydas Galinis
Lithuanian Energy Institute
Breslaujos str. 3
LT-44403
KaunasLithuania
Tel:370 37 401957 / Fax:370 37 351271
E-mail: galinis@isag.lei.lt
Mr. Rafael Narváez Ávila
Departamento del Plan de Expansión
Comisión Federal de Electricidad
Paseo de la Reforma No. 164, piso 8
Col. Juárez, C. P. 06600
México D. F.
Tel:(52 55) 5229 4400/80079 y 80080 /
Email: rafael.narvaez01@cfe.gob.mx

Fax:(52 55) 5229-4537

Mr. Abubakar S. Sambo
Energy Commission of Nigeria Plot 701c Central Area
P.M.B. 358, Garki P.O. Abuja , FCT
Nigeria
Tel:+234 9 5234923 / Fax:+234 9 5234925
E-mail: ecn@hyperia.com, officialmail@energy.gov.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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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energy.gov.ng

15.

16.

Pakistan

Philippines

Mr. Muhammad Latif
ASAG Pakistan Atomic Energy Commission
P. O. Box 1114
Islamabad
Pakistan
Tel:929207793 / Fax:92 51 9204908
E-mail: asag@comsats.net.pak
Ms. Lana Rose A. Manaligod
Energy Policy and Planning Bureau
Department of Energy
Fort Bonifacio Metro Manila
Philippines 1201
Tel:(632) 8401780/8401401 loc. 238 /
E-mail: ladato@doe.gov.ph,********

Fax:(632) 8401780

Mr. Sergey Yugay
Institute of Physics and Power Engineering IPPE
Bondarenko Square 1
249 020 Obninsk, Kaluga Region
17.
Russia
The Russian Federation
Tel:+7 (08) 439 9 8413 /
Fax: +7 (095) 230 23 26 or 230 24 20
E-mail: svyu@ippe.ru
Mr. Ali Hainoun
Atomic Energy Commission of Syria (AECS)
17 Nisan, Kafrsousah
19. Syrian Arab R. P.O. Box 6091 Damascus, SYRIAN ARAB REPUBLIC
Tel:+963 11 2132580 / Fax:+963 11 6112289
E-mail: ahainoun@aec.org.sy,
A.Hainoun@gmx.net, tomic@aeclorg.sy
Mr. Le Doan Phac
Department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20.
Vietnam
VAEC 59 Ly Thuong Kiet, Hanoi, Vietnam
Tel:84-4-942 0266 / 84-4-942 3479 / Fax:84-4-942 4133
E-mail: ********

21.

22.

IAEA

Mr. Ahmed Irej Jalal
Scientific Secretary
Unit Head – Planning and Economic Studies Section
Department of Nuclear Energy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Wagramer Strasse 5, P.O. Box 100
A-1400 Vienna, Austria
Tel:(43-1) 2600 22780 / Fax:(43-1) 2600 29598
E-mail: A.Jalal@iaea.org

Korea

Mr. Man-Ki Lee (cost-free participant)
Head, Economic Analysis Department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150 Dukjin-dong,
Yus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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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jon, 305-353,
Korea,
Tel:+82 42 868 2145 / Fax:+82 42 861 7521
E-mail: mklee@kaeri.re.kr

마. 과정 평가 및 기대효과
본 훈련과정에 대한 국제과정 표준설문서의 응답 결과는 [그림 4.6] 에 표시한
바와 같이 총괄만족도 5점 만점에 4.5로 나타났으며 기술적인 측면의 교과내용 편
성이나 행정적인 지원에 우수한 결과로 평가 되었다.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부록
3) 에 수록 하였다.

10

9
( Av e rage 4.5)

5

3
1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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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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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Training Meeting/Workshop on Exchange of Experience 총괄 만족도

본 훈련과정은 IAEA 와 우리연구소 INTEC 간의 특별 협력사업으로 추진된 과정
으로 IAEA 에서는 미국의 ANL, 독일의 Karlsruhe 및 우리연구소 INTEC 등 3개 기관
을 국제연수 우수기관으로 선정하였으며 IAEA 특별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된 연수과
정이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분야에서 RCA 국가의 Lead country 역할을 맡고 있으며
본 과정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에너지 모형 개발과 회원국의 수요를 반영하여 향
후 계획 수립에 반영 하게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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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eminar on Nuclear Policy for Vietnamese High-Level
Decision-Makers (베트남 원자력 고위 정책자 세미나)

가. 개최 배경 및 목적
베트남은 자국의 원자력발전사업도입 추진을 위해 한국의 원자력 기술자립 경험
과 정책에 관해 관심을 표명하고 한국과의 협력을 희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
에서, 한국 측은 베트남의 요청에 따라 2001년, 2002년 2차례에 걸쳐 KAERI에서 베
트남 고위 원자력 정책 인사를 초빙하여 “베트남 고위 원자력 정책 세미나(1주간)”
을 제공한 바 있다. 최근에 베트남은 베트남 과학 기술부 및 원자력 위원회가 주도
하는 원자력 고위 정책 담당자(당, 국회, 행정부 고위층)를 위한 정책 세미나를 한
국이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주길 희망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은 2005년 11월 과학기
술부 총리 베트남 방문 시 베트남 측에 베트남 고위 원자력 정책 세미나를 한국이
제공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동 사업은 과학기술 부총리의 제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루어졌다.
본 세미나의 목적은 베트남 정당, 국회 및 정부로부터의 고위 원자력 정책 담당자
들에게 원자력 정책, 원자력 에너지 개발 사업의 기획 및 추진에 관한 정보를 제공
하는 것이다. 특히 한국이 지난 30년간 축적한 경험을 공유하고, 원자력 발전관련
시설을 견학하도록 하고자 하였다.

나. 일정 및 장소
본 회의의 개최 일자 및 장소는 다음과 같다.
- 개최 일자: 2006년 6월 19일-24일 (1주일)
- 개최 장소: 한국원자력연구소 원자력연수원 국제원자력교육훈련센터 (INTEC)

다. 회의 내용 및 일정
본 세미나는 강의와 토론 그리고 산업 시찰로 구성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편, 세미나 일정은 <표 4.13>에 제시하였다.
- 한국의 원자력 이용개발 정책
- 한국의 원자력 R&D 현황 및 이용개발
- 한국의 원자력 기술자립 정책과 표준형 원전(OPR 1000) 개발
- 원자력법과 규제제도
- 연구용 원자로 이용개발
- 핵연료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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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표준형원전(OPR) 개발
- NSSS 기기 및 부품 기술자립경험
- 신형 원자로 개발
- 원자력발전 현황과 베트남과의 인력양성협력
- 원자력 시설 현장 시찰(과기부, 한수원/한전, 두산중공업, 고리 원전, A/E,
핵연료 제조시설, 규제기관, 방사선의료, 연구시설 등).

<표 4.13> Seminar on Nuclear Policy for Vietnamese 세부 일정
Date

19 June,
2006
(Mon)

20 June,
2006
(Tue)

21 June,
2006
(Wed)

22 June,
2006
(Thu)

23 June,
2006
(Fri)

Detail Time Schedule
- KERI,KNFC •KAERI Slide Presentation
•P1:Status of Nuclear R&D in Korea (KAERI, W. S. Park)
•P2:National Policy on Nuclear Energy Development (KAERI, P. E. Jun)
•P3:Experiences on Research Reactors in Korea (KAERI, B. J. Jun)
•Technical Visit to HANARO Research Reactor
•Technical Visit to Korea Nuclear Fuel Company (KNFC)
•P4:Experience in Development of Nuclear Fuel (KNFC, K. T. Kim)
- KAERI, KOPEC, KINS •P5:Korean Localization Policy and Experience in Development of OPR
1000 (KOPEC, J. H. Baik)
•P6:Development of Advanced Nuclear Power Reactors (KAERI, S. K.
Zee)
•Technical Visit to KOPEC
•Visit to KINS
•P7:Nuclear Safety Regulation of Korea (KINS, H. K. Kim)
•Technical Tour of KINS Facility
- DOOSAN Heavy Industry, KHNP Kori NPP •Leave for DOOSAN in Changwon City
•DOOSAN Slide Presentation
•P8:Self-reliance on NSSS Manufacturing (DOOSAN, H. G. Park)
•Technical Tour on DOOSAN Facilities
•Leave for KHNP Kori Nuclear Power Plants
•Technical Tour on Kori Nuclear Power Plants
- Kyoungju, KIRAMS •Visit to Bulgook Tample
•Leave for Seoul
•Technical Tour on KIRAMS
- MOST, KHNP •Leave for MOST
•P10:Briefing on Korea Nuclear Policy (AEB/MOST, General Director, M.
K. Lee)
•Leave for KHNP
•KHNP Slide Presentation
•P9:Status of Nuclear Power Program in Korea, including Cooperation of
HRD between KHNP and MOI (KHNP, S. B. 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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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cal Tour of KEPCO Facility
24 June,
2006
(Sat)

- Social Events in Seoul, Departure •Visit to the National Museum and Old Palaces, Markets

라. 참가자 명단 및 강사 명단
베트남 참가자는 베트남 공산당, 총리실, 과기부, 원자력위원회로부터 총 5명이
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인적사항은 <표 4.14>에 수록하였다.
한편, 본 세미나를 운영하기 위하여 참가한 한국 측 강사단은 총 10명으로서 이들
의 소속기관은 과기부, 한수원, KINS, 핵연료주식회사, 한국원자력연구소 이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표 4.15>에 정리하였다.

<표 4.14> Seminar on Nuclear Policy for Vietnamese 참가자 명단
No

Country

1.

Vietna
m

2.

Vietna
m

3.

Vietna
m

4.

Vietna
m

5.

Vietna
m

Participants
H.E. Prof. DO Nguyen Phuong
Chairman of
Central Commission for Science and Education (Equivalent to Minister)
Central Commission for Science and Education
7 Nguyen Canh Chan Street, Hanoi, Vietnam
Tel : 84-4-7333065 / Fax : 84-4-8231046
H.E. Mr. TA Huu Thanh
Vice-Chairman of
Central Commission for Economy (Equivalent to Minister)
Central Commission for Economy 5B Nguyen Canh Chan Street,
Hanoi, Vietnam
Tel : 84-4-08042690 / Fax : 84-4-08045109
Dr. NGO Dang Nhan
Director General
Vietnam Agency for Radiation and Nuclear Safety and Control
(VARANSAC),
70 Tran Hung Dao Street, Hanoi, Vietnam
Tel : 84-04-9427964 / Fax : 84-04-8220298
Mr. Do Tuan Dung
Senior Expert, Dept. of Organization and Personnel,Government Office
Government Office 1 Hoang Hoa Tham Street, Hanoi, Vietnam
Tel : 84-4- 08043509 / Fax : 84-4-08044130
Ms. NGUYEN Thi Yen Ninh
Senior Expert
Department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Vietnam Atomic Energy Commission, VAEC
59 Ly Thuong Kiet Str., Ha Noi, Viet Nam
Tel : 84-4-9423479 / Fax : 84-4-942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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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5> Seminar on Nuclear Policy for Vietnamese 강사 명단
No

Country

1.

Korea

2.

Korea

3.

Korea

4.

Korea

5.

Korea

6.

Korea

7.

Korea

8.

Korea

9.

Korea

10.

Korea

Lecturers
Mr. Won-Seok Park
Director for R & D Coordination Division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Tel : 042-868-8375
E-mail : wonpark@kaeri.re.kr
Mr. Poong-Eil Juhn
Principal Researcher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Tel : 042-868-8972
E-mail : pejuhn@kaeri.re.kr
Mr. Byung-Jin Jun
Director, HANRO Operation Management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Tel : 042-868-8493
E-mail : bjjun@kaeri.re.kr
Mr. Kyu-Tae Kim
General Manager
Korea Nuclear Fuel Co., Ltd.
Tel : 042-868-1150
E-mail : ktkim@knfc.co.kr
Mr. Joo-Hyun Baik
Vice-President of NSSS Project Development & Operation
Department
Korea Power Engineering Co., Inc.
Tel : 042-868-4002
E-mail : jhbaik@kopec.co.kr
Mr. Syung-Kyun Zee
Vice-President for SMART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Tel : 042-868-2747
E-mail : zee@kaeri.re.kr
Mr. Ho-Kee Kim
Director, Policy Development Division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Tel : 042-868-0206
E-mail : k218khk@kins.re.kr
Mr. Hwa-Gyu Park
Department General Manager
Doosan Heavy Industries and Construction Co., Ltd.
Tel : 055-278-5710
E-mail : hwagyu.park@doosan.com
Mr. Seung-Bong Yoo
General of Overseas
Korea Hydro & Nuclear Power co., Ltd.
Tel : 02-3456-2801
E-mail : yoosb@khnp.co.kr
Mr. Moon-Ki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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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Director
Atomic Energy Bureau
Ministry of Science & Technology
Tel : 02-2110-3620
E-mail : mklee@most.go.kr

마. 과정 평가 및 기대효과
동 세미나 개최를 통해 얻은 성과 베트남과 향후 협력방향에 대한 토의한 사항
은 아래와 같다.
- 그 동안 한국과 베트남은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향후 양국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개발부분에서 보다 구체적인 협력사업의 수
행을 강구할 것임.
- 베트남은 특히 2020 원자력 평화적 이용 추진전략 목표이행을 위해 원자력인력
양성에 관심이 많고 한국의 업무규율과 근면성을 배워야 하는 측면에서도 한
국과의 협력을 강조함.
- RI 이용분야의 협력분야 확대
∙ PET에 사용되는 국산 사이클로트론(과기부 지원과제) 활용에 향후 베트남
과 협력 강화
∙ RI 취급 이용 기술이 산업적, 농업적으로 매우 다양하게 활용됨으로 동 분
야 협력을 지속
- 안전규제분야는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베트남 VARANSAC (노당난, 세미나 참
석)과 KINS간에 협력 증진
- 연구용 원자로 이용분야 KAERI와 VAEC간 협력 확대
- 원자력연구소의 신형로 개발 등 R&D 분야 VAEC와 협력 증진
- 부총리 방문 시 제안한 한국 원로 과학자 베트남 파견 건 베트남 수요를 바탕
으로 구체적으로 추진
- 양국 간 원자력 이용개발 협력 증진을 위해 베트남 고위 원자력정책 세미나의
지속적인 추진을 지원 예정.
- 한․베원자력평화적이용 협력체결 10주년 기념하여 제4차 한․베원자력협력위
원회를 2006년 10월 하롱베이에서 개최예정.

한편, 향후 활용 방안은 다음과 같다.
- 베트남 고위 정책 담당자들이 세미나를 통해 획득한 한국의 원자력 정책과 기
술자립 경험에 대한 지식을 자국의 2020 원자력 평화적 이용개발 추진 계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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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하도록 유도하여 향후 베트남과의 협력 증대에 활용.
- 향후 베트남 전문가들을 한국에서 현장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하여 우리나
라가 베트남의 원자력인력양성사업에 주요 협력 파트너가 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우리의 경험과 기술이 베트남의 2020 원자력 평화적 이용개발 추진 전략의 계
획 단계부터 스며들어 향후 연구용 원자로, 발전용 원자로 도입사업에 협력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베트남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한국과의 협력을 지속할 수 있는 여건 확보. 특
히 베트남은 2020 원자력 평화적 이용개발 추진을 위해 인력양성과 제도 등의
인프라 구축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 인력양성부분에서 베트남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적극적인 협력이 요구됨.

5. IAEA/RCA Regional Training Course on Research Reactor
Neutronic Calculations (IAEA/RCA 연구용원자로 핵 계산
지역 훈련 과정)
가. 개최 배경 및 목적
이 훈련 과정은 2005-2006년도 IAEA 지역 협력사업의 하나로서 개최되는 것임.
이는 2002년도에 우리 연구소에서 개최한 연구로 노심관리 워크숍의 후속 과정이기
도 하다. 회원국들은 각자 연구로 노심 계산 체계를 갖고는 있으나, 이를 동위원소
생산이나 중성자 빔 이용 같은 연구로 이용에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으로 판단됨. 따라서 계산 체계의 개선과 해석 및 설계 능력의 배양이 요구된다.
이 과정의 목적은 연구로 핵적 계산 담당자들의 연구로 이용 분야에 대한 이해
를 증진하고, 이용 분야의 핵적 요구사항 구현 능력을 배양하는 데 있다.

나. 일정 및 장소
○ 일 시: 2006. 7. 3 (월) - 7. 14 (금) (12일간)
○ 장 소: 한국원자력연구소 국제원자력교육훈련센터
○ 주 관: 한국원자력연구소
○ 주 최: IAEA 및 과학기술부
○ 참가자: 훈련생 9개국 17명, 외국(인도, 방글라데시) 강사 2명, 국내 강사 7
명
- 한국(3), 방글라데시(3), 중국(2), 인도(2), 인도네시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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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2), 파키스탄(2), 태국(1), 베트남(1)

다. 교과 내용 및 일정 (시간표)
이 과정은 강의와 실습으로 구성되었으며 세부 일정은 표 4.16과 같다. 강의 내
용은 다음과 같다.
- 연구로 핵적 계산 전산코드 이론과 실행 방법 (NJOY, WIMS/D5, MCNP)
- WIMS 및 MCNP 라이브러리 현황
- RI 생산 표적의 안전성 분석
- 빔 이용자 관점에서 본 핵적 설계요건
- 냉중성자원의 핵적 설계
- 하나로에서 조사물 안전성 분석 방법과 경험
- RI 생산의 실제와 최적 생산을 위한 핵적 요건
- Fission Mo 생산을 위한 핵적 요건
- 전산코드 Verification과 Validation

한편, 실습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참가자들이 요구할 경우 우리 연구소는 최신
WIMS 및 MCNP 라이브러리를 공급하기로 하였다.
- WIMS 사용법
- 주어진 RI 생산 최적화 문제 등에 대한 각국 연구로 모델 계산 (참가자들이
자국의 노심에 대해 자국의 전산 코드로 계산).

<표 4.16> Research Reactor Neutronic Calculations 일정
Date

July 3, 2006
(Monday)

July 4,2006
(Tuesday)

Detail Time Schecule
•Introduction to IAEA/RCA Research Reactor Project
•Country Report- Bangladesh
•Country Report- China
•Country Report- India
•Country Report- Indonesia
•Regional Nuclear Cooperation: IAEA/RCA & RCARO
•Country Report- Korea
•Nuclear Data Processing
•Parametric Studies of TRX, BAPL, and TCA Benchmark
•Country Report- Malaysia
•Country Report- Pakistan
•Country Report- Thailand
•Country Report- Vietnam
•Summary: Research Reactor Neutronics Calculation
Methods Being Used in Member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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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5,2006
(Wednesday)

July 6,2006
(Thursday)

July 7,2006
(Friday)

July 8, 2006
(Saturday)

July 10, 2006
(Monday)

July 11, 2006
(Tuesday)
July 12, 2006
(Wednesday)

July 13, 2006
(Thursday)

July 14, 2006
(Friday)

•Introduction to WIMSD and MCNP Libraries
•Installation of Computer Codes and Trouble Shooting
•Installation of Participants-carrying Codes and
Trouble Shooting
•Exercises on Nuclear Data Processing and Benchmark
Problems
•Neutronic Aspects of the Safety Analysis of RI
Target
•User Requirements from the View Point of Beam
Application
•Neutronics Design of the Cold Neutron Source
•In-core Fuel Management
•Exercise on In-core Fuel Management
•Reconfiguration of TRIGA Reactor for RI Production
•Exercise on Optimizing Core Configuration for RI
Production (I)
•Exercise on Optimizing Core Configuration for RI
Production (II)
•Presentation of Results of Exercises
•Technical Tour to Yonggwang Nuclear Power Plant
•Production of Radioisotopes for Medical Use using Medium
Flux Research Reactors (I) by Das, T.(BARC)
•Production of Radioisotopes for Medical Use using Medium
Flux Research Reactors (II) by Das,T.(BARC)
•Practice of the Neutronics Safety Analysis for the
Irradiation in HANARO by Seo, Chul-Gyo (KAERI)
•Neutronic Aspect of Fission Mo Production
by Lee, Byung-Chul (KAERI)
•Description of the Core Calculation Problems
•Production of 177Lu and Its Potential Applications in
Radionuclide Therapy (I) by Das, T. (BARC)
177
•Production of
Lu and Its Potential Applications in
Radionuclide Therapy (II) by Das, T. (BARC)
•Solving the Core Calculation Problems (I)
•Solving the Core Calculation Problems (II)
•Solving the Core Calculation Problems (III)
•Presentation of the Calculation Results
•Verification and Validation of Neutronics Code System by
Oh, Soo-Youl (KAERI)
•Status of Advanced Research Reactor Fuel Development by
Kim, Chang-Kyu (KAERI)
•Tour to HANARO
•Summary of the Replies to the Questionnaire on the Course
•Round Table Discussion- Achievements of the Course
•Introducing 2007-2008 Regional Cooperation Programs
•Summary of the 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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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참가 대상 및 참가자 명단
<표 4.17> Research Reactor Neutronic Calculations 참가자 명단
NO

1.

2.

3.

4.

5.

Country

Participants

BANGLADESH

Mr. Subrojati BOSU
Bangladesh Atomic Energy Commission (BAEC)
Atomic Energy Research Establishment (AERE)
Ganakbari
G.P.O. Box 3787
Dhaka 1000
Savar
Bangladesh
Tel.: 00880 2 7701819 / Fax: 00880 2 8613051
Email: ********

BANGLADESH

Mr. Md. Quamrul HUDA
Bangladesh Atomic Energy Commission (BAEC)
Atomic Energy Research Establishment (AERE)
Institute of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INST)
Ganakbari, Savar
P.O. Box 3787
Dhaka 1000
Bangladesh
Tel.: 00880 2 7701819 / Fax: 00880 2 8613051
Email: quamrul@dhaka.net

BANGLADESH

Mr. Md. Jahirul Haque KHAN
Bangladesh Atomic Energy Commission (BAEC)
Atomic Energy Research Establishment (AERE)
Institute of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INST)
Ganakbari, Savar
P.O. Box 3787
Dhaka 1000
Bangladesh
Tel.: 00880 2 7701819 / Fax: 00880 2 8613051
Email: ********

CHINA

Mr. Zheng LV
China National Nuclear Corp. (CNNC)
China Institute of Atomic Energy (CIAE)
P.O. Box 275-2
Beijing 102413
China
Tel.: 0086 10 69358790 / Fax: 0086 10 69358762
Email: ********

CHINA

Ms. Fu RONG
Nuclear Power Institute of China (NPIC)
Yihuan Nan Road
P.O. Box 436-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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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ngdu 610041
Sichuan
China
Tel.: 0086 28 85903707 / Fax: 0086 28 85908474
Email: furongcat@163.com

6.

7.

8.

9.

10.

INDIA

Mr. Krishna Prasad SINGH
Department of Atomic Energy (DAE)
Bhabha Atomic Research Centre (BARC)
Trombay
Mumbai 400 094
Maharashtra
India
Tel.: 0091 22 25594196 / Fax: 009122 25505311
Email: kpsingh@magnum.barc.ernet.in

INDIA

Mr. Shiv Kumar SINGH
Department of Atomic Energy (DAE)
Bhabha Atomic Research Centre (BARC)
Trombay
Mumbai 400 094
Maharashtra
India
Tel.: 0091 22 25594196 / Fax: 0091 22 25505311
Email: singh_sk8@rediffmail.com

INDONESIA

Mr. Tagor Malem SEMBIRING
National Nuclear Energy Agency (BATAN)
Centre for Development of Research Reactor Technology
Reactor Operation Division
Komplek Puspiptek Gd. 31
Serpong
Tangerang 15310
Banten
Indonesia
Tel.: 0062 21 7560908 / Fax: 0062 21 7560573
Email: tagorms@batan.go.id

MALAYSIA

Mr. Zareen Khan ABDUL JALIL KHAN
Ministry of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Malaysian Institute for Nuclear Technology Research (MINT)
Kompleks MINT, Bangi
43000 Kajang
Selangor
Malaysia
Tel.: 00603 89250510 / Fax:
00603 89253796
Email: zareen@mint.gov.my

MALAYSIA

Ms. Julia ABDUL KARIM
Malaysian Institute for Nuclear Technology Research
43000 Kajang
Selang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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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aysia
Tel.: 0060 3 89250510 / Fax:
Email: julia@mint.gov.my

11.

12.

13.

14.

PAKISTAN

PAKISTAN

0060 3 89252997

Mr. Tayyab Mahmood MALIK
Pakistan Atomic Energy Commission
Pakistan Institute of Nuclear Science
(PINSTECH)
Lehtrar Road
P.O. Box 1482, Nilore
Islamabad 45650
Pakistan
Tel.: 0092 51 9290231 / Fax: 0092
Email: ********
Mr. Atta MUHAMMAD
Pakistan Atomic Energy Commission
Pakistan Institute of Nuclear Science
(PINSTECH)
Lehtrar Road
P.O. Box 1482, Nilore
Islamabad 45650
Pakistan
Tel.: 0092 51 9290231 / Fax: 0092
Email: ********

(PAEC)
and Technology

51 9290275

(PAEC)
and Technology

51 9290275

THAILAND

Mr. Dhanaj SAENGCHANTR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MOST)
Office of Atoms for Peace (OAP)
16 Vibhavadi Rangsit Road
Chatuchak
Bangkok 10900
Thailand
Tel.: 0066 2 5795230 / Fax:
0066 2 5613013
Email: dhanaj@oaep.go.th

VIETNAM

Mr. Nguyen KIEN CUONG
Vietnam Atomic Energy Commission (VAEC)
Nuclear Research Institute
01 Nguyen Tu Luc Street
Dalat
Vietnam
Tel.: 0084 63 822191 / Fax:
0084 63 821107
Email: reactor@hcm.vnn.vn

<표 4.18> Research Reactor Neutronic Calculations 강사 명단
Name & Add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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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ty Period
(excluding travel
dates)

1.

2.

Mr. Shafiqul Islam BHUIYAN
Bangladesh Atomic Energy Commission (BAEC)
Atomic Energy Research Establishment (AERE)
Institute of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INST)
Ganakbari, Savar
P.O. Box 3787
Dhaka 1000
Bangladesh
Tel.: 00880 2 9346063
Email: ********
Mr. Das TAPAS
Department of Atomic Energy (DAE)
Bhabha Atomic Research Centre (BARC)
Radiopharmaceuticals Division
Trombay
Mumbai 400 085
Maharashtra
India
Tel.: 0091 22 25505151 / Fax:0091 22 25505345
Email: tdas@apsara.barc.ernet.in

3 - 7 July 2006

10 - 14 July 2006

마. 과정 평가 및 기대효과
본 훈련과정에 대한 원자력연수원의 국제과정 표준설문서에 응답한 결과는 [그
림 4.7] 에 표시 하였으며 총괄만족도 평균 5점 만점에 4.4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부록 3)에 수록 하였다.
10

( Av e rage 4.4)

8
7

5
1
0

Pers ons

0

0

1

2

3

4

5

Scale

[그림 4.7] Research Reactor Neutronic Calculations 총괄 만족도

본 과정은 하나로를 운영한 우리의 경험을 토대로 하나로 운영 전문가 8명이 강
의에 참가 하였으며 우리 주도형 교육과정으로 평가 된다. 특히 동남아등 IAEA
회원국에서는 우리의 하나로가 잘 운영되고 있고 우수한 원자로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참가자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될 수 있다.
본 과정은 연구로의 핵 계산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의 RI 생산과 빔 이용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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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를 증진하고, 이용자들에게 핵적 관점에서 최적의 조건을 조성하여 제공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이 과정의 성과를 면밀히 평가하
여 향후 IAEA/RCA 연구로 기술협력 프로그램에 반영 하게 될 것이다.

6. IAEA/FAO/IUPAC Regional Workshop on Pesticide Management
Practices and Enhancing Laboratory Capacity
(아시아. 태평양지역 국가의 농약사용과 관리에 관한
workshop)
가. 개

요

국제원자력기구(IAEA), 세계식량농업기구(FAO), 국제순수응용화학연맹(IUPAC)과
공동으로 아시아. 태평양지역 국가의 농약 사용과 관리에 관한 워크숍을 2006년 8
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국제원자력교육훈련센터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
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IAEA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회원국인 중국, 인도, 태국,
베트남 등 9개국으로부터 19명이 참가하여 각국의 농약 사용과 관리 실태를 발표하
였으며,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하는 지역네트워크 구축 방안과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위한 e-Learning에 대한 관리시스템과 기술을 습득하였다. 아울러, IAEA는
이번 워크숍을 위하여 미국의 Parker Ronald 박사를 비롯한 관련 전문가 6명을 초
청하여 워크숍 참가자에게 농약 사용과 관리에 관한 강의와 최신 정보를 제공하였
다.

나. 목적 및 기대효과
이번 워크샵의 목적은 아시아, 태평양지역 국가의 농약 오용에 대한 문제를 해
결하고 식품안전과 환경보호 및 농약남용에 따른 국제무역에서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회원국의 전문가를 교육시키는 것이며, 기대효과로는 첫째, 전문가 네트워
크 구성으로 지속적인 정보교환을 통한 효율적인 농약사용과 관리를 통하여 환경보
호와 식품안전을 도모하고 국제무역에서 농약 과다사용 우려로 인한 무역규제로부
터 벗어날 수 있으며, 둘째, e-learning 시스템 구축으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계
전문가 교육이 이루어짐으로써 지역 농업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다. 내

용

ㅇ 농약사용과 관리에 대한 전문가 지역네트워크 구축
ㅇ 로그프레임(Logframe) 훈련을 통한 향후 참가국 및 RCA의 TC 사업 수행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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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
ㅇ 환경보호, 국제무역 규제 탈피 및 지역개발을 촉진하기위한 농약 분
석, 관리에 대한 정보와 기술의 보급
ㅇ 평생교육과정내용을 대한 e-learning 관리시스템과 주요기술 습득

라. 개최기간 및 장소
ㅇ 개최기간 : 2006.8.14 - 8.16(3일)
ㅇ 개최장소 : 한국원자력연구소 국제원자력교육훈련센터

마. 참가인원 및 참가자 명단
(1) 참가인원
훈련참가자는 9개국 19명이고 강사는 6명이 참가하였다. 국별 참가인원은 다음
표와 같다.
<표 4.19> IAEA/FAO/IUPAC Regional Workshop 참가인원
참가국
중
국
인
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 얀 마

참가인원
1
1
1
1
1

참가국
파키스탄
태
국
베 트 남
한
국
계

참가인원
1
1
2
10
19

- 강사 : 6명(IAEA1, 호주1, 미국1, 남아프리카공화국1, 코스타리카2)

(2) 참가자 명단
참가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표 4.20> IAEA/FAO/IUPAC Regional Workshop 참가자 명단
No

1.

2.

Country

Participants

Australia
(Lecturer)

Mr. BUSS, Peter
Agronomic R & D
Sentek Pty. Ltd.
Tel : 0061 8 8366 1960
E-mail : pbuss@sentek.com.au

Costa Rica
(Lecturer)

Dr. Carazo Rojas, Elizabeth
Universidad de Costa Rica (UCR)
Centro de Investigación en Contaminación Ambiental (CICA)
Tel : 00506 207 4479
E-mail : ecarazo@cariari.ucr.ac.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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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outh Africa
(Lecturer)

4.

IAEA
(Lecturer)

5.

Costa Rica
(Lecturer)

6.

USA
(Lecturer)

7.

8.

9.

10.

11.

12.

Vietnam

Thailand

Myanmar

Vietnam

Pakistan

Indonesia

Dr. J. M. Dabrowski
Freshwater Research Unit
Department of Zoology
E-mail : dabrowj@dwaf.gov.za
Mr. Lan Glen Ferris
Food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section.
Joint FAO/IAEA Division of Nuclear Techniques in Food and
Agriculture
Tel : 43 1 2600 21696
E-mail : I.G. Ferris@iaea.org
Dr. Jorge A. MORERA
Postgraduate Program in Agricultural Sciences
and Natural Resources
University of Costa Rica
Tel : 506) 207-3567
E-mail : jmorera@cariair.ucr.ac.cr
Dr. PARKER, Ronald
Environmental Fate and Effect Dividion(7570P)
Office of Pesticide Programs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Tel : (703) 305-5505
E-mail : parker.ronald@epa.gov
Ms. LAI THI LAN HUONG
Pesticide Formulation Laboratory,
Northern Pesticide Control Centre,
Plant Protection Dept., MARD, Vietnam
Tel : 00-84-4-857 2037
E-mail : ********
Mr. PONGPINYO, Prachathipat
The Agricultural Production Science Research
and Development Office
Department of Agriculture
Tel : 66 1 344 2964
E-mail : ********
Mr. KO KO OO, Aung
Department of Biotechnology
Department of Atomic Energy,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Tel : 951664233
E-mail : most18@myanmar.com.mm
Ms. NGUYEN, Hai Yen
Tel : 8448361397
E-mail : ********
Dr. KHATTAK, Khanzadi Fatima
Nuclear Institute for Food and Agriculture (NIFA)
Pakistan and Atomic Energy Commission
Tel : 92 91 296 4060
E-mail : nifa@pes.comsats.net.pk
Ms. NGANTUNG, Imelda
Province of Drug and Food Control Agency of Indone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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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4.

China

India

15.

Malaysia

16.

Korea

17.

Korea

18.

Korea

19.

Korea

20.

Korea

21.

Korea

22.

Korea

23.

Korea

24.

Korea

Tel : 62431824686
E-mail : ********
Mr. XU, Yanjun
A prelector of College of Science,China Agricultural
University
Tel : 86- 010-62732949
E-mail :xyj-323@163.com
Mr. SHARMA, Krishan Kumar
All India network project on pesticide residues
Room no.203, Second Floor
Tel : 0091 11 2584 6396
E-mail :********
Mr. SUHAIMI, Dollah
Rresearch Officer
Vet Public health Laboratory
Tel : 038 706 8681
Mr. Kim, Jin-Bae
Pesticide Safety Division, NIAST
Tel : 82-31-290-0516
E-mail : jinkim@rda.go.kr
Mr. Jin, Young-Duk
Hazardous Substances Div. NIAST
Tel : 82-31-290-0517
E-mail : ydjin@rda.go.kr
Mr. Park, Yeon-Ki
Pesticide Safety Division, NIAST
Tel : 82-31-290-0584
E-mail : pyk@rda.go.kr
Mr. Park, Sang-Won
Hazardous Substances Div. NIAST
Tel : 82-31-290-0526
E-mail : swpark@rda.go.kr
Mr. Park, Byeong-Jun
Hazardous Substances Div. NIAST
Tel : 82-31-290-0520
E-mail : bjpark@rda.go.kr
Mr. Kim, Chan-Sub
Pesticide Safety Division, NIAST
Tel : 82-31-290-0581
E-mail : chkim@rda.go.kr
Mr. Kim, Byung-Seok
Hazardous Substances Div. NIAST
Tel : 82-31-290-0536
E-mail : kbs2000@rda.go.kr
Mr. Shin, Jin-Sub
Pesticide Safety Division, NIAST
Tel : 82-31-290-0583
E-mail : shinjs@rda.go.kr
Mr. Oh, Byung-Y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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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Korea

Pesticide Safety Division, NIAST
Tel : 82-31-290-0579
E-mail : byoh@rda.go.kr
Mr. Ihm, Yang-Bin
Pesticide Safety Division, NIAST
Tel : 82-31-290-0580
E-mail : ybihm@rda.go.kr

바. 강의교과목, 강사 및 일정표
강의교과목, 강사 및 훈련과정 일정은 다음 표와 같다.

<표 4.21> IAEA/FAO/IUPAC Regional Workshop 강사 명단
Date

Session Topic

Lecturer

Introduction/Problem definition
•Welcome and introduction to FEP/ACU
Ian Ferris
•Pesticide trends
Ian Ferris
•Simplifying pesticide risk assessment
Ron Parker
Good Agricultural Practices
•Introduction to GAP
Jorge Morera
•Near real-time monitoring of soil moisture to good
Peter Buss
agricultural practice
•Group exercise on near real-time monitoring of soil
All
moisture
August 14,
Mitigating Pesticide Impact
Elizabeth
2006
•Minimizing spray drift
Carazo/Ron Parker
(Mon)
James Dabrowski
•Mitigating runoff-related pesticide input into the
aquatic environment
Role of nuclear techniques
•Use of   -pesticides in simplified pesticide risk
assessment
•Insect Pest Control subprogram Sterile Insect
Technique video
•Questionnaire
Pesticide information resources
•Global availability of information on agrochemicals
•FAO/IAEA e-Learning: Pesticide risk assessment
August 15, •Demonstration of INFOCRIS
The role of the laboratory in pesticide management
2006
(Tue)
•Need for simple, rapid and cost-effective analytical
methods and confirmatory technique
•Sustainability of laboratory operation;
A case study from Costa 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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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n Parker
Ian Ferris
All
I
an Ferris
Ron Parker
Ian Ferris

Ian Ferris

Elizabeth Carazo
•Integrated approaches to assess indicators of the
effectiveness of pesticide management practices
Strengthening laboratory capacity
•Introduction to LabPal
•Interpretation of analytical data and feeding back
results to Stakeholders
Role of nuclear techniques
•Introduction e-Learning and accelerated capacity
building
•Forum on e-Learning courses/training materials
•Questionnaire

The IAEA Collaborating Centre
•Information session on the IAEA Collaborating
Centre for e-Learning and accelerated capacity
bilding for food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Country status reports/needs
August 16,
•Country situation reports on pesticide and
good
2006
agricultural practice
(Wed)
Workshop recommendations
•Panel discussion on accelerating capacity building
•Formulation and adoption of recommendations
Conclusion
• Questionnaire and Conclusion

Ian Ferris

Ian Ferris
Elizabeth Carazo

Ian Ferris
Regional mentors
All

Elizabeth Carazo,
Jorge Morera,
Cheorun Jo,Tatiana
Rubio/All
All

All
All
All

사. 과정평가 및 기대효과
원자력연수원의 국제과정 표준 설문서에 응답한 결과에 따르면 [그림 4.8]에 표
시한 바와 같이 총괄적인 만족도 평균이 5점 만점 기준으로 4.3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부록 3)에 수록하였다.

10

9
(Average 4.3)

7

5

0

0
Persons

1

1

1

2

3

4

5

Scale

[그림 4.8] IAEA/FAO/IUPAC Regional Workshop에 대한 총괄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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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FAO/IAEA National Workshop : New Trends on Food

Irradiation (식품조사의 새로운 경향에 관한 워크숍)
가. 개

요

세계식량농업기구(FAO), IAEA와 함께 2006년 8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국제
원자력교육훈련센터에서 ‘식품조사의 새로운 경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 워크숍에는 IAEA를 비롯한 6개국의 외국 전문가 6명과 국내 전문가
4명이 강사로 초빙되어 우리나라 식품조사산업에 종사하는 관련 전문가 64명을 대
상으로 세계의 식품조사산업의 기술개발현황과 향후 과제에 대하여 강의와 토론을
실시하였다.

나. 목적 및 기대효과
이번 워크샵의 목적은 식품조사의 현황과 미래의 기술개발, 국제규범, 각국의
식품조사 및 개발 현황 등에 대한 경험과 정보교환을 통하여 향후 식품조사산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며, 워크샵 개최를 통하여 앞으로 기대되는 효과로는 첫
째, 향후 식품조사 관련 연구개발 방향과 최신 조사장치 기술을 습득하며 둘째, 진
행되고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소의 방사선융합기술과 방사선연구원에 대한 홍보를 통
하여 식품 방사선 조사기술 관련 선진화와 법규개정 등을 통한 관련 산업의 진흥을
들 수 있다.

다. 내

용

IAEA가 캐나다를 포함한 5개 국가의 식품조사 전문가를 초청하여 우리연구소를
비롯한 우리나라 식품조사 관련 산업종사자, 학계 및 정부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가지고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 국제 식품조사 개발현황과 앞으로의 과제
- 한국, 인도, 태국, 캐나다 등의 식품조사기술의 새로운 전개방향
- 식품조사에 대한 국제 및 국내법규
- 미래 식품조사시설 및 장치
- 방사선 식품조사 관련 소비자 동향 및 대국민이해사업
- Panel Discussion

라. 개최기간 및 장소

- 163 -

ㅇ 개최기간 : 2006.8.16 - 8.18(3일)
ㅇ 개최장소 : 한국원자력연구소 국제원자력교육훈련센터

마. 참가인원 및 참가자 명단
(1)이번 워크샵에는 국내 관련기관 및 산업체 식품조사 관계자 64명이 참가하였
다.
(2) 강사는 국내 4명, 국회 6명이며 자세한 강사명단은 아래와 같다.

<표 4.22> Workshop on New Trends on Food Irradiation 강사 명단
No

1.

2.

3.

4.

5.

6.

7.

Country

Participants

Dr. LACROIX, Monique
Professor
INRS-Institute Amand Frappier.Canadian Irradiation Center(CIC)
CANADA
Research Center in Sciences Applied to Food
Tel : 450-687-5010
E-mail : monique.lacroix@inrs-iaf.uquebec.ca
Mr. SHARMA, Arun Kumar
Head
Department of Atomic Energy(DAE) Bhabha Atomic Research
INDIA
Centre(BARC) Food Technology Division
Tel : 91-22-25505180
E-mail : ksarun@apsara.barc.ernet.in
Mr. UNAHAWUTTI, Udorn
Director
THAILAN Plan Quarantine Research Group Plant Protection Research and
D
Development Office Department of Agriculture
Tel : 66-29406670
E-mail : unahawut@doa.go.th
Mr. HUNG Wai-ming
Area Sales manager,
Hong Kong MDS Nordion, Asia-Pacific Office
Tel : 852-2827-8398
E-mail : hungwm@mds-nordion.com.hk
Mr. Sik-Lam Wong
Director
USA
Accelerator appligations, L-3 Pulse Sciences
Tel : 510-577-7238
E-mail : SIK-LAM.WONG@L-3com.com
Mr. W. Tatiana Rubio Cabello
Food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Section
IAEA
IAEA
E-mail : W.T.Rubio-Cabello@iaea.org
Dr.Jo, Cheorun
Korea
Researcher
Radiation Applic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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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Korea

9.

Korea

10.

Korea

Advanced Radiation Technology Institute
Tel : 82-63-570-3210
E-mail : cheorun@kaeri.re.kr
Dr.Lee, Ju-Woon
Researcher
Radiation Application Research,
Advanced Radiation Technology Institute
Tel : 82-63-570-3204
E-mail : sjwlee@kaeri.re.kr
Dr.Jo,Sung-Kee
Senior Researcher
Radiation Application Research,
Advanced Radiation Technology Institute
Tel : 82-63-570-3220
E-mail : skjo@kaeri.re.kr
Dr.Kim, Hak-Soo
Professor
Department of Mass Communicaton, Sogang University
Tel : 82-2-705-8114

바. 강의교과목, 강사 및 일정표
워크샵의 일정별 강의주제와 강사는 다음과 같다.

<표 4.23> Workshop on New Trends on Food Irradiation 강의 일정
Date

August 16,
2006

Session Topic
•Information session on the IAEA Collaborating
Centre for e-Learning and accelerated capacity
building for food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Lecturer
E. Carazo, J.
Morera, C. Jo, T.
Rubio, W. Zhou

(Wed)

•Travel to ARTI, Jeongeup
•Visit to ARTI facilities and laboratories
•Introduction of participants and expectations
•Development on Food Irradiation – Present and
Future
•Food Irradiation in Korea
•International Regulations
August 17,
•Use of irradiation as a quarantine treatment to
2006
export fresh fruits and vegetables – experience in
Thailand
(Thu)

C. Jo
T. Rubio
T. Rubio
C. Jo
T. Rubio
U. Unahawutti

•Application of irradiation to reduce allergenicity of
foods

J. W. Lee

•Use of irradiation, MAP and edible coatings in
preservation of foods

M. Lacro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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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legislation in Korea
•Use of irradiation with other food preservation
methods including high pressure
•Hemo HIM: A functional food for
matopoiesis-immune modulation and radioprotection
August 18,
•Food irradiation facilities – new trends
2006
•Use of accelerators/X rays machines for treating
(Fri)
fruits and seafood
•Consumer acceptance of irradiated food in Korea
•Panel discussion
•Formulation of recommendations and Closing session

D. H. Lee
A. Sharma
S. K. Jo
H. Wai-Ming
Sik-Lam Wong
H. S. Kim
All
All

8. IAEA Technical Meeting on the Asian Network for
Education in Nuclear Technology (ANENT) (IAEA 아시아 지
역 원자력교육훈련 네트워크 기술회의)
가. 개최 배경 및 목적
한국은 1999년 INU를 IAEA에 제안한 이래 IAEA와 긴밀히 협조하여 INU 개념의
일환으로 2004년 2월 ANENT를 발족시키는데 주도적인 기여를 하였다. ANENT의 목적
및 활동 등에 대해서는 제3장2절에서 언급하였다. 그 후 ANENT 운영에 있어서 웹포
탈 (사이버 플랫폼 포함) 개발 및 이의 운영 등을 통하여 선도적인 역할을 지속하
였다. 특히 2005년 10월 베트남에서 개최된 제2차 ANENT 운영위원회에서 한국이 의
장국으로 지명되었다. 선도적 역할 및 의장국 역할의 일환으로 원자력연수원은
IAEA가 계획하고 있는 원자력지식관리 워크숍과 제3차 ANENT 운영위원회를 유치할
것을 2005년에 제안하였다. 그 후 협의 과정에서 두개의 행사를 하나로 통합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즉 행사 전반부에는 지식관리에 관한 발표 및 토론을 하고 후
반에는 제3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총괄적인 회의 목적은 원자력지식 유지 및 보존의 필요성을 명확히 하고, 현재
의 ANENT 활동을 검토하며, 새로운 현안들을 도출하고, 최종적으로 향후의 협력활
동에 대한 권고사항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세부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지식관리 발표/토론에서는 원자력지식 유지 및 보존의 방법과 중요성을 명확히
하고 최대한 다수의 참여를 유도하여 ANENT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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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위원회에서는 2005-2006 기간 중의 ANENT 활동 현황을 점검하고, 회원국들이
합의한 신규 IAEA TC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한다.

나. 개최 일자 및 장소
본 회의의 개최 일자 및 장소는 다음과 같다.
- 개최 일자: 2006년 9월 3일-7일 (1주일)
- 개최 장소: 한국원자력연구소 원자력연수원 국제원자력교육훈련센터 (INTEC)

다. 교과/행사 내용 및 일정: 실라버스 및 시간표
본 회의는 2개 부분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부분의 주요행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사 세부 일정은 <표 4.24>에 제시하였다.
o 원자력 지식관리 회의
- 제1세션: 아시아 원자력계의 지식관리 현안
- 제2세션: 선진 센터로부터 성장 분야로의 기술 전수
- 제3세션: 원자력 교육훈련 네트워크
- 제4세션: 아시아 지역에서의 지식 전수 방법에 대한 실무 경험
- 총괄 토론
- 시설방문
o 제3차 ANENT 운영위원회
- 제1세션: ANENT 활동 보고 및 점검
- 제2세션: 신규 IAEA TC 사업 수행계획
- 회의 총괄 세션

<표 4.24> Meeting on ANENT 세부 일정
Date

Detail Time Schedule
SESSION 1: Knowledge Management Issues Facing the Asian Nuclear
Community
•Future prospects of energy growth and need of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n Asia (B.J.Min/KAERI)
September 4,
2006
•Concerns about nuclear expertise loss (Yanev, IAEA/NE)
(Mon)
•KAERI slide presentation
•Human resources development for nuclear technology (Rapieh
Aminuddin/MINT)
•Increasing needs of knowledge transfer on nuclear energy (Phung V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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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an, Hanoi University of Technology, Vietnam)
•Growing demand for knowledge preservation in Asia (B.J.Kim/KHNP)
•Korean Initiatives on Nuclear Manpower Development
(B.J.Chung/Che-ju National University)
•Preservation of nuclear information (Mr. Yanko Yanev, IAEA/NE)
SESSION 2: Knowledge Transfer from Centres of Competence to Areas
of Growth---Asian Initiatives for Nuclear Knowledge
Transfer
•The role of IAEA for managing nuclear knowledge (Yanko Yanev,
IAEA/NE)
•Growing demand in knowledge preservation in Kazakhstan
(K. Namazkulova, Kazakhstan Nuclear Technology Safety Centre)
•ANENT--- the Asian initiatives for nuclear education network
(K.W.Han/KAERI)
•Regional network for nuclear safety Knowledge (H.C.Yi/KINS)
•Asian Nuclear Training and Education Program (ANTEP) (Hideo
Matsuzuru/JAEA)
•Regional cooperation for nuclear medicine in Asia (Maurizio Dondi,
IAEA/NA)
September 5,
2006
(Tue)
SESSION 3: Networking for Nuclear Education and Training
•Highlights of the WNU summer institute and other activities (Yanko
Yanev, IAEA/NE)
•European network for nuclear education and training (Peter P.M.H. De
Regge/ENEN)
•The UK approach to nuclear education and training (Jonathan Billowes,
Dalton Nuclear Institute)
•Moscow Engineering-Physics Institute as a base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nuclear education and research (Vladimir Kharitonov,
Moscow Engineering Physics Institute)
•Challenges to establish reference curricula in nuclear engineering (Pung
Van Duan, Hanoi University of Technology, Vietnam)
•Needs to expand education and training networks
(Rohini Hewamanna, University of Colombo, Sri Lanka)
SESSION

4:

Practical

Experience

of

Methodology

Transfer in Asia
September 6,
•Knowledge transfer through ANENT Web-Portal
2006
(E.J. Lee/KAERI, W.Ho/Kongju National University)
(Wed)
•Knowledge transfer by exchange of human resources
(Rapieh Aminuddin/M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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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Knowledge

•RCA-RO activities (J.K.Chung/RCA-RO)
•RCA/KAIST Master’s degree course program (G.S.Cho/KAIST)
•Sharing available resources for distance learning
(Corazon C. Bernido/PNRI)
•Real experience from teaching nuclear technology
(C.K. Lee, Korea Electric Power Industry Code/World Nuclear
University 2006 Summer Institute)
Wrap-up Session : Expected role and contribution of ANENT for
knowledge transfer ---General discussion
CLOSING SESSION
•Facility Visit
- KNFC nuclear fuel fabrication facility
- KAERI nuclear robot lab and Thermal-hydraulic test facility
<<The Third ANENT Coordination Committee Meeting
7-8 September 2006>>
SESSION 1: Report and review of ANENT activities
1. Brief summary of five group activities by each leading member
1) Exchange of information and materials for education and training
--- Korea
2) Facilitating exchange of students, teachers and researchers --September 7,
2006
(Thu)

Malaysia
3) Distance learning --- Philippines
4) Establishing of reference curricula --- Vietnam
5) Liaison and outreach --- Sri Lanka
2. Country reports on the related topics by national coordinators
3. Discussion on current issues and possible countermeasure
SESSION 2 : Action plan for TC Regional Project Development
•Discussion on action plan as TC Regional Project
SESSION 2 (cont.)

•Developing and drafting the action plan
September 8,
2006
WRAP-UP SESSION
(Fri)
•Nomination and Selection of the next Chairperson/ Spokesperson
•Drafting and adoption of the minutes/conclusion

라. 참가대상 및 참가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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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의 참가 대상은 다음과 같으며, 실제 참가자는 IAEA, 11개 회원국 그리고 6
개 협력 또는 협력예정 회원기관으로부터 34명이 참가하였다. <표 4.25>에
참가자 명단을 제시하였다.
- IAEA ANENT 운영 담당자
- ANENT 회원국의 대표:

중국, 몽고,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한국, 인도네시

아, 필리핀, 스리랑카, 인도, 파키스탄
- ANENT 협력 또는 협력예정 기관/기구의 대표: Dalton University, ENEN, FNCA,
Kazakhstan Center of Nuclear Technology Safety, MEPhI, RCA-RO
- IAEA 측에서 지정한 ANENT 활동 관련 분야 전문가: IAEA, 스리랑카, 한국
(KAIST, 제주대, 한수원, KINS)

<표 4.25> Meeting on ANENT 기술회의 참가자 명단
No

1

2

3

4

5

Country

Participants

Mr. Junming Zheng
Senior Engineer, Beijing Institute of Nuclear Engineering
P.O.Box 840
China
Beijing 100840
Phone : 86-10-8802-2717
Fax : 86-10-6841-8086
E-mail : ********
Mr. R. R. Puri
Hea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Division
Bhabha Atomic Research Centre (BARC)
Mumbai
India
400Maharashtra
India
Phone : 91-22-2559 5662 / Fax : 91-22-2550 5292
E-mail : rrpuri@apsara.barc.ernet.in
Mr. Karsono
Director, Education and Training CenterNational Nuclear Energy
Agency (BATAN)
Indonesia
Jin. Lebak Bulus RayaPasar Jumat 1810, Jakarta
Phone : 62 02 17659411 / Fax : 62 02 17659408
E-mail : kars@batan.go.id
Ms. Karlygash Namazkulova
Chief Specialist
Kazakhstan Centre of Nuclear Technology Safety
Kazakhtan
Ul. L. Chaikina 4Almaty 480020Republic of Kazakhstan
Phone : 7 3272 646631 or 637613 / Fax : 7 3272 607 220
E-mail : inis@atom.almaty.kz
Ms. Rapieh Aminuddin
Director, Human Resources Development & Training
Malaysia
Malaysia Institute for Nuclear Technology Research (MINT)
Bangi, 43000 Ka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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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Mongolia

7

Pakistan

8

9

The
Philippines

Russian
Federation

10

Sri Lanka

11

Sri Lanka

12

Thailand

13

Vietnam

Forum for
14

Nuclear
Cooperation

Phone : 6 03 8928 2907 / Fax : 6 03 8925 3687
E-mail : rapieh@mint.gov.my
Mr. Suren Davaa
Director, Nuclear Research CenterNational University of Mongolia
P.O Box 46/511, IKh surguuliin gudamj-1Ulaanbaatar
Phone : 97 6 11324385 / Fax : 97 6 11324385
E-mail : davaa@num.edu.mn
Mr. M. Aslam
Rector, Pakistan Institute of Engineering and Applied Sciences
Nilore, Islamabad Pakistan
Phone : 92-51-2207747 / Fax : 92-51-2207748
E-mail : aslam@pieas.edu.pk
Ms. Corazon Casenas Bernido
Deputy Director, Philippine Nuclear Research Institute (PNRI)
P.O Box 213, U.P.1101 Quezon City
Phone : 63 2 9208788 / Fax : 63 2 9201646
E-mail : cber@info.com.ph
Mr. Vladimir Kharitonov
Vice-Rector, Moscow Engineering Physics Institute
(State University)
Kashirskoe shosse 31
115409 Moscow
Phone : 7 (095) 324 84 11
E-mail : khariton@mephi.ru
Mr. J. M. Jayasinghe
Scientific Secretary, Atomic Energy Authority
60/460, Baseline Road Orugodawatta Wellampitiya
Phone : 940112547333 / Fax : 940112533448
E-mail : jmacjayasinghe@aea.ac.lk
Ms. Rohinin Hewamanna - Expert
Professor/Head, Department of Nuclear Science
University of Colombo
Kumaratunga Munidasa Mawatha, Colombo 3
Phone : 94-1125-02525 / Fax : 94-1125-86059
E-mail : ********
Mr. Poonsuk PongpatOffice of Atoms for Peace (OAP)
Vibhavadi Rangsit RoadChatuchk Districk, 10900 Bangkok
Phone : 66 2 5613013 / Fax : 66 2 5613013
E-mail : poonsuk@oaep.go.th
Mr. Phung Van Duan
Vice-Director of Institute of Engineering Physics,
Head, Dept of Nuclear Engineering and Environmental Physics,
Hanoi University of Technology
Dai co Viet Road, Honoi
Phone : 84 4 8696720 / Fax : 84 4 8696720
E-mail : pvduan@mail.hut.edu.vn
Mr. Hideo Matsuzuru
(Project Leader of FNCA/ HRD)
Director, Nuclear Technology and Education Center (NuTEC)
Japan Atomic Energy Agency (JA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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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sia
(FNCA)

RCA
15

Regional
Office

European
Nuclear
16

Education
Network
(ENEN)

Dalton
17

Nuclear
Institute

18

IAEA

19

IAEA

20

IAEA

21

Korea

22

Korea

2-4 Tokai-mura, Naka-gun, Ibaraki-ken
319-1195 Japan
Phone : 81-29-282-5444 / Fax : 81-29-282-6041
E-mail : matsuzuru.hideo@jaea.go.jp
Mr. Joon-Keuk Chung
Programme Manager
150 Dukjin-dong, Yuseong-ku, Daejeon 305-353
Republic of Korea
Phone : 82 42 868 2147 / Fax : 82 42 864 1626
E-mail : jkchung@kaeri.re.kr
Mr. Peter Paul De Regge
Secretary General
European Nuclear Education Network Association
Centre CEA Saclay NSTN, Bldg 395
F-91191 Glf-sur-Yvette, France
Phone : 33 1 6908 3421 / Fax : 33 1 6908 9950
E-mail : peter.de.regge@sckcen.be
Mr. Jonathan Billowes
Pariser Building
The University of Manchester
P. O. Box 88
Manchester M60 1QD
Phone : 44 0161 275 4104 / Fax : 44 0161 275 5509
E-mail : j.billowes@manchester.ac.uk
Ms. Keiko Hanamitsu
Department of Nuclear Energy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P.O. Box 100, A 1400 Vienna, Austria
Phone : 43-1-2600-22850 / Fax : 43-1-2600-29882
E-mail : K.Hanamitsu@iaea.org
Mr. Yanko Yanev
Department of Nuclear Energy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P.O. Box 100, A 1400 Vienna, Austria
Phone : 43-1-2600-22811 / Fax : 43-1-2600-29598
E-mail : Y.Yanev@iaea.org
Mr. Maurizio Dondi
Head, Nuclear Medicine Section, Division of Human Health
Department of Nuclear Sciences and Applications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P.O. Box 100, A 1400 Vienna, Austria
Phone : 43-1-2600-21670 / Fax : 43-1-26007
E-mail : M.Dondi@iaea.org
Ms. Byung-Joo Min
Director, Nuclear Training Centre (NTC)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KAERI)
P.O.Box 105, Yuseong, Daejeon, 305-600 Republic of Korea
Phone : 82-42-868-8887 / Fax : 82-42-861-5018
E-mail : bjmin@kaeri.re.kr
Mr. Eui-Ji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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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Korea

24

Korea

25

Korea

26

Korea

27

Korea

28

Korea

29

Korea

30

Korea

31

Korea

Head, International Training Program
Nuclear Training Centre (NTC)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KAERI)
P.O.Box 105, Yuseong, Daejeon, 305-600 Republic of Korea
Phone : 82-42-868-2678 / Fax : 82-42-861-5018
E-mail : ejlee1@kaeri.re.kr
Mr. Kyong-Won Han
Nuclear Training Centre (NTC)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KAERI)
P.O.Box 105, Yuseong, Daejeon, 305-600 Korea
Phone : 82-42-868-2092 / Fax : 82-42-861-5018
E-mail : kwhan@kaeri.re.kr
Mr. Young-Taek Kim
Nuclear Training Centre (NTC)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KAERI)
P.O.Box 105, Yuseong, Daejeon, 305-600 Republic of Korea
Phone : 82-42-868-2090 / Fax : 82-42-861-5018
E-mail : ytkim@kaeri.re.kr
Mr. Poong-Eil Juhn
Principal Researcher,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KAERI)
Phone : 82-42-868-8979
E-mail : pejuhn@kaeri.re.kr
Mr. Bae-Joo Kim
Nuclear Power Education Institute
Korea Hydro & Nuclear Power Co., Ltd. (KHNP)
Phone : 82-51-726-6164 / Fax : 82-51-785-2057
E-mail : oojeab@khnp.co.kr
Mr. Won-Taek Kwon
Manager, Wolsung Nuclear Training Center
Korea Hydro & Nuclear Power Co., Ltd. (KHNP)
Phone : 82-54-779-2055 / Fax : 82-54-779-2049
E-mail : d201@hhnp.co.kr
Mr. Han-Sang Kim
Uljin Nuclear Training Center
Korea Hydro & Nuclear Power Co., Ltd. (KHNP)
Phone : 82-54-785-2043 / Fax : 82-54-782-0429
E-mail : kimmhs@khnp.co.kr
Mr. Chul-Un Yi
Nuclear Power Education Institute
Korea Hydro & Nuclear Power Co., Ltd. (KHNP)
Phone : 82-51-726-6400 / Fax : 82-51-785-2057
E-mail : cuyi@khnp.co.kr
Mr. Chang-Kun Lee
Chairman, Korea Electric Power Industry Code
Mentor, World Nuclear University (WNU) 2006 Summer Institute
Phone : 82-2-594-5294 / Fax : 82-2-594-5293
Mr. Gyu-Seong Cho
Professor, Dept. of Nuclear and Quantum Engineering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KA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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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Korea

33

Korea

34

Korea

Phone : 82-42-869-3821 / Fax : 82-42-869-3810
E-mail : gscho@kaist.ac.kr
Mr. Bum-Jin Chung
Professor, Dept. of Nuclear & Energy Engineering
Cheju National University
Phone : 82-64-754-3644 / Fax : 82-64-757-9286
E-mail : bjchung@cheju.ac.kr
Mr. Won Ho
Professor, Division of Information Technology
Kongju National University
Phone : 82-41-850-8606 / Fax : 82-41-857-8411
E-mail : wonho@kongju.ac.kr
Mr. Hun-Cheol Yi
Senior Researcher, Korean Institute of Nuclear Safety (KINS)
Phone : 82-42-868-0323 / Fax : 82-42-861-1700
E-mail: k266yhc@kins.re.kr

마. 과정평가 및 기대효과: 설문결과, 목적에 따른 기대효과
원자력연수원의 국제과정 표준 설문서에 응답한 결과에 따르면 [그림 4.9]에 표
시한 바와 같이 총괄적인 만족도 평균이 5점 만점 기준으로 4.9로 나타나, 기술적
인 사항에 대한 만족도와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부록 3)에 수록하였다.

12

11
(Average 4.9)

6

0
Persons

0

0

0

1

2

3

1
4

5

Scale

[그림 4.9] Meeting on ANENT 총괄 만족도

회의를 개최하여 운영한 입장에서 당초의 회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목적이 잘
성취되었다고 판단된다. 즉, 제3장2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회원국은 물론 협력
또는 협력예정 기관들의 합의에 의한 신규 IAEA TC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한 것
은 중요하고, 의미 있으며, 실질적인 성과이다. 또한 원자력연수원이 이러한 성과를
이루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향후 사업 수행에 있어서도 지속적으로 중요한 역
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도 큰 성과의 하나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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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에서 얻어진 성과에 따라 원자력연수원의 위상 강화 및 국제과정 활성화
효과가 기대되며, 향후 ANENT에서의 지속적인 활동으로 아시아지역 교육훈련 협력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ANENT 자체로도 신규 TC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아시아지역 원자력인력 양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9. KOICA-RCARO Training course on training instructor for
non-destructive testing (비파괴검사 강사 양성과정)
가. 개최배경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RCA 지역사무국(RCARO)의 후원으로 2006년 9월 10일
부터 9월 30일까지 연구소내 국제원자력교육훈련센터(INTEC)에서 RCA 회원국 비파괴
검사 전문요원을 대상으로 “비파괴검사 강사양성 훈련과정”을 개최하였다.
연구소는 원자력발전소의 건설과 유지, 보수에 필수 안전진단 기술인 비파괴검
사기술을 꾸준히 개발하여 국내 최고 수준의 검사기술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1997년 연구원 창업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이에 연구소는 우리나라의 비파
괴검사기술을 개도국 비파괴검사요원에게 전수하여 자국 내의 비파괴 인력양성과
산업 안전성 확보에 기여토록 하고자 KOICA와 RCARO의 후원아래 대 개도국 무상기
술협력 사업으로 이 훈련과정을 개최하게 되었다. 이번 훈련과정에는 중국, 태국,
파키스탄 등 RCA 회원국 중 8개국에서 10명이 참가하여 3주 동안 비파괴검사기술에
대한 강의와 산업시설 견학, 문화유적지 관광, 그리고 Home Visit등 다양한 문화체
험의 기회를 가졌다.

나. 기대효과
ㅇ 개도국의 비파괴검사기술 인력양성과 산업안전성 확보에 기여
ㅇ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제고
ㅇ 향후 관련기술 수출기반 구축 및 시장 확보에 기여

다. 연수과정 주요내용
ㅇ 교과구성 : 이론 강의, 발표 및 토론, 산업시설(문화유적지 포함)
및 현장견학, 문화 및 체육행사 등으로 적절히 구성.
ㅇ 일정편성
- 주 5일(토요일, 일요일 휴강 : 별도 행사실시) 강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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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6시간 기준으로 편성.
ㅇ 연수과정 세부내용
- 한국 및 KOICA사업 소개
. 일 반 : 한국 및 KOICA 홍보비디오 상영
. 강 의 : 일반생활 상식, 한국어, 한국의 역사와 문화
. 시내관광 : 경복궁, 인사동, 남대문시장 등
- 이론 강의 및 토의(17개 강좌 42시간)
. 일반현황 : 2강좌 3시간
｢IAEA/RCA와 RCARO의 원자력협력현황｣
｢우리나라 원자력과 비파괴 산업현황｣
. 전문기술
비파괴검사기술 분야 전문기술 15강좌 39시간
- 국별보고(Country report)
. 참가자 자국의 비파괴 산업현황 발표
- Field Trip 및 문화유적지 탐방
. 고리원자력발전소, 포항제철, 현대자동차 견학
. 백제문화유적지(부여, 공주), 경주, 한국민속촌
- 기 타
. Home visit
.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참관
. 2006에너지전람회 참관(COEX, 에너지관리공단 주관)
. 노래방 체험, 체육행사(볼링)실시

라. 개최기간 및 장소
ㅇ 개최기간 : 2006.9.10 - 9.30(3주)
ㅇ 개최장소 : 한국원자력연구소 국제원자력교육훈련센터

마. 참가인원 및 참가자 명단
(1) 참가인원
이번 훈련과정에는 RCA 회원국 8개국에서 10명이 참가하였으며 국내 관련기관
및 산업체 식품조사 관계자 64명이 참가하였다. 참가국별 인원은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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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6> Training course on training instructor 참가인원
참가국
방글라데시
중
국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참가인원
1
1
2
1

참가국
필 리 핀
스리랑카
태
국
베 트 남

참가인원
2
1
1
1

(2) 참가자 명단
참가자 명단은 다음 표와 같다.

<표 4.27> Training course on training instructor 참가자 명단
No

Country

1.

방글라데시

2.

중 국

3.

인도네시아

4.

인도네시아

5.

파키스탄

6.

필리핀

7.

필리핀

8.

스리랑카

9.

태 국

10.

베트남

Participants
Mr. Faizul Mohammad Kamal
Assistant Engineer
Bangladesh Atomic Energy Commission
Ms. Hong Lei Qian
Engineer
Nuclear NDT Center
Mr. Roziq Himawan
Researcher
Center of Research Reactor & Nuclear Safety, BATAN
Mr. Anda Sanusi
Staff
Education and Training Center, BATAN
Mr. Shabbir Ahmed
Principal Engineer
National Center for NDT, PAEC
Mr. Edwin Pintes Surigao
Laboratory Technician
Material R&D Center,DOST
Mr. Sancho Al Varado
Mabborang
Senior Researcher
Technical Service Div.DOST
Mr. M.A.K Jayathilaka
Scientific Officer
Industrial Applications-NDT Section
스리랑카 원자력청
Mr. Asa Prateepasen
Assistant Prof.
King Mongkut's Univ.
Mr. Phan Chanh Vu
Researcher
NDT Lab., M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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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사명단
강사로는 국내 비파괴검사기술 관련기관의 전문가 14명이 참가하였으며, 강사명
단은 다음 표와 같다.
<표 4.28> Training course on training instructor 강사명단
No

Country

1.

Korea

2.

Korea

3.

Korea

4.

Korea

5.

Korea

6.

Korea

7.

Korea

8.

Korea

9.

Korea

Lecturers
Kyoo Kun, KOH
Chairman of Nawoo Tech Ltd.
Tel : 82-31-745-0088 / Fax:82-31-745-0099
Email: ********
John K CHUNG
Program Officer
RCARO
Tel : 82-42-868-2147 / Fax:82-42-864-1626
Email: jkchung@rcaro.org
Yong Moo, CHEONG
Principal Researcher
KAERI
Tel : 82-42-868-8091 / Fax:82-42-868-2702
Email: ymcheong@kaeri.re.kr
Suk Chull, KANG
Principal Researcher
KINS
Tel : 82-42-868-0185 / Fax:82-42-861-1700
Email: kang@kins.re.kr
Jong Po, LEE
President of
KAITEC
Tel : 82-42-610-7111 / Fax:82-42-478-9600
Email: jolee@kaitec.co.kr
HUH, Hyung
Principal Researcher
KAERI
Tel : 82-42-868-8097 / Fax:82-42-868-8990
Email: hhuh@kaeri.re.kr
Cheol Moo, SIM
Principal Researcher
KAERI
Tel : 82-42-868-8612 / Fax:82-42-868-2702
Email: cmsim@kaeri.re.kr
Hyun Kyu, JUNG
Principal Researcher
KAERI
Tel : 82-42-868-8021 / Fax:82-42-868-2082
Email: hkjung@kaeri.re.kr
Soon Shin, HONG
Vice President
KAIT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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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Korea

11.

Korea

12.

Korea

13.

Korea

14.

Korea

Tel : 82-42-610-7001 / Fax:82-42-478-9600
Email: sshong@kaitec.co.kr
Yoon Sang, LEE
Principal Researcher
KAERI
Tel : 82-42-868-8360 / Fax:82-42-861-0318
Email: yslee@kaeri.re.kr
Young Sang, JOO
Principal Researcher
KAERI
Tel : 82-42-868-8329 / Fax:82-42-861-7697
Email: ysjoo@kaeri.re.kr
Banuk, PARK
Director of
Authorized Inspection & Evaluation Division
KIMM
Tel : 82-55-280-3410 / Fax:82-55-280-3409
Email: bupark@kmail.kimm.re.kr
Sam Sool, Chung
Director of QA Div.
KAITEC
Tel : 82-42-610-7100 / Fax:82-42-478-9600
Email: sschung@kaitec.co.kr
Nam Ha, KIM
Technical Consultant
Dae Young C & E
Tel : 82-32-816-4743 / Fax:82-42-812-4744
Email: ********
, namhakim@kepic.or.kr

바. 강의교과목, 강사 및 일정표
이번 훈련과정의 일정별 강의주제와 강사는 다음과 같다.

<표 4.29> Training course on training instructor 강의 일정
Date

Detail Time Schedule

Lecturer

September 11
•KOICA Orientation
(Mon)
September 12 •Move to Daejeon
(Tue)
•Check in NURI Hall(Guest House)
•Status of nuclear and NDT industries in Korea
September 13
•Tour to NTC facilities
(Wed)
•Introduction to NDT

K.K. Koh
E.J. Lee
Y.M.Chung

September 14 •Eddy Current Testing(ECT)

Y.S.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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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

•Visual Testing(VT)

J.P. Lee

September 15 •Ultrasonic Testing(UT)
(Fri)
•Neutron Radiographic Testing(NRT)
September 16
•Day Tour
(Sat)
September 17
•Rest
(Sun)
•Country Report
September 18
Regional Nuclear cooperation
(Mon)
- IAEA/RCA and RCA-RO
•Visit KAITEC
September 19 •Magnetic Particle Testing(MT)
(Tue)
•Liquid Penetrant Testing(PT)
September 20
Field Trip
(Wed)
September 21
Field Trip
(Thu)
September 22
Field Trip
(Fri)
September 23
•Rest
(Sat)
September 24 •Tour to Daejeon City(including
(Sun)
visit Geum-san Ginseng Exposition)
September 25 •Radiographic Testing(RT)
(Mon)
•Leak Test(LT)
•Acoustic Emission
September 26,
•Introduction to Welding
(Tue)
•New NDT Technology
•Visit COEX in Seoul
September 27
- 2006 Energy Exhibition
(Wed)
•Visit Yong-in Folk Village
•QA Program
September 28 •Introduction to PSI & ISI
(Thu)
•Introduction to KEPIC
•Writing out & submit Questionnaire

H. Huh
Y.K. Kim

E.J. Lee
&
Y.M.Chung
J.K. Chung
H.K.Chung
S.S. Hong

S.C. Kang
Y.S. Joo
Y.S. Joo
B.U. Park
Y.M.Chung

S . S .
Chung
J.P. Lee
N.H. Kim

September 29 •Evaluation & Closing Ceremony
(Fri)
•Move to KOICA

사. 과정평가 및 기대효과
원자력연수원의 국제과정 표준 설문서에 응답한 결과에 따르면 [그림 4.10]에
표시한바와 같이 총괄적인 만족도 평균이 5점 만점 기준으로 4.4로 나타났으며, 이
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부록 3)에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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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Training course on training instructor 총괄 만족도

10. KOICA/IAEA training course on Nuclear power policy,
planning and projec t management (원전기획 및 사업관리과정)
가. 개최배경
우리나라는 1978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래 2005년 현재 20기의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전력의 38.2%를 원자력이 담당하고 있다. 이는 원자력발
전을 도입한 이래 불과 30여년 만에 원자력발전 규모로 세계 6위권에 진입하는 놀
라운 성과를 이룩한 것으로 국제사회에서 원자력발전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모범적
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소는 1980년대 중반부터 국가 에너지 자립 달성이라는 기치아래
원전의 핵심기술을 국산화하기 위하여 원자로설계기술과 경, 중수로 핵연료 설계기
술에 대한 자립화를 추진하여 1990년대 중반 이를 모두 성공적으로 완료하였다. 이
러한 원전 도입부터 국산화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축적한 경험과 기술을 통합적으로
정리하여 앞으로 신규 원전사업을 추진하려는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진출에 대비하
고자 2000년 정부는 국내 관계전문가 30여명의 집필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전문
가의 자문을 받아 원자력 발전을 위한 정책수립과 사업관리에 관한 책자(Nuclear
Power Project - Policy and Korean Experience)를 개발하였다.
현재, 우리연구소는 인도네시아와의 원전(APR1400-한수원)도입 타당성 공동연구
에 참여하고 있으며, UAE와는 해수담수화 발전소(SMART-원자력연) 도입 타당성공동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또한 베트남과는 2010년대 상업용원자로 도입에 대비한 긴
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막대한 잠재력을 가진 중국의 신규 원전
시장 진출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나라 원전의
우수성과 기술을 널리 알리고 개도국의 원자력 인력양성에 기여함으로써 장차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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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자력이 해외진출을 하는데 기틀을 마련하고 원전 시장을 선점하는 성과를 얻
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연수과정을 개최하는 배경이다.

나. 목적 및 기대효과
(1) 목 적
ㅇ 원전사업을 추진하려는 개발도상국 및 관심국가의 정책담당자들에게 원전계
획시 고려해

야할 전반적인 사항(정치, 경제, 사회, 환경 및

재정적인 문제

그리고 안전성 등)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
ㅇ 기술 전수를 통한 개발도상국 원자력인력 양성

(2) 기대효과
ㅇ 개도국 원자력 인력양성과 이를 통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에
기여
ㅇ 우리나라 원자력 홍보와 이를 통한 해외시장 진출에 기여
ㅇ 국제사회에서의 위상과 원자력 투명성 제고에 기여

다. 연수과정 주요내용
(1) 과정 구성
ㅇ 교과구성 : 이론 강의, 발표 및 토론, 산업시설(문화유적지 포함) 및
현장견학, 문화 및 체육행사 등으로 적절히 구성.
ㅇ 일정편성
- 주 5일(토요일, 일요일 휴강 : 별도 행사실시) 강의 진행
- 1일 6시간 기준으로 편성.
ㅇ 강사진 : 국내 관련분야의 전문가로서 영어 강의가 가능한 인사

(2) 연수과정 세부내용
ㅇ 한국 및 KOICA사업 소개(KOICA 주관)
- 일 반 : 한국 및 KOICA 홍보비디오 상영
- 강 의 : 일반생활 상식, 한국어, 한국의 역사와 문화
- 시내관광 : 경복궁, 인사동, 남대문시장 등
ㅇ 이론 강의 및 토의(22과목 40.5시간)
- 일반현황 : 2과목 3.0시간
｢IAEA의 역할과 활동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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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연구소 R&D 현황｣
- 전문기술
국가에너지 개발정책 등 20과목 37.5시간
ㅇ Country Report 발표 및 토의
- 주제 : 참가국의 원자력현황과 향후 계획
- 진행방법 : 참가자 개인별 발표, 질의. 응답 및 토론
ㅇ 산업시설 견학
- 한전원자력연료(주) : 핵연료제조회사
- 두산중공업 : 원전설비제조회사
- 고리원자력발전소 : 경수로
- 월성원자력발전소 : 중수로
- 현대자동차, 포항제철 : 우리나라 대표산업체
ㅇ 문화유적지 탐방
- 부여, 공주 및 경주
ㅇ 기 타
- Home visit
- 노래방 체험

라. 개최기간 및 장소
ㅇ 개최기간 : 2006.10.08 - 10.28(3주)
ㅇ 개최장소 : 한국원자력연구소 국제원자력교육훈련센터

마. 참가인원 및 참가자 명단
(1) 참가인원
이번 훈련과정에는 RCA 회원국을 비롯하여 중앙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지역 국
가 등 14개국에서 14명이 참가하였다. 베트남의 경우 2명이 참가예정이었으나 자국
내 사정으로 불참하였다. 한편, 터키 참가자의 경우 터키가 KOICA의 지원대상국이
아닌 관계로 IAEA의 경비지원으로 참가하였다. 참가국별 참가인원은 다음 표와 같
다.

<표 4.30> Training course on Nuclear power policy 참가인원
참가국

참가인원

참가국

참가인원

알제리

1

파키스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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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중 국
이집트
인도네시아
이 란
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

1
1
1
1
1
1
1

필리핀
시리아
탄자니아
태 국
베트남
터 키
계:14국가

1
1
1
1
(2)
1
14

(2) 참가자 명단
<표 4.31> Training course on Nuclear power policy 참가자 명단
No

1.

2.

3.

4.

5.

6.

7.

8.

Country

Algeria

Bangladesh

Participants
Ms. Djamila MOHAMMEDI
Director of Strategy, Electricity Co. "Sonelgaz"
Tel : +213-21-724346 (O) / +213-61-400109 (M)
e-mail: d.mohammedi@sonelgaz.dz
Mr. Rakibul HASAN
Scientific Officer, Nuclear Power & Energy Div., Bangladesh Atomic
Energy Commission (BAEC)
Tel : +88-02-8359374 (O) +88-017-2227523 (M)
e-mail : baec@dhaka.agni.com

Mr. JIA Yubin
Manager, China Guangdong Nuclear Power Holding Company, Ltd.
China
Tel.: +86-755-86163418 (R) +86-755-83671556 (O)
e-mail: jiayubin@cgnpc.com.cn
Ms. Asma ABDEL-SALAM
General Manager, Nuclear Power Plants Authority (NPPA)
Egypt
Tel : +20-2-4098695 (R)
+20-2-2616484 (O)
e-mail: nppa2@ides.net.eg
Mr. Deddy HARSONO
Indonesia
Head of Public Relations, 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Tel.: +62-21-7561838 (R) +62-21-5251109 (O)
Mr. Hossein KHALAFI
Chief of Irradiation Center,Atomic Energy Organization of Iran
Iran
(AEOI)
Tel.: +98-21-44051732 (R) +98-21-88004065 (O)
e-mail: hkhalafi@aeoi.org.ir
Mr. Mazhit SHARIPOV
Head of Inspection Div., Kazakhstan Atomic Energy Committee
Kazakhstan (KAEC)
Tel.: +7-3272-607220 (O)
e-mail: M.Sharipov@atom.almaty.kz

Malaysia

Mr. Ridzuan ABDUL MUTALIB
Research Officer. Malaysian Institute for Nuclear Tech. Research
(MINT)
Tel : +6-04-4375277 (R) +6-03-89250510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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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Pakistan

10.

Philippines

11.

Syria

12.

Tanzania

13.

Thailand

14.

Turkey

e-mail : rizuan@mint.gov.my
Mr. Syed NAFEES UDDIN
Principal Engineer, Pakistan Atomic Energy Committee
Tel.: +092-21-9202222 (O)+092-21-6921798 (R)
Ms. Elvira GELINDON
Senior Science Research Specialist, Energy Policy and Planning
Bureau, Dept. of Energy
Tel : +63-2-8401637 (R) +0917-9525634 (M)
e-mail : egelindo@doe.gov.ph
Mr. Nidal GHAZI
Member of Reactor Safety Division, Atomic Energy Commission of
Syria (AECS)
Tel : 6718641 (R) 2132580 (O)
e-mail : atomic@aec.org.sy
Mr. Edward MASALLA
S&T Div. Tanzania Atomic Energy Commission(Chairman)
Tel.: +255 22 2667451 (R)+255 27 2508554 (O)
e-mail: ********
Ms. Peeraya SIRIPUT
Dept. of Altern. Energy Develop.
Tel : +66-2-5850640 (R) +66-2-2230021 / Ext. 1350 (O)
e-mail : peeraya_s@dede.go.th
Mr. Anil BOLME
Nuclear Engineer, Turkish Atomic Energy Authority
Tel : +90-312-2411557 (R) +90-312-2872071 /Ext. 1412 (O)
e-mail : anil.bolme@taek.gov.tr

바. 교과목 및 강사현황
이번 과정의 강의교과목 및 담당 강사는 다음 표와 같다.
<표 4.32> Training course on Nuclear power policy 교과목 및 강사현황
교

과

목

강의일자

소속기관

강 사 명

National energy development policy

2006.10.11(수)

KAERI

이 한 명

Policy on human resources
development

2006.10.11(수)

KAERI

이 의 진

KAERI R&D activities

2006.10.12(목)

KAERI

박 원 석
(이용선)

Challenges and prospects of nuclear
power

2006.10.12(목)

한빛파워

전 재 풍

Korean localization policy and
experience of nuclear technology Ⅰ

2006.10.12(목)

KOPEC

안 종 환

Korean localization policy and
experience of nuclear technology Ⅱ

2006.10.12(목)

DOOSAN

김 용 규

Nuclear safety

2006.10.13(금)

KAERI

류 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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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iation protection

2006.10.17(화)

한양대

이 재 기

Financing of nuclear power

2006.10.13(금)

KHNP

차 형 범

Nuclear fuel cycle(front-end)

2006.10.26(목)

KAERI

김 시 환

Back-end nuclear fuel cycle and
waste management in Korea

2006.10.17(화)

KAERI

박 현 수

Decontamination and
decommission technologies

2006.10.17(화)

KAERI

오 원 진

Decommissioning of research
reactors in Korea

2006.10.17(화)

KAERI

박 진 호

Public acceptance and participation
in decision making

2006.10.23(월)

RCARO

정 준 극

Siting aspects

2006.10.23(월)

한양대

박 용 집

사. 강의교과목, 강사 및 일정표
이번 훈련과정의 일정별 강의주제와 강사는 다음과 같다.
<표 4.33> Training course on Nuclear power policy 강의 일정
Date
10.09
(Mon)
10.10
(Tue)
10.11
(Wed)
10.12
(Thu)

10.13
(Fri)
10.14
(Sat)
10.15
(Sun)
10.16
(Mon)
10.17
(Tue)

Lecture & Event
•KOICA Orientation
•Move to Daejeon
•Policy on human resources development (E.J.Lee)
•National energy and development policy (H.M.Lee)
•KAERI R&D activities(W.S.Park)
•Challenges and prospects of nuclear power(J.P.Jeon)
•Korean localization policy and experience of nuclear technology
I(J.H.Ahn)
•Korean localization policy and experience of nuclear technology
II(Y.K.Kim)
•Nuclear safety(K.J.Yoo)
•IAEA activities for nuclear power and safety(K.S.Kang)
•Discussion(K.S.Kang)
•Financing of nuclear power(H.B.Cha)
•Day tour(culture & monument area)
•Rest
•Country Report(K.W.Han)
•Visit KNFC
•Back-end nuclear fuel cycle and waste management in Korea(H.S.Park)
•Decontamination and decommissioning technologies(W.J.Oh)
•Decommissioning of research reactors in Korea(J.H.Park)
•Radiation protection(J.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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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Wed)
10.19
(Thu)
10.20
(Fri)
10.21
(Sat)

Field Trip
"
"
"
•Public acceptance and participation in decision making(J.K.Chung)
•Siting aspects(Y.C.Park)
•Environmental aspects (C.W.Lee)
•Non-proliferation regime and safeguards(K.B.Oh)
•Pre-project phases for nuclear power project management(J.H.Ahn)
•Implementation phase for nuclear power project management(Y.C.Park)
•Commissioning and start-up phase for nuclear power project(Y.C.Park)
•Visit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Legal and regulatory aspects(Y.S.Eun)
•Nuclear fuel cycle(front-end)(S.H.Kim)
•Questionnaire

10.23
(Mon)
10.24
(Tue)
10.25
(Wed)
10.26
(Thu)
10.27
(Fri)

•Evaluation and closing

아. 과정평가 및 기대효과
원자력연수원의 국제과정 표준 설문서에 응답한 결과에 따르면 [그림 ]에 표시
한바와 같이 총괄적인 만족도 평균이 5점 만점 기준으로 4.3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부록 3)에 수록하였다.
12

10
( Av e rage 4.3)

6

4

0
P e rs on s

0

0

0

1

2

3

4

5

[그림 4.11] Training course on Nuclear power policy 총괄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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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c al e

11. IAEA Regional Training Course on Safety Assessment and
Verification for Nuclear Reactors
가. 개최 배경 및 목적
IAEA는 지난 20여년 우리 원자력계가 구축한 원자로 설계 및 핵연료 개발 기술
자립과 국내 원자력 전문가들의 기술 수준을 높이 평가하여 이번 훈련과정의 한국
개최를 요청하였다. 이번 훈련과정에는 한국원자력연구소를 주축으로 하여 한국원
자력안전기술원, 그리고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의 원자로 설계개발단과 원자력기술
처의 전문가들이 강사진으로 참가하였다. 발전용 원자로와 연구용 원자로의 안전성
평가 기법의 활용과 검증에 관한 전문 지식을 동남아 개발도상국들에게 제공하여
이들 국가의 안전성평가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 이번 훈련과정의 목적이었다. 동 훈
련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술 능력을 알려줌은 물론 한국원자력연구소가 보
유하고 있는 국제 수준의 안전해석, 열수력, 중대사고 실험 및 해석 기술을 소개하
고 전달하도록 하였다.

나. 개최 일자 및 장소
본 회의의 개최 일자 및 장소는 다음과 같다.
- 개최 일자: 2006년 11월 6일-10일 (1주일)
- 개최 장소: 한국원자력연구소 원자력연수원 국제원자력교육훈련센터 (INTEC)

다. 교과/행사 내용 및 일정: 실라버스 및 시간표

<표 4.34> Training Course on Safety Assessment 일정표
Date

November
6,
2006
(Monday)

November
7,
2006
(Tuesday)

Detail Time Schedule
•IAEA Safety Requirements and Guidance on Safety Analysis I
(S. H. Lee, IAEA)
•IAEA Safety Requirements and Guidance on Safety Analysis II
(S. H. Lee, IAEA)
•Regulatory Requirements for NPPs and RRs in Korea
(H. J. Kim, KINS)
•Nuclear Safety and Safety Assessment (W.P. Beak, KAERI)
•Safety Analysis Methods and Acceptance Criteria
(W.P.Baek, KAERI)
•Introduction to 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PSA)–I
(W.D. Jung, KAERI)
•Introduction to 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PSA)–II
(W.D. Jung, KAERI)
•Typical DBA Scenarios-I (Y. J. Chung, KAE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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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7,
2006
(Wednesday
)

November
8,
2006
(Thursday)
November
6,
2006
(Friday)

•Typical DBA Scenarios-II (M. K. Hwang, KAERI )
•OPR1000 Design Characteristic (B. J. Lee, KOPEC/NSSS)
•OPR 1000 Plant Operation (B. J. Lee, KOPEC/NSSS)
•Regulatory Review Approach on Safety Assessment
(J.I. Lee, KINS)
•Application of Safety Analysis in Design (J. H. Song, KAERI)
•Containment Analysis (K. S. Jang, KOPEC/AE)
•Accident Analysis Codes (1) (B. D. Chung, KAERI)
•Exercise: Safety Analysis Using MARS (I)
(K. D. Kim, KAERI)
•Exercise: Safety Analysis Using MARS (II)
(K. D. Kim, KAERI)
•Safety Related Design of HANARO (H. I. Kim, KAERI)
•Safety Analysis Methods of HANARO (H. I. Kim, KAERI)
•Experimental Safety Research (C. H. Song, KAERI)
•Tour to Thermal-Hydraulic and Severe Accident Research Facilities
•Presentation on KAERI R&D Activities
•Culture Event
•Severe Accident Phenomena (S. B. Kim, KAERI)
•Severe Accident Analysis (D. H. Kim, KAERI)
•Closing Session
- Evaluation
- Summary & Discussion

라. 참가대상 및 참가자 명단
이번 훈련과정은 동남아 및 태평양지역 지역의 원자로 시설의 안전성 향상을 위
해 IAEA의 특별기여 프로그램으로 수행하는 훈련과정으로 과학기술부의 후원으로
개최되었다. 따라서 이번 훈련과정에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
국, 베트남 등 동남아 IAEA 6개 회원국 훈련생 12명이 참가하였다. 참가자의 자세
한 내용은 <표 4.35>에 제시하였다.

<표 4.35> Training Course on Safety Assessment 참가자 명단
No

1

Country

China

Participants
Mr. YANG Zhimin
Support Center of the China Atomic Energy Authority (CAEA)
Heijian Plaza12 Chegongzhuang Main Street
Beijing 100037 China
Tel:(+86-10) 8830 6830 / Fax : (+86-10) 8830 6817
E-mail: yanzm@iris.ciae.ac.cn

2

Indonesia

or

yangcefr@163.com

Mr. Deswandri
Center for Reactor Technology and Nuclear Safety
National Nuclear Energy Agency (BA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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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wasan Puspiptek Serpong Gd. 80
Tangerang 15310 Indonesia
Tel : (+62-21) 7560 912 / Fax : (+62-21) 7560 913

3

Indonesia

E-mail: wandri@batan.go.id
Mr. Amil Mardha
Nuclear Energy Regulatory Agency (BAPETEN)
Jl. Gajah Mada No. 8
P.O. Box 4005 Jakarta 10120 Indonesia
Tel:(+62-21) 6385 8270 ext. 4128

4

Indonesia

Indonesia

Fax:(+62-21) 6385 8275

E-mail:a.mardha@bapeten.go.id
Mr. Sugiyanto
Center for Reactor Technology and Nuclear Safety
National Nuclear Energy Agency (BATAN)
Kawasan Puspiptek Serpong Gd. 80
Tangerang 15310 Indonesia
Tel:(+62-21) 7560 912

5

/

/

Fax:(+62-21) 7560 913

E-mail: gianto@batan.go.id
Ms. Lydia Ilaiza Saleh
Atomic Energy Licensing Board (AELB)
Ministry of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Batu 24, Jalan Dengkil 43800 Dengkil Daerah Sepang
Selangor Darul Ehsan Indonesia
Tel:(+60-3) 8926 7699 / Fax:(+60-3) 8922 3685

6

Malaysia

E-mail: lydia@aelb.gov.my
Ms. Noraishah Pungut
Director
Atomic Energy Licensing Board (AELB)
Ministry of Science,Technology and Innovation
Batu 24, Jalan Dengkil43800 Dengkil
Daerah SepangSelangor Darul Ehsan Malaysia
Tel:(+60-3) 892 84 100

7

Malaysia

8

Thailand

/

Fax:(+60-3) 892 23 685

E-mail: noraishah@aelb.gov.my
Mr. Mohamad Idris Taib
Malaysian Institute for Nuclear Technology Research (MINT)
Bangi43000 Kajang
Selangor Darul Ehsanb Malaysia
Tel:(+60-3) 89250510 / Fax:(+60-3) 89282997
E-mail: idris@mint.gov.my
Mr. Paibool Klinkesorn
Office of Atoms for Peace (OAP)
16 Vibhavadi Rangsit Road
Chatuchak Bangkok 10900 Thailand
Tel:(+66-2) 579 5230 /

Fax:(+66-2) 561 3013

E-mail: ********
9

Thailand

Mr. Pongpan Nakkaew
Office of Atoms for Peace (O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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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Vibhavadi Rangsit Road
Chatuchak Bangkok 10900 Thailand
Tel:(+66-2) 579 5230 /

10

Thailand

Fax:(+66-2) 561 3013

E-mail: ********
Mr. Suksit Sangkaew
Office of Atoms for Peace (OAP)
16 Vibhavadi Rangsit Road
Chatuchak Bangkok 10900 Thailand
Tel:(+66-2) 579 5230 ext. 3514 /

Fax:(+66-2) 561 3013

E-mail: ********

11

Vietnam

Mr. Luu Anh Tuan
Institute for Nuclear Science and Technique
P.O. Box 5T-160 Hoang Quoc Viet Nghia Do
Cau Giay Hanoi Vietnam
Tel:(+84-4) 7561332

/

Fax:(+84-4) 8363295

E-mail: ********

12

Vietnam

Mr. Pham Van Lam
Deputy Director
Dalat Nuclear Research Institute1
Nguyen Tu Luc Street
Dalat Vietnam
Tel:(+84-63) 833439

/

Fax:(+84-63) 821107

E-mail: phvlam@hcm.vnn.vn

마. 과정평가 및 기대효과: 설문결과, 목적에 따른 기대효과
원자력연수원의 국제과정 표준 설문에 응답한 결과에 따르면 [그림 4.12]에 표
시한 바와 같이 총괄적인 만족도 평균이 5점 만점 기준으로 4.7로 나타났으며, 이
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부록 3)에 수록하였다.
10

8

(Average 4.7)
4

5

0
Persons

0

0

0

1

2

3

4

5

[그림 4.12] Training Course on Safety Assessment 총괄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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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le

12. IAEA Technical Meeting on Use of Advanced Safety
Assessment Methods for Evaluation of NPP Upgrades
including

Control

Room

Modernization

with

Consideration of Human-System Issues (인간-시스템 상
호작용 관점에서의 제어실 현대화를 포함하는 원자력발전소
의 선진 안전성평가 방법사용에 대한 IAEA 회의)
가. 개최 배경 및 목적
이 회의는 IAEA가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향상을 위해 인간-시스템 연계역할을
하는 제어실의 현안에 대하여 국제적 기술증진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한국 측에서는 본 회의를 통하여 20기의 원자력 발전로 건설 운영과 차세대 원
자로 기술개발 경험을 토대로 원자력발전 장비 및 제어 시스템의 디지털화를 통한
현대화와 이와 관련된 인간-시스템 상호작용 상의 기술적 요소들의 해결 노력에 대
한 경험을 공유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 회의는 향후 기술개발 현안들을 정리하고
전망하며 한국의 기술을 알리는 동시에 회원국들 간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
가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본 IAEA 회의는 과학기술부가 후원하고, 한국원자력연구소 미래원자력기술개발
단 계측제어인간공학연구부의 협조 하에 개최되었다.

나. 개최 일자 및 장소
본 회의의 개최 일자 및 장소는 다음과 같다.
- 개최 일자: 2006년 11월 13일-17일 (1주일)
- 개최 장소: 한국원자력연구소 원자력연수원 국제원자력교육훈련센터 (INTEC)

다. 교과/행사 내용 및 일정: 실라버스 및 시간표
본 회의의 주요 구성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자세한 일정은 <표 4.36>에 제시하
였다.
- 각국 전문가 논문 발표
- 그룹 토의
- 총괄 토의
- 시설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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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6> Meeting on Use of Advanced Safety Assessment Methods 세부 일정
Date

Detail Time Schedule
National presentations and discussions
•Improvement in the Design of Chashma NPP Unit 2 with Consideration
of Human-System Issues(M. Ayub/Pakistan)
•Developing the Functional Structure of the Full-Scope Dynamic
Validation Testbed for SMART MMI(J.Y. Keum/Korea)

11.3 (Mon)

•Assessment of the Intention of Control Rooms Aggregation of Auxiliary
Buildings in NPP Dukovany(J.Kubicek/Czech)
•Development of a Human Factors Management Program (HFMP) for
the Continuous Operation of Kori Unit #1
(Y.H. Lee/Korea)
•Regulatory position of Human-System Interface modification: A case of
Kori-1 nuclear power plant(D.H. Lee/Korea)
•Implementation of Digital I&C and Modern Main Control Room
Equipment in German Nuclear Power Plants – Safety Demonstration
Aspects(F. Seidel/Germany)
•A Study on State Oriented Approach for Accident Procedures (SOP) of
CPR1000 in China(J. Shi/China)
•The Role of Human Reliability Analysis in the Design of SMART
MMIS
• The Role of HF Team for SMART Design(I.S. Koo/Korea)
General discussion on national presentations
General discussion on the draft Working Material

11.14 (Tue)

•Working Group 1:
A. Function Allocation, Role of the Operator, Human
Automation
B. Information Presentation and Human System Interface
•Working Group 2:
C. Information Systems and Operator Support Systems
D. Control Room Architecture
•Working Group 3:
E. Modelling of Human Characteristics
F. Management Issues
G. Design Process, Design and Evaluation Tools, Methodology
H. Feedback of Experience

11.15
(Wed)

•Work in Working Groups
•Presentation of results by Working Group Chairmen
•Discussion

11.16

•Work in Working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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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ered

(Thu)

•Presentation of results by Working Group Chairmen
•Discussion
•Continuation of work in Working Groups
•Finalization of Working Group reports for presentation in the plenary
session

•Presentation of the final report
•Discussion
11.17 (Fri)
•Future actions
•Conclusions and recommendations

라. 참가대상 및 참가자 명단
이 회의에는 한국을 포함한 9개 IAEA 회원국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불가리
아, 체코, 중국, 독일, 인도, 한국, 파키스탄) 의 전문가 13명 그리고 IAEA 1인이 참
가하였다.
한국 측에서는 한국원자력연구소를 비롯하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그리고 한
국전력기술주식회사의 원자로 설계개발단과 원자력기술처의 전문가들이 이 회의에
참가하여 중추적 역할을 하였다. 참가자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표 4.37>과 같
다.

<표 4.37> Meeting on Use of Advanced Safety Assessment Methods 참가자 명
단
No

Country

1

Argentina

2

Bulgaria

3

Chech
Republic

4

China,

Participants
Mr. Celso Alberto Flury
Comisión Nacional de Energía Atómica (CNEA)
Avenida Bustillo 9500Casilla de Correo 4398400 San Carlos de
BarilocheArgentina
Tel: 0054 2944 445286 / Fax: 0054 2944 44 5257
e-mail: fluryc@cab.cnea.gov.ar
Mr. Emiliyan Edrev
Kozloduy Nuclear Power Plant
3321 KozloduyBulgaria
Tel: 00359 973 73523 / Fax: 00359 973 76018
e-mail: egedrev@npp.bg
Mr. Jan Kubicek
Nuclear Research Institute Rez plcReliability and Risk Assessment
Department
Husinec-Rez 130
250 68 Rez, Czech Republic
Tel: 00420 266347 / Fax: 00420 266561
e-mail: kbc@ujv.cz
Mr. Ji S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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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Guangdong Nuclear Power Holding Co. Ltd. Daya Bay Nuclear
Power Site I & C Engineering Branch IIDesign and Management
Department
People's
BM Building, Room 2510Shenzhen, GuangdongPeople's Republic of
Republic of
China
Tel: 0086 0755 84478787 / Fax: 0086 0755 84478331
e-mail: shiji@cgnpc.com.cn
Mr. Freddy Seidel
Federal Office for Radiation Protection
5
Germany P.O. Box 100149D-38201 SalzgitterGermany
Tel: 0049 1888 333 1548 / Fax: 0049 1888 333 1885
e-mail: fseidel@bfs.de
Mr. Seehong Kim
Korea Hydro & Nuclear Power Co.
5F, I-Park Tower160 Samsung-dongGangnam-gu, Seoul
6
Korea
135-881Republic of Korea
Tel: 0082 2 3456 2622 / Fax: 0082 2 3456 2638
e-mail: eunkoo@khnp.co.kr
Mr. Yongseop Lee
Kori Nuclear Power Plant2
7
Korea
216 Kori, Jangan-eupGijang-gunPusan 619-711Republic of Korea
Tel: 0082 (0)512165 / Fax: 0082 (0)512169
e-mail: seop@khnp.co.kr
Mr. Donghoon Lee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8
Korea
19 Guseong-dong, Yuseong-guDaejon 305-338Republic of Korea
Tel: 0082 420669
e-mail: dhlee@kins.re.kr
Mr. Young Hee Lee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150 Dukjin-dong Yu-Song
9
Korea
P.O. Box 105
Daejon 305-353 Republic of Korea
Tel: 0082-42-868-2941 / Fax: 0082-42-868-8916
e-mail: yhlee@kaeri.re.kr
Mr. J. Y. Keum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150 Dukjin-dong Yu-Song
10
Korea
P.O. Box 105
Daejon 305-353 Republic of Korea
Tel: 0082-42-868-8852 / Fax: 0082-42-861-9618
e-mail: jykeum@kaeri.re.kr
Mr. In Soo Koo
Director of Instrumentation and Control - Human Factors
Engineering Research Division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11
Korea
P.O. Box 105, Yuseong, Daejeon 305-600
Republic of Korea
Tel: 0082-42-868-2905 / Fax: 0082-42-868-8916, 82-42-861-9618
E-mail: iskoo@kae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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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Pakistan

13

IAEA

Mr. Muhammad Ayub
Pakistan Nuclear Regulatory Authority
13-C Jan Chambers F-7 Markaz
P.O. Box 1912
Islamabad
Pakistan
Tel: 0092 51 9252197 / Fax: 0092 51 9252311
e-mail: m.ayub@ins.pnra.org
Mr. Milorad Dusic
Scientific Secretary Safety Assessment Specialist
Wagramer Strasse 5,
1400 Vienna, Austria
Tel: 0043 1 2600 22522 / Fax: 0043 1 2660 722522
e-mail: m.dusic@iaea.org

마. 과정평가 및 기대효과: 설문결과, 목적에 따른 기대효과
원자력연수원의 국제과정 표준 설문에 응답한 결과에 따르면 [그림 4.13]에 표
시한 바와 같이 총괄적인 만족도 평균이 5점 만점 기준으로 3.9로 나타났으며, 이
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부록 3)에 수록하였다.
10
( Av e r age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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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Meeting on Use of Advanced Safety Assessment Methods 총괄평가

회의를 개최한 입장에서 볼 때 회의에서의 주요 결과는 논문 회의 주제 관련
IAEA 기술보고서 초안을, 본 회의를 통한 논문 발표 및 토의를 토대로

그룹회의

및 총괄회의를 통하여 개정한 것이었다.

이 회의 개최 결과로 IAEA 차원에서는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향상을 위해 인간
-시스템 연계역할을 하는 제어실에 대하여 향후 기술개발 현안들을 정리하고 전망
함으로서 국제적 기술증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한국 측에서는 본 회
의를 통하여 한국의 기술을 알리는 동시에 회원국들 간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계
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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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IAEA 3rd Research Co-ordination Meeting on "Controlling
of Degradation Effects in Radiation Processing of
Polymers" (IAEA 제3차 ‘고분자 방사선가공에서 분해제어’
연구 조정회의)
가. 개최 배경 및 목적
방사선 가공기술은 멸균, 고분자가교(테이프, 튜브, 케이블, 가스 및 온수 파이
프), 타이어벨트 가교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음. 방사선 조사에 의해서 고분
자의 물리, 화학적 특성이 변화되며, 방사선 처리 조건에 따라 고분자의 구조 변화
는 방사선 조사 중에 일어날 뿐만 아니라, 수시간, 수개월 후에 일어날 수 있음.
방사선조사에 의한 고분자의 물성 변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생산공정에서 품질
향상, 새로운 기술 개발에 아주 중요한 요소임. 고분자의 방사선 조사에 의한 물성
변화를 제어하는 기술에 대해 IAEA는 CRP(cooperative research project)를 추진하
게 되었고, 한국에서 3번째 회의가 개최됨.

나. 일정 및 장소
○ 일 시: 2006. 12. 4 (월) -12. 8 (금) (5일간)
○ 장 소: 한국원자력연구소 국제원자력교육훈련센터
○ 주 관: 한국원자력연구소
○ 주 최: IAEA 및 과학기술부
○ 참가자: 10개국 1기구 13명
- 브라질(1), 불가리아(1), 이집트(1), 한국(1), 파키스탄(1),
폴란드(1), 루마니아(1), 터키(1), 미국(3), 베트남(1), IAEA(1)

다. 회의 내용 및 일정 (일정표)
- 각국의 연구결과 발표 및 토의
- 고분자의 방사선 조사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분석기술 토의
- 고분자의 방사선 가교/분해 활용기술 협의
- 전문가간 상호 협력 방안 협의
- 3차 CRP 최종보고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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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8> IAEA 3rd Research Co-ordination Meeting 일정
Date

Detail Time Schedule

December 4,
2006
(Monday)

•Presentation
•Presentation
•Presentation
•Presentation
•Presentation

by
by
by
by
by

Mr. Leonardo G.A. e SILVA (Brasil)
Ms. Marijka MISHEVA (Bulgaria)
Mr. El-Sayed HEGAZY (Egypt)
Mr. Young-Chang NHO (Korea)
Mr. Tarik YASIN (Pakistan)

December 5,
2006
(Tuesday)

•Presentation by Mr. Zbigniew Antoni ZIMEK (Poland)
•Presentation by Mr. Traian ZAHARESCU (Romania)
•Presentation by Mr. Olgun GUEVEN (Turkey)
•Presentation by Mr. Roger Clough (USA)
•Presentation by Ms. Thi Hanh TROUNG (Vietnam)
•Summary discussion of presentations

December 6,
2006
(Wednesday)

•Summary discussion of results
•Discussion of contents of IAEA technical report
•Discussion of sub-groups for report preparation
•Meetings of sub-groups separately
•Overview of IAEA/RCA and RCARO Program

December 7,
2006
(Thursday)

•Progress review of the previous day discussions per
sub-groups
•Meetings of sub-groups separately
•Visit to KAERI-Advanced Radiation Technology Institute

December 8,
2006
(Friday)

•Discussion on work of sub-committees on draft proposal
•General discussion on results and the technical report
•Drafting the meeting report
•Review and acceptance of the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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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참가대상 및 참가자 명단
<표 4.39> IAEA 3rd Research Co-ordination Meeting 참가자 명단
No

1.

2.

3.

4.

Country

BRAZIL

Participants
Mr. Leonardo G.A. SILVA
Instituto de Pesquisas Energéticas e Nucleares (IPEN)
Centro de Tecnologia das Radiações – CTR
Av. Prof. Lineu Prestes,
2242 Cidade Universitaria
05508-000 Sao Paulo
Cidade Universitaria - Butantã
Estado de São Paulo
BRAZIL
Tel.: +55 11 3816 9268 / Fax.: +55 11 3816 9186
E-mail:lgasilva@ipen.br

Ms. Marijka MISHEVA
Faculty of Physics,
St. Kliment Ohridski University of Sofia
5, James Bourchier blvd
BULGARIA
BG-1164 Sofia
BULGARIA
Tel.: +359 2 8161 736 / Fax.: + 359 25276/359 24978
E-mail: misheva@phys.uni-sofia.bg

EGYPT

Mr. El-Sayed HEGAZYIndustrial Irradiation Division
National Centre for Radiation Research and Technology
3 Ahmed EI-Zomor Street, POB 29,
Nasr City, Cairo, EGYPT
Tel:
+ 2027413/202 671 3144 / Fax : + 2029298
Email: ********

KOREA

Mr. Young-Chang NHO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KAERI)
P.O.Box 105, Yusung
Daejon 305-600, KOREA
Tel.: +82 42
Fax.: +82 42
E-mail: ycnho@kaeri.re.kr

Mr. Tarik YASIN
Pakistan Atomic Energy Commission (PAEC)
Pakistan Institute of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PINSTECH)
5. PAKISTAN Laboratory of Polymer Processing and Radiation Technology
Division of Applied Chemistry
PO. Nilore
Islamabad, PAKISTAN
Tel.: +92 517371 / Fax.: +92 510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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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6.

7.

8.

9.

POLAND

********

Mr. Zbigniew Antoni ZIMEK
Institute of Nuclear Chemistry and Technology
Department of Radiation Chemistry and Technology
Dorodna 16 Str. 03-195
Warsaw, POLAND
Tel.: +48 222347 / Fax: +48 221532
E-mail: zimek@orange.ichtj.waw.pl

Mr. Traian ZAHARESCU
Advanced Research Institute for Electrical Engineering 313 Splaiul
Unirii,
ROMANIA POB 87
Bucharest 030138, ROMANIA
Tel.: +40 217231 / Fax.: +40 218299
E-mail: ********

TURKEY

USA

Mr. Olgun GUEVEN
Dept. of Chemistry
Hacettepe University
Beytepe
06532 Ankara,TURKEY
Tel: +907977 / Fax: + 907977
Email
guven@hacettepe.edu.tr
Mr. Roger CLOUGH
Sandia National Laboratories
Organic Materials Aging and Reliability Department
M.S. 0888, Albuquerque, N.M. 871785, USA
Tel:
+1 5053492 / Fax:
+19624
Email: traveler1949@comcast.net

Ms. Thi Hanh TROUNG
Research and Development Center for Radiation Technology
(VINGAMMA)
10. VIETNAM Truong Tre St., Linh Xuan Ward,
Thu Duc Dist., Ho Chi Minh City, VIETNAM
Tel: +848897 5922 / Fax: +84 8897 5921
Email vinagamma@hcm.vnn.vn

11.

USA

Mr. Lewis A. Parks
Vice President
Advanced Applications
Sterigenics International
7695 Formula Place
San Diego, CA 92121, USA
Tel: + (858)Ext 3004/ (760) 747-2919
Fax: + (858)0957
Mobile: + (619)5606
E-Mail: lparks@sterigenics.com

12.

AUSTRIA

Ms. Maria Helena de Oliveira Sa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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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ial Applications & Chemistry Section
Division of Physical and Chemical Sciences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P.O.Box 100, Wagramer Strasse 5
A-1400 Vienna, AUSTRIA
Tel: +43 1 2600 ext. 21744 / Fax: +43 1 2600 21744
Email: M.Sampa@iaea.org

마. 과정 평가 및 기대효과
본 회의 결과에 대한 원자력연수원의 국제과정 표준설문서에 응답한 결과는 [그
림 4.14]에 표시 하였으며 총괄정인 만족도 5점에 4.8 점으로 아주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IAEA측 담당자는 회의 종료 후 보낸 서한에서 완벽한 과정진행이었다고
평가를 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부록 3)에 수록 하였다.
10

8

( Av e rage 4.8)

5
2
0

0

0

1

2

3

0
P e rs ons

4

5 S c al e

[그림 4.14] IAEA 3rd Research Co-ordination Meeting에 대한 총괄 만족도

본 회의는 향후 방사선가공 분야의 계획을 수립하는 회의로 IAEA 에서는 정읍
원력연구소 분소에 대한 방문과 대구 염색공장 방문 등의 결과를 토대로 우리 측의
기술을 인정하고 향후 IAEA 측 연수과정을 우리나라에서 많이 수용해 줄 것을 요청
하였다. 본 과정은 향후
석기술 적용과

고분자 재료의 방사선 조사효과를 측정하는데, 새로운 분

고분자 재료의 분해를 제어하기 위한 새로운 공정 개발,내 방사선

성을 갖는 새로운 재료 개발 및 천연고분자를 이용하여 고성능 재료를 제조하는데
방사선 분해 기술 이용 하는 등 향후 기술협력의 발판으로 활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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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국제원자력교육훈련 과정운영 성과분석
당해 연도에 운영한 각 국제과정에 대하여 과정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하였
다. 설문은 원자력연수원에서 준비한 표준 설문서를 사용하였으며 전체가 29개 항
목으로 되어있다. 이중에서 맨 마지막 항목은 해당 과정에 대한 총괄 평가를 하는
것이다. 각 항목은 5점 만점 (점수가 클수록 만족도가 높음)으로 하여 점수를 주도
록 하였다. 자세한 설문 결과는 (부록 3)에 수록하였다.

국제과정운영 성과를 전체적으로 보기위하여 각 과정의 총괄 평가 점수를 <표
4.40>에 정리하는 한편 총괄 평가점수의 분포를 [그림 4.15]에 제시하고 이어서 각
설문 항목별 평균 점수 분포를 [그림 4.16]에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수행과정 전
체에 대한 평균은 4.4로써 비교적 양호하게 나타났다.
<표 4.40> 설문 총괄 평가점수
평균 점수
(5점 만점 기준)

과 정 명
1.IAEA/RCA Training Course on Fields Trials of Emergency
Response Capacity

4.5

2.IAEA/RCA Regional Training Course on Selective Breeding
Gene Technologies

4.0

3.IAEA Training Meeting/Workshop on Exchange of Experience in
Using IAEA's Energy Models and Assessment of Further Training
Needs

4.5

4.Seminar on Nuclear Policy for Vietnamese High-Level Decision
Makers
5.IAEA/RCA Regional Training Course on Research Reactor
Neutronic Calculations

4.4

6.IAEA/FAO/IUPAC Regional Workshop on Pesticide Management
Practices and Enhancing Laboratory Capacity

4.3

7.FAO/IAEA National Workshop : New Trends on Food
Irradiation
8.IAEA Technical Meeting on the Asian Network for Education in
Nuclear Technology (ANENT)

4.9

9.KOICA-RCARO Training course on training instructor for
non-destructive testing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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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KOICA/IAEA training course on Nuclear power policy,planning
and project management

4.3

11.IAEA Regional Training Course on Safety Assessment and
Verification for Nuclear Reactors

4.7

12.IAEA Technical Meeting on Use of Advanced Safety
Assessment Methods for Evaluation of NPP Upgrades including
Control Room Modernization with Consideration of
Human-System Issues

3.9

13.IAEA 3rd Research Co-ordination Meeting on "Controlling of
Degradation Effects in Radiation Processing of Polymers"

4.8

총괄 평균

4.4

80

67

( Av e r age 4.4)

57

40
3

2

3

1

2

3

0
P e rs ons

4

5 S c al e

[그림 4.15] 총괄 평가점수의 분표
70
65
60

57

50
Yes

No

[그림 4.16(1)] 총괄 평가점수의 항목별 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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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105

80
40
12
0
Y es

No

[그림 4.16(2)] 총괄 평가점수의 항목별 분포 (Did you receive your travel
instructions/ air ticket well in advance?)

140

117

70

2
0
Y es

No

[그림 4.16(3)] 총괄 평가점수의 항목별 분포 (Did you have problems or
difficulties in applying for or receiving a proper visa?)

140

117

70
4
0
Yes

No

[그림 4.16(4)] 총괄 평가점수의 항목별 분포 (Did you receive
Instructions/background documentation to attend the training
course well in advance so that you could prepare yourself
properly for this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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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Av e r age 4.3)

57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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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c al e

[그림 4.16(5)] 총괄 평가점수의 항목별 분포 (If yes, was it adequate and did
it help you to achieve more from the course?)

100

82

( Av e rage 4.5)
50

30
3

3

3

1

2

3

0

5 S c al e

4

[그림 4.16(6)] 총괄 평가점수의 항목별 분포 (How would you rate the overall
administration of the course?)

140

129

70
3
0
P e rs ons

Y es

No

[그림 4.16(7)] 총괄 평가점수의 항목별 분포 (Were the aims and objectives of
the course clearly explained and 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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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Av e r age 4.3)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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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c al e

[그림 4.16(8)] 총괄 평가점수의 항목별 분포 (If yes, did the training objectives
clearly tell you what was important to learn during the
course?)

80

68

( Av e rage 4.2)

47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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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P e rs ons

3

5 S c al e

4

[그림 4.16(9)] 총괄 평가점수의 항목별 분포 (How well did the training course
meet its stated objectives?)

80
( Av e r age 4.3)

58

60

49

40
20

4

0
P e rs ons

1

8
0
2

3

4

5

S c al e

[그림 4.16(10)] 총괄 평가점수의 항목별 분포 (The technical content of the
course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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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v e r a g e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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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c al e

[그림 4.16(11)] 총괄 평가점수의 항목별 분포 (How relevant were the course
topics to your work?)

50

( Av e r age 3.9)

37
29
23

2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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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e rs 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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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4

S c al e

5

[그림 4.16(12)] 총괄 평가점수의 항목별 분포 (The quality of the practical
exercises, work cases or laboratory training at the course
were:)

60
( Av e rage 3.9)

45

30

5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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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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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e rs 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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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5

S c al e

[그림 4.16(13)] 총괄 평가점수의 항목별 분포 (The overall course duration was
sufficient to achieve the learning objec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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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v e rage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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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14)] 총괄 평가점수의 항목별 분포 (The time scheduled for each
session/module was adequate:)

50

41

( Av e r age 3.5)

4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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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 c al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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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15)] 총괄 평가점수의 항목별 분포 (Prior to the course, your
knowledge of the subjects presented was:)

60

( Av e rage 4.2)

50

50

4

5

40
20

13
3

3

1

2

0
P e rs ons

[그림

4.16(16)]

3

총괄 평가점수의 항목별 분포 (After
knowledge in these subjects impr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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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c al e

course,

your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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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17)] 총괄 평가점수의 항목별 분포 (course handouts were easily
understood and of high quality:)

100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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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18)] 총괄 평가점수의 항목별 분포 (Audio/Visual aides at the course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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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v e r age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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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19)] 총괄 평가점수의 항목별 분포 (The course facilities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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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20)] 총괄 평가점수의 항목별 분포 (How conductive to learning
were the rooms where training was h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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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21)] 총괄 평가점수의 항목별 분포 (Was the level of teaching at
your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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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22)] 총괄 평가점수의 항목별 분포 (The course instructors
demonstrated a thorough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their su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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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23)] 총괄 평가점수의 항목별 분포 (The presentations at the course
related theoretical knowledge concepts to real life situ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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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24)] 총괄 평가점수의 항목별 분포 (The guidance by training
personnel during training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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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25)] 총괄 평가점수의 항목별 분포 (How well were your personal
expectations of the course m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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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26)] 총괄 평가점수의 항목별 분포 (How capable do you feel in
performing these tasks at your home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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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27)] 총괄 평가점수의 항목별 분포 (The course will help your
performance at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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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28)] 총괄 평가점수의 항목별 분포 (How often do you expect to
apply what you learned during the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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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국제원자력교육훈련센터(INTEC) 운영
1. INTEC 연수관(ATOPIA Hall) 및 숙소관(NURI Hall) 운영
개관 5년차를 맞이한 2006년도에는 원자력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각종 훈련과
정, 워크숍, 세미나, 회의 등 국내, 국제행사 와 시설의 활용 극대화를 위해 원자
력관련 기관, 대학교 및 대덕벤처기업 등에 개방하여 각종 회의를 적극 유치함
으로서 2002년 개관 이래 많은 행사를 진행한 한 해였다. 한편, 국제원자력교육
훈련센터 시설을 이용하는 고객의 편의를 위해 아토피아관(연수관)의 최적의 회
의 환경과 누리관(숙소관)의 안락한 숙박 시설로 보완 및 개선을 하였다.

2. 운영실적
2006년도에 아토피아관(연수관)에서는 IAEA 지역간 훈련과정, 워크숍 등 477
건(연인원 18,521명)의 각종 국내･외 행사를 유치하였으며, 누리관(숙소동)에서
는 행사참가자 및 관련자로 연인원 4,616명이 숙소를 이용하였다. 자세한 운영실
적은 <표 5.1>와 <표 5.2>과 같다. 이들 이용자의 국가별 분포를 <그림 5.1>과
같이 도시하였다. 최종적으로 국제원자력교육훈련센터 개관 이래 운영 실적을
<그림 5.2>에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운영 실적은 지속적으로 향상 되었으며
특히 2006년도에는 연수관 및 숙소동 모두 크게 향상된 실적을 보였다.

<표 5.1> 아토피아관 행사 현황
행사건수
구분

행 사 내 용
건수

소내

소외

비율
(%)

연인원
인원

비율
(%)

1. 연구실 국내 워크숍 및 행사

266

55.8

7,558

40.8

2. 연구실 국제 워크숍 및 행사

56

11.7

2,594

14.0

3. 연수원 국내외 연수과정

47

9.9

3,841

20.7

소 계

369

77.4

13,993

75.5

4. 원자력관련 기관 주최 행사

68

14.3

2,290

12.4

5. 벤처기업 주최 행사

15

3.1

720

3.9

2

0.4

35

0.2

23

4.8

1,483

8.0

6. 대학 주최 행사
7. 기타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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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108

22.6

4,528

24.5

합 계

477

100.0

18,521

100.0

<표 5.2> 누리관 이용 현황
구분

투 숙 내 용

연인원

1. 연수원 국제과정 등 연수과정

비율(%)

2,121

45.9

2. 연구실 행사 관련 행사

781

16.9

3. RCA post-doc/IAEA fellowship

301

6.5

3,203

69.3

4. 원자력관련 기관 주최 행사

703

15.3

5. 벤처기업 주최 행사

522

11.4

6. 기타 행사

188

4.0

소 계

1,413

30.7

합 계

4,616

100.0

소내
소 계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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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그림 5.1] 2006년도 국가별 누리관(숙소동) 투숙 실적

[그림 5.2] 연도별 국제원자력교육훈련센터(연수관, 숙소관) 이용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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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설보완 및 개선
국제원자력교육훈련센터의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2006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연
수관 및 숙소관의 시설을 보완 및 개선하였으며, 시설의 보완 및 개선에 관한 내
용은 <표 5.3>와 같다.

<표 5.3> 아토피아관 및 누리관 시설 개선 내용
아토피아관
장 소
1.1층 로비

누 리 관

개선내용

개선내용

- 안내 데스크 교체 및 위치
변경

- 강사용 PC교체
- 듀얼 그래픽카드 사용에
따른 모니터 분배기 철거
2. 각 강의실
- 화재 예방, 절전, 안전
공통
관리를 위한 스마트탭으로
컨센트 교체
- 빔프로젝트 램프 교체
1. 안내 데스크 교체
3. 대회의실

- 스크린 동작 스의치 교체

4. 대강의실

- 강의 제작도구 S/W 설치
- SMART BOARD 빔프로젝
트
교체

5. 강당

- 다양한 공연을 위한 장비
연결 선 비치

특히 안내데스크 개선과 서비스 만족도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추진
하였다. [그림 5.3]과 [그림 5.4]는 설문 조사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림
[그림 5.5]는 개선된 안내데스크의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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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안내데스크 이전에

[그림 5.4] INTEC 서비스

대한 설문조사 결과

만족도에대한 설문조사 결과

[그림 5.5] 개선된 안네데스크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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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및 건의사항
제 1 절 결 론
동 과제는 원자력 국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획된 다목적 해외 인재양성사업
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상호 연관성이 있는 기존의 기관고유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
던 국제원자력교육훈련과정 운영사업과 결합된 것이다. 다목적 해외 양성사업은 선
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원자력교육훈련 지원 사업을 통해

해외 친한 인적

자원네트워크 구축하여 연구소 R&D 분야의 국제적인 투명성을 높이고 나아가 해외
시장 진출과 연계한다는 것이다. 금년도 다목적 해외 인재양성사업의 목표는 2007
년부터의 사업추진을 위해 세부사업을 기획하고 제도 등을 준비하는 것이다. 동 사
업에 대한 금년도의 주요성과는 기존의 국제교육훈련과정과 신규 해외 인적네트워
크 구축사업 모두를 포함할 수 있는 국제 원자력 R&D 아카데미 개념을 설정한 것이
다. 이를 위하여 범세계적 협력 네트워크인 국제원자력대학 (WNU: World Nuclear
University)의 대표 사업인 2007년 WNU 여름학교 유치와 인력교류를 추진하는 양해
각서를 체결하였으며 여름학교 개최 준비 업무를 수행하였다. 지역협력 차원에서는
IAEA의 아시아원자력교육훈련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하여 사이버 플랫폼 개발을 수
주 받아 완료하였으며, 제3차 ANENT 운영위원회를 유치하여 개최하고, 웹기반 교육
훈련 정보 교류를 추진하는 등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해외 인적네트워크 구축
차원에는 개발도상국 대상의 첫 사례로 베트남의 대학들과 원자력교육협력을 착수
하였으며, “원자력 과학 및 교육협력” 양해각서를 준비하였다. 최종적으로 다목적
해외인재 양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사항 (규정)을 검토하고 특히 국내 장
기교육(석·박사과정) 제공을 위한 절차서 초안을 마련하였다. 당초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을 대상으로 착수하기로 한 다목적 해외 인재양성사업은 여러 가지 국내외적
여건을 반영하여 우선적으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착수하고 선진국 대상은 점진
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국제원자력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13개 과정을 운영하여 43개국으로부터
의 182명에게 원자력교육훈련을 제공하였다. 각 과정에 대한 평가를 총괄해 볼 때
내용의 효용성과 운영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이와 같은 실적은 최근의 국제과정
운영 수준에 비하여 양적으로는 물론 질적으로도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와 병행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KOICA-IAEA-KAERI
과정운영 협력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기타 협력활동을 통하여 2007년도 프로그램으로
13 개의 과정을 확보하였다. 지역 협력으로 FNCA 원자력 인적자원개발 분과 참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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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국제교육훈련 행사유치와 정보/자료 교류에 노력하였다.
국제원자력교육훈련센터 (INTEC)는 당해 연도에도 본 과제 수행에 관련된 교육
훈련 및 행사 수행에 유익하게 활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원자력연구소 및 관련
원자력기관 등의 국내외 활동에 크게 기여하였다. 실제로 2006년 중에 477건 (연인
원: 18,521명)의 각종 행사를 유치하였으며 이에 따른 숙소 (누리관) 이용인원도
4,616명 (연인원)에 달하였다. 이러한 실적은 개관이래 계속 향상되는 추세를 보이
고 있으며, 시설장비 개선도 이러한 향상에 기여하였다.

제 2 절 건의사항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자립과 R&D 역량이 확대되면서 주변 아시아 각국으로부터
한국에서 연구중심의 장기 교육(석․박사교육)요청이 증가되고 있다. 연구소 R&D사
업의 국제화가 요구되며 외국의 젊은 과학기술자들에게 연구소 R&D 참여와 연계한
장기 석박사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서 국내 원자력 R&D 투명성을 실질적으로 제
고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해외 인적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다목적 인재양성사
업은 외국의 학생 및 젊은 과학기술자들이 연구소 R&D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
현장 중심의 석․박사교육 프로그램의 수행으로 연구소 원자력 R&D 사업 국제투명
성을 제고하고, 국제 위상 제고와 해외 진출 기반을 확대하며, 나아가 우수 해외
젊은 과학기술자들을 국내 R&D 사업에 활용하여 연구 개발 성과 높이는 것이다.
단기 교육훈련 중심의 국제원자력교육훈련과정(IAEA 지역 간 훈련과정, KOICA 개
도국 기술지원 연수과정, 양국 간 협력 교육훈련과정)을 장기 교육과 결합하여 교
육훈련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제 단기교육훈련과
석·박사 중심의 장기교육훈련을 함께 담을 수 있는 개념으로 원자력 국제 R&D 아카
데미를 제안하며 장단기 국제교육훈련이 한 틀 속에서 상호보완적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투명성 제고와 해외시장 진출은 상관관계가 분명히 나타나는 선행적인 투자
가 필요한 사업이며 단기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사업이다. 그러므로 동 과제
는 장기적인 차원으로 먼저 제도 등 인프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요구되
는 사업이다. 금년도 동 과제 수행으로부터 얻은 실적과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계
획된 성과를 얻기 위해 아래와 같은 투자와 지원이 요구된다.
첫째, 원자력 이용개발 사업은 타 첨단 기술 개발사업과 달리 정치적, 외교적,
사회적 환경요인이 큰 만큼 국제화와 더불어 기술의 투명성에 대한 선행투자가 필
요함으로 해외 인적네트워크 구축사업은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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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해외 인적네트워크 구축사업은 교육훈련 뿐만이 아니라 교육훈련과 연관
되는 인력양성사업 즉 교육훈련 장비/시설 지원 등의 사업이 병행되어야 하며 이를
제도적으로 과제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 등 기존 제도의 활용과 함께 장기교육에 대해 연
구 개발 분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
넷째, 원자력 국제 R&D 아카데미가 설립되어야 하며 수요조사와 분석 등 장기
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안정적인 예산확보와 담당인력이 충원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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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NU 여름학교 유치,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 및 여름학교 개최 준비 업무를 수행하였다.
지역협력 차원에서는 IAEA의 아시아원자력교육훈련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하여 사이버
플랫폼을 개발, 제3차 ANENT 운영위원회를 유치 및 개최 등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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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명에게 원자력교육훈련을 제공하였다. 각 과정에 대한 평가를 총괄해 볼 때 내용의
유용성과 운영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이와 병행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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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하였다. 이러한 실적은 개관이래 계속 향상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시설장비 개선
도 이에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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