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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과제는 2007년부터 2008년까지 2년간에 걸쳐 개발도상국 이집트, 베트남과 동남아 

RCA 회원국이 정부에 요청한 한국에서의 원자력 교육훈련을 수용하기 한 제안된 과

제이다. 요청 받은 교육훈련을 효과 으로 수행하기 해 먼  이들 국가의 정부 차원

에서 필요한 인력양성에 한 황과 우선순 를 악하기 해 과제기간 동안 두 차

례 교육훈련의 수요조사를 수행하 다. 수요 조사의 결과를 분석하여 보고서에 수록하

다. 

  본 과제에서 이집트 정부가 요청한 원자력발 분야 교육훈련을 2차에 걸쳐 제공하

다. 이집트 요원교육을 해 KOICA 연수과정 (개도국 국내 청 연수과정)을 양국 간 

력 사업으로 확 하 다. 이집트 요원교육을 OJT 훈련으로 연결(2단계 교육)하여 교

육훈련의 효과를 제고하 다. 한 한․베 원자력 력 원회 합의사항으로 베트남 원

자력요원에게 방사성폐기물 처리 기술 분야에 한 연구실 OJT 교육을 제공하 다. 

  연구용원자로  방사선 이용기술 분야에서는 동남아 지역 RCA 회원국들이 요청한 

교육훈련과정을 아․태지역원자력 력 정사무국 (RCARO)과 공동으로 개발하여 8개 

보 고 서  록



국가 (방 라데시, 국, 인도네시아, 말 이시아, 키스탄, 필리핀, 태국, 베트남) 원자

력요원 11명에게 교육훈련을 제공하 다. 

  향후 발 용원자로  연구용원자로 분야에서 동 지역 국가들과의 력을 비하

여 이들 국가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훈련 로그램을 상별로 차별화된 내용으로 15개 

과정의 커리큘럼을 개발하 다.  

색 인 어

(각 5개 이상)

한
양국 간 력, 교육훈련, 원자력발 , 연구용원자로, 방사선 이

용기술  

어
Bilateral Cooperation, Education and Training, Nuclear 

Power, Research Reactor, Radiation Applicat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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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 사업명

   양국 간 력연계 원자력 인력양성 지원 사업

II. 사업목   필요성

   한국의 원자력발  기술자립과 원자력 이용개발 확 에 동남아, 동, 아 리

카 지역은 개발 도상국가들은 심을 표명하고 자국의 원 사업 추진과 원자력 

이용개발을 한 기반 구축을 해 한국과의 력을 요청하고 있다. 특히 동남

아, 아 리카, 동 등의 개발 도상국가들은 자국의 원  도입을 한 기반구축 

즉 정책수립, 법/제도 등 시스템구축, 인력  기술 확보에 한국의 원자력 정책과 

경험을 국제 인 모델로 인식하고 양국 간 원자력 력 원회를 통해 자국 원자

력요원의 교육훈련에 한국이 지원하여 주기를 요청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발 도

상국가들과의 원자력 기술 력을 강화하고 이들 국가의 원자력 시장진출의 기반 

확 를 해 양국 간 력에 의거 원자력 발   방사선 이용기술 개발에 한 

원자력 정책, 기술자립 경험과 기술에 한 교육훈련을 제공한다. 개발 도상국가

들이 필요로 하는 원자력 기술 기반에 한 인력양성을 지원하는 것이 이들 국

가들과 기술 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시장 진출을 진하는 가장 효과 인 수단

이며 선행 인 투자로 국가 차원의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III. 사업내용  범

  한국의 성공 인 원자력발  기술의 자립, 연구용원자로의 자력 설계와 운 , 

소형 일체형 원자로(SMART) 등 차세  원자로의 개발, 방사성동 원소 이용

기술 개발의 확  등 원자력 이용기술의 성장과 발 은 국제 인 발 의 모델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원자력 산업진출을 강력히 검토하고 있는 후발 국가들로부

터 한국의 기술자립과 연구개발 성과에 심을 표명하고 자국의 원자력요원 양

성을 한국이 력하여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 간의 력 사업에 부

응하기 해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제공하고 있는 한국국제 력단 (KOICA) 개발

도상국 기술지원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원  정책, 기획  사업 리’교육 로

그램을 확 하여 이집트 원자력요원에게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베트남 원자력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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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게 방사성폐기물 처리에 한 연구실 OJT를 제공한다. 한 연구용원자로 

 방사선 기술 분야에 력을 요청하는 동남아 국가들에게는 연구용 원자로 설

계/운  과 방사선 이용기술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이들에게 제공한다. 교육훈련

과정을 제공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해당국가의 특성과 수요를 분석하여 목  지

향 이고 국가별 특성에 합한 교육훈련 로그램을 개발하여 개발도상국 요원

을 상으로 운 한다. 동 국가와의 향후 력을 비하여 원자력발 분야 교

육훈련 로그램을 개발한다.

  1. 개발도상국 인력양성 수요에 한 우선순  조사 분석

    가. 원자력 이용개발 확 와 인력양성의 고려사항

    나. 개발도상국 원자력인력양성 황  

    다. 개발도상국 원자력인력양성 우선순  조사 분석 결과

  2. 개발도상국 원자력 교육훈련 로그램의 확

    가. KOICA 개도국 기술지원 연수과정 확

    나. 이집트 원자력요원 교육훈련 제공

    다. 개발도상국 요원 (베트남) 연구실 OJT 로그램 제공

    라. RCA 회원국 연구용원자로  방사선 이용분야 교육훈련과정 공동개발 

 운 (8개국 11명)

  

  3. 동지역 국가 원자력요원 교육훈련 로그램 개발

    가. 단계별 교육 훈련 로그램의 개발

    나. 기술 수   상별 교육훈련 로그램 커리큘럼 개발

IV. 연구개발 결과

   본 사업의 결과로 개발 도상국가들의 원자력인력양성 수요에 한 조사 분석

을 바탕으로 이집트, 베트남을 비롯한 아 리카, 동남아 지역의 9개 국가 원자력

요원 19명에게 아래와 같이 원자력발  정책, 기획, 사업 리, 규제, 그리고 연구

용 원자로  방사선 이용 기술 등 분야별로 교육훈련을 제공하 다. 교육훈련 

의 효과를 높이기 해 집체교육, 연구실 OJT 교육, 장 OJT 교육 등 특화된 

교육훈련과정을 제공하 다. 한 원자력발  사업 도입에 필요한 인 라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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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요한 요소인 인력양성을 한 교육훈련 로그램을 상별 수 별로 구

분하여 국가 특성에 맞는 교육훈련 로그램을 개발하 다.  

   o 이집트 원자력요원 교육훈련 (양국 간  KOICA 력)

     [제1차 교육]

     - 일    시 : 2007. 12. 2 - 2008. 1. 22 (2개월

     - 교육내용 : (1단계) KOICA 원  정책, 기획  사업 리과정

                  (2단계)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한국원자력안 기술원 

                          장 OJT

     - 교육인원 : 이집트 원자력청 소속 2명

     [제2차 교육]

     - 일    시 : 2008. 10. 8 - 30

     - 교육내용 : (1단계) KAERI 원자력이용개발

                  (2단계) KOICA 원  정책, 기획  사업 리과정

     - 교육인원 : 이집트 원자력청 소속 5명

   o 베트남 원자력요원 교육 (양국 간 력)

     - 일    시 : 2008. 4. 7 - 6. 6  

     - 교육내용 : 방사성폐기물 처리기술 연구실 장훈련

     - 교육인원 : 1명

   o 동남아 RCA 회원국 원자력요원 교육훈련 

     - 일    시 : 2008. 11. 17 - 28

     - 교육내용 : 연구용 원자로  방사선 이용기술 교육과정

     - 교육인원 : 11명 (베트남, 태국, 인니, 국, 키스탄, 말 이시아, 필     

                리핀, 방 라데시)

   o 동 지역 국가 원자력요원용 교육 로그램 개발

     - 로그램 구성 : 고 정책담당자, 견기술자, 인력 수 별 3단계

     - 로그램 내용 : 15개 과정

                          

V.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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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도상국이 자국의 원자력인력양성을 해 한국 정부에게 요청한 교육훈련

을 우선 으로 수용하여 이집트와 베트남 원자력요원에게 원자력발  기술자립 

 사업 리, 방사성 폐기물처리 기술 분야의 교육훈련 로그램을 제공하 다. 

교육훈련과정을 단계별로 수행하여 해당국에게 합한 교육과정이 되도록 교육

훈련의 집 도를 제고하 다. 교육훈련 재원의 효율 인 활용을 해 KOICA 교

육훈련 로그램을 이집트 원자력요원을 상으로 확  운 하 으며, 동과 아

시아․태평양 지역 해당국의 요청에 부응하도록 교육훈련 수요 조사․분석을 바

탕으로 나라별로 특성에 맞는 교육훈련 로그램을 개발하여 동 과정들을 체계

이며 지속 인 운 의 기반을 마련하 다.

  한 효율 인 원자력 인력양성 지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국내 개도국 지원

기 인 한국국제 력단(KOICA), 아태지역 력 정사무국(RCA-RO)과 력하여 

사업 수행의 효율성 제고에 노력하 다. 특히 RCA 회원국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의 훈련생을 해 연구용원자로  방사선이용기술에 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아태지역원자력 력 정 사무국 (RCARO)과 동 과정을 운 하여 재원

의 효율  활용에 노력하 다. 동 국가들과의 향후 력에 비하여 이들 국가

들에게 필요한 교육훈련 로그램을 상별  수 별로 나 어 체 15개 과정

을 개발하 다.  

  동남아, 아 리카, 동 지역의 개발도상국가로부터 한국의 경험과 기술을 배

우기 해 교육훈련 제공요청이 증가될 것이다. 이에 효율 으로 처하기 해

서는 지역별, 국가별 특성에 맞는 즉 발 분야 비발 분야로 나 어 교육 로그

램을 개발하 다. 한 기술수 과 교육 상에 합하도록 조합하여 맞춤형 교육

훈련 로그램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카자흐스탄과 동지역 국가들을 

심으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개발 인 일체형 원자로 (SMART)에 한 력

요청이 증가할 것으로 기 된다. 동 사업으로 개발한 교육훈련 로그램이 이들

과의 력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연구용원자로 도입에 한 사업을 착수

하고 있는 네덜란드, 요르단과의 력에서는 동 사업으로 개발한 연구용원자로 

 방사선 이용기술 훈련과정이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그러므로 인력양

성과 교육훈련에 한 력은 해당국의 시장진출에 기반이 되고 공동연구, 용역 

제공 나아가 랜트 수출로 연결됨으로 개발 도상국가들에 한 인력양성 지원 

사업이 지속 으로 정부의 지원 하에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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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M M ARY

I. Project Title

Promotion of Bilateral Cooperative Programs in Nuclear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I.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Countries from Southeast Asia, Middle East and Africa, which are 

planning to introduce nuclear power and/or promote utilization of nuclear 

energy, show their interest in Korea's achievement of self reliance of such 

technologies and continuous promotion of development and use of those. In 

particular, their interests focus on Korean experience in the development of 

infrastructure including national policy, law and system, human resources, and 

technology for their introduction of nuclear power. Accordingly, requests from 

those countries for cooperation on human resource development to share with 

the Korean experience are increasing.       The purpose of this project is 

strengthening of bilateral cooperation with those countries for sharing 

aforementioned Korea's technology, and providing of education and training 

on Korean experience regarding national nuclear policy, technology self 

reliance, and technology itself, in the field of nuclear power generation and 

the application of radioisotopes and radiation.        

   Cooperation in nuclear human resource development addressing the needs 

of infrastructure for the use of nuclear energy in respective partner countries 

is prerequisite on a long term basis for strengthening cooperation in nuclear 

technology as a whole and promoting export of such technology. Therefore, 

this kind of effort should be supported in a systematic manner with long 

term pre-investment at national level.

III.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This project covers an analysis on the need of nuclear human re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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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in countries having interest in the introduction of nuclear power 

and/or promotion of the use of nuclear energy, and provision of courses  on 

"nuclear power policy, planning and management" and "design and operation 

of nuclear research reactor, and application of radiation technology" along 

with the country specific needs. Detailed scope of the activities are as 

follows: 

◦Analysis of needs for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 countries for 

cooperation 

  - Requirements for the promotion of the use of nuclear energy and the 

development of nuclear human resources

  - Status of nuclear resource development in developing countries  

  - Analysis of the priority for nuclear resource development in developing 

countries.

◦Promotion of nuclear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for developing 

countries

  - Expansion of KOICA international cooperation program for education and 

training for developing countries

  - Education and training of key members in nuclear energy development 

from Egypt

  - On the job training of scientists from developing countries (Vietnam) in 

research laboratories.

  

◦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RCA 

member countries on nuclear research reactor and radiation applications.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nuclear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customized to individual partener countries including those from the Middle 

East.

  - Development of nuclear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in stages 

  - Development of nuclear education and training curricula along with 

different target audience and their technical lev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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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Result of the Project and Proposal for Applications

   1. Result

   The project began with an analysis on the need of nuclear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 developing countries. Based on this the project 

provided 19 scientists from 9 countries from South East Asia, Middle East 

and Africa, including Egypt and Vietnam with nuclear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on national policy, planning, management, and regulatory control for 

nuclear power project, and technologies for nuclear research reactor and 

radiation applications. For the effective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were 

operated through classroom based learning and on the job training in research 

laboratories and on-site. Also, the programs were developed focusing on 

infrastructure development for introducing nuclear power, in a way to address 

different target audience and their technical levels. Detailed achievements are 

as follows:  

- Education and training of key members in nuclear energy development from 

Egypt: It was implemented through bilateral cooperation and support by 

KOICA program. The first part, which targeted 2 staff members from 

Egypt Nuclear Commission, was held for 2 months (2007.12.2 - 2008.1.22) 

providing a KOICA course on policy, planning and management for nuclear 

power project, and on the job training in Korea Hydro and Nuclear Power 

and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The first part, which targeted 5 staff 

members from Egypt Nuclear Commission, was held for 1 month (2008.10.8 

- 30) providing a course on R&D on the use of nuclear energy in KAERI, 

and KOICA course on policy, planning and management for nuclear power 

project. 

- On the job training of 1 scientist from Vietnam was implemented on the 

basis of bilateral cooperation from 7 April to 6 June 2008, in a research 

laboratory on radioactive waste treatment technology, at KAERI.  

- Education and training for scientists from South East RCA countries were 

carried out from 17 to 28 November 2008 for 11 participants from Vietnam, 

Thailand, Indonesia, China, Pakistan, Malaysia, Philippines, and Banglade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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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urse dealt with nuclear research reactor and radiation application 

technology.

- Development of nuclear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for key persons 

involved in nuclear power projects from countries of Middle East: The 

developed program consists of 15 courses addressing 3 technical levels, i.e. 

high level policy makers, middle level project implementers, and beginners.

   2. Proposal for Applications

   It is expected that the need of cooperation with countries from South East 

Asia and Africa for providing them with nuclear education and training on 

Korean experience and technology for the use of nuclear energy, will increase 

continuously. The nuclear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developed though 

this project address different situations of regions and countries, areas on 

power technology and non-power technology, and technical levels. However, 

the programs should be further developed customizing to different target 

audience and their technical levels. In particular, such cooperation needs are 

expected to come increasingly from countries having interest in SMART 

which is under development in KAERI and nuclear research reactor developed 

by KAERI. Therefore, the nuclear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developed 

though this project will serve as basis and effective tools to meet the 

expected needs for nuclear human resource development. Considering the 

important role of cooperation for nuclear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 the 

sense that it paves the way for technical cooperation leading to technology 

export, this project is believed to have worth to be continued on a long term 

basis in a systematic way with firm support at national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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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 발  과제의  개 요  

제 1   연구개 발 의  배 경   필 요 성

   우리나라의 성공 인 원자력 발 기술의 자립과 소형 일체형 원자로 

(SMART), 수소 생산로 (VHTR), 고속증식로 (SFR) 등 신형 원자로 개발, 방사

선  RI 분야 등 원자력이용 개발 사업이 확 되면서 원자력 산업에 진출 할여

는 개발도상 국가들로 부터 력요청이 증가되고 있다. 특히 동 분야에 경험과 

기술 수를 희망하며 한국에서의 교육훈련 요청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청을 IAEA 기술 력 로그램으로 수용하고 있는 수 으로 해당 국가

의 수요에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해당 국가의 원자력기술 분야 교육훈련 요청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훈련 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이 이들 국가와 원자

력분야 기술 력을 강화하고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의 우수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가 세계 6 권의 원자력발 에 한 선진국으로 진입하면서 국, 베

트남, 인니, 루마니아, 이집트, 터키 등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지역의 국가로

부터 원자력기술 분야 력요청이 증 되고 있다. 발 분야를 비롯하여 비 발

분야의 세계 원자력 시장 진출을 해서는 이들  력 상국들과 경제  

산업  측면에서 상호 우호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최  원  도입을 고

려하는 국가들이 크게 늘어나는 원자력 르네상스를 비하여 이들 국가들이 요

청하는 교육훈련 수요를 만족시켜는 원자력인력양성을 지원하는 것이 향후 시장

진출의 선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가 지난 30년 동안 경험한 원자력 기술의 사회 수용성 제고에 한 

경험과 안 문화의 경험은 특히 개발도상 국가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원자력의 기술  능력의 인지도 향상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원자력 기술 

자립과 개발과정에서 경험한 사회  문화  측면 즉 성실성, 근면성, 건 성을 

지향하는 태도 등을 개발도상 국가들이 한국에서 교육훈련과정 기간 동안 체득

하여 이들 국가들에게 되어 기술의 인지도 향상에 못하지 않은 한국의 사회

 문화  이미지 향상이 양국 간 력으로 얻는 매우 큰 부수  이득이 될 것

이다. 

   우리나라는 원자력 기술자립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1990년 부터 IAEA

를 통하여 개발도상국을 상으로 국제원자력교육과정을 실시하고 있다. 지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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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정부의 개발도상국 기술지원과정과 IAEA 훈련과정 유치를 통하여 지난 30년 

동안 40여 개국 훈련생 1,300명에게 교육훈련을 제공하 다. 동 훈련과정은 단기 

훈련과정이었으며 주로 IAEA 재원에 의한 기술 력 사업으로 추진한 것이다. 

그러나 아시아, 아 리카, 남미, 동구 등 원자력 력 상국이 확 되면서 이들 

국가들이 요청하는 교육훈련을 IAEA 기술 력에 의한 훈련과정으로 만족시킬 

수 없는 형편이다. 동 과제를 통하여 기존 훈련 로그램을 확 하고 신규 과정을 

개발하여 양국 간 력으로 요청받고 있는 훈련과정을 우리나라에서 제공하는 

것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수행하는 개발도상국 상 국제원자력교육훈련 로그

램은 주로 IAEA 훈련과정 유치사업으로 이루어짐으로써 IAEA에 한 의존성이 

높다. 개발도상국에서 실질 으로 요청하는 하는 교육훈련과정은 자국의 인 라 

개발을 해 특히 인력양성에 필요한 교육훈련과정임으로 우리나라가 개발하여 

양국 간 력에 의해 수용하는 것은 상호 win-win 략으로 매우 가치가 높은 

사업이다. 미국, 랑스, 일본 등 원자력 선진국은 자국의 해외 원자력 시장 진출

을 해 개발도상국과 양국 간 력에 의한 교육훈련 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양국 간 원자력 기술 력의 증 로 유발되는 한국에서의 교육훈련 요청은  

차 증가할 것이다. 한 요청 받는 교육훈련분야도 보다 세분화되고 구체    인 

기술로 나타날 것으로 상된다. 원자력 력 상국들에게 양국 간 력으로 제

공하는 원자력교육훈련 로그램은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수하는 것임으로 정

부 차원에서 선행 인 투자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 2  연구개 발  목 표   범

   본 사업의 목표는 양국 간 력으로 동남아, 동, 아 리카 지역의 개발도상

국으로부터 요청받는 훈련과정을 우리나라가 제공하는 것이며 아래와 같다.

   첫째, 기존의 한국국제 력단 (KOICA)이 개도국 기술지원 연수사업으로 수행

하는 교육과정(원자력발  정책, 기획  사업 리과정)을 확 하여 이집트, 모로

코, 리비아 등의 국가들이 양국 간 력으로 요청하는 교육훈련을 제공한다.     

둘째, 연구용  방사성동 원소 이용 기술과정을 개발하여 RCA 회원국, 남미, 

아 리카 지역으로부터 요청받고 있는 비 발 분야의 교육훈련과정을 제공한다. 

   셋째 교육훈련과정 수행의 비용-효과를 고려하여 KOICA에 매칭펀드를 제공

하여 KOICA와 공동으로 개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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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범 연구수행방법 구체 인 내용

 1. 개도국 인력양성/교육

    훈련 수요 조사 분석

- 개도국 인력양성 책임자 

  설문 조사

- 우선순  분석

- FNCA HRD 워크  참가

  인니, 베트남 등 6개국 

  수요 조사  결과분석

 

 2. KOICA 훈련과정 확  

    운

- 기존의 KOICA 개도국 연

  수과정 확

- 단계별 OJT 등 특화된 

  연수과정 운

- 이집트 원자력요원 상

  (한.이집트 합의시항

   이행)

 3. 개도국 연구실 OJT 

    로그램 제공 

- 양국 간 력 원회 합

  의 사항 이행

- 베트남 요원에게 방사성

  폐 기물처리기술 2개월 

  OJT  제공

 4. 연구용원자로  방사

    선이용기술 국제과정 

    개발

- 커리큘럼 개발  운
- RCA 회원국 상 2008년

  RCARO와 과정공동운

 5. 동 국가 원자력발  

    교육훈련 로그램개발

- 원  인력양성 인 라 

  개발 교육 로그램

- 상별, 수 별 과정 개

  발 (모듈화 형식)

- 동 국가와 력 비

- 분야, 상별 15개 과정

<표 3> 연구범   내용

   넷째, 양국 간 력으로 요청되는 교육훈련의 교육훈련 효과를 높이기 해 

국가별 특성에 합하도록 모듈화 형식의 맞춤형 커리큘럼을 개발한다.

   본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한 연구범 와 수행내용은 아래 <표 1>과 같

다.

제 3  연구개 발 의  추 진 체 계   추 진 방 법

   본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먼  우리나라와 원자력 력을 수행하고 있는 국가

들에 한 황 분석을 아래 <표 2>와 같이 정리하 다. 우리나라가 원자력 력

정을 체결한 국가는 23개국이며, 이  개발도상국범주에 드는 국가는 아시아 

지역 국,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등 5개국, 아 리카 지역 이집



- 4 -

지역 정 체결국 공동  개최국 정체결 정국

아시아/ 동

 일본, 국, 호주, 베트남, 

태국, 인니, 카자흐스탄, 

UAE (7개국), 

 일본, 국, 호    

주, 베트남, 태    

국, 카자흐스탄    

(6개국)

말 이시아, 필리핀, 카타르, 

요르단, 방 라데시 (5개국)

유럽/동구

 랑스, 국, 독일,     벨

기에, 스페인, 러시아, 터키, 

루마니아, 체크, 우크라이나 

(10개국)

 랑스, 국,

 러시아 (3개국)

불가리아 (1개국)

미주  미국, 캐나다 (2개국) 미국, 캐나다 (2개국) 

남미

 라질, 아르헨, 칠

 (3개국)

칠  (1개국)  

아 리카  이집트 (1개국)   남아공, 모로코 (2개국)

계  23개국 12개국 8개국

<표 4> 우리나라의 원자력 력 상국

트 1개국, 남미 지역의 라질, 아르헨티나, 칠  등 3개국이다. 정 체결국  

공동 원회를 주기 으로 개최하는 개발도상국은 국, 베트남, 태국, 카자흐스탄 

등 4개국이다. 향후 력 정을 체결 정인 개발도상국은 말 이시아, 필리핀, 

남아공, 모로코, 요르단, 방 라데시  등 6개국이다. 우리나라가 양국 간 력으

로 인력양성과 교육훈련 분야에 력이 필요하고 향후 력이 필요한 국가는 상

기에 언 한 국가들이 될 것이다. 화석연료의 고갈과 고유가, 온실가스 등의 환

경 문제로 말미암아 이미 IAEA발표에 따르면 신규 원  도입을 희망하고 검토

하는 국가들이 60개국이 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와 력을 희망하는 국가

들은 한층 증가할 것으로 기 된다. 

 

   <표 2>와 같이 개발도상국 심의 양국 간 력으로 우리나라에 요청하는 

원자력 인력양성을 한 교육훈련을 제공하기 해 [그림 1]과 같이 사업 추진 

체계를 설정하 다. 동 사업 추진방법은 아래와 같다.



- 5 -

[그림 1] 사업 추진체계

   첫째, 우리나라에서의 교육훈련을 요청하는 국가들에 한 인력양성과 교육훈

련의 수요를 조사하며 우선순 를 분석한다. 한 선진국에서 양국 간 력 사업

으로 개발 도상국가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교육훈련 사례를 조사한다.

   둘째, 교육훈련을 제공함에 있어 국가별 수요 심  교육훈련 로그램개발하

고 운 한다. 즉 아시아 태평양지역 국가를 상으로 '연구로  방사선이용기술

과정'을 개발하여 운 하며, 동지역 원자력요원을 상으로는 원 인 라 개발

과 기술자립 경험에 한 KOICA 개도국 기술지원 연수과정을 확  운 한다.

   셋째, 교육훈련을 수행함에 있어 집체교육, 개별 OJT 등 단계별로 근하여 

교육훈련의 효과를 제고한다.

   넷째, 교육훈련과정 개발과 운 에서 비용 확보와 감을 해 KOICA, 

RCARO, 한국원자력안 기술원,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등과 력한다.

    



- 6 -

제 2 장 개발도상국 원자력인력양성 수요 조사분석

제 1   원자력 이 용 개 발  확 와  인 력양 성 의  고 려 사 항

   개발도상국의 원자력인력양성과 교육훈련의 수요 조사를 해서는 먼  원자

력 이용개발 확 를 계획할 때 국가가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조망하여야 한다. 

원자력 이용개발의 확 는 필연 으로 수반하는 것이 인력의 확보이며 이것은 

교육훈련으로 연결된다. 이러한 에서 이 에서는 원자력발  사업의 착수를 

로 들어 국제원자력기구 (IAEA) 등 국제사회가 일반 으로 요구하는 사항들

을 IAEA 자료를 통해 정리하 다[1]. 

     1. 원자력 이용개발 확  시 고려 사항

    원  사업 수행에 두 가지 이 있다. 그 하나는 어떻게 사업을 수행하느

냐는 개발 인  나머지 하나는 어떻게 안 을 보장하느냐는 안 보장 인 

이 있다.

    모든 개발 사업에는 에 지가 필수요건이다.  빈곤을 이고 삶의 질을 향상

하고 건강을 돌보며 산업이나 농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해서는 에 지가 반

드시 소요된다. 이를 해서는 존하는 에 지 자원에 근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늘날  세계 에 지 소비는 불균형을 이루는 데 16억 명이 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24억 명이 취사와 난방에 식 연료를 사용하지 못하고 나무 

등 재래식 연료를 사용하고 있다. 근래에 세계 에 지 소비량은 2030년에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측하며 이  개발도상국은 2030년까지 약 70%의 에 지 

소비량 증가가 있을 것으로 측한다. 원자력 발 이  세계 에 지 사용량 증

가에 정 인 에 지 자원으로 그 역할을 할 것이다.

     국가들은 자국의 에 지 자원 확보에 원자력 발 을 고려하는 데는 여러 

가지 각자의  이유들이 있다. 를 들면 천연 자원의 부족, 에 지 외 의존도 

탈피, 에 지 자원의 다원화,  는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등이다.

     원자력 발  사업의 특성은 원자력 재료와 이온화 방사선에 련되는 문제

들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 들이 원자력발  사업을 착수 할 때 주의 

깊게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비와 투자를 하여야 하는 이유이다. 여기에는 원

자력 발  사업이 포 으로 평화 인 목 이며 안 하고 안 리를 보장하는 

법 인 사항, 규제, 기술, 인력, 산업 지원 등 반 인 기반이 확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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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원자력발  계획수립 출발

     원자력발 사업의 출발은 오랜 기간 동안의 여러 가지 복잡성과 상호 연

활동들이 포함된다. 정부가 원자력 발 사업 수행에 한 의사결정을 하고 최  

원자력발 소가 가동하기까지는 어도 10-15년이 소요된다.  이러한 체 기간

을 다음과 같이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1) 원자력발 사업을 착수한다는 의사결정 이 의 고려사항

     (2) 의사결정 후 원자력발 소 건설을 한 비 작업

     (3) 원자력발 사업 수행 활동.

     이들 3단계의 각기 마지막 단계에서 다음 진행 단계에 향을 주는 특별한 

요소들이 있다.

     3. 원자력발 사업을 착수 의사결정 의 고려사항

     국가가 원자력발 사업의 도입을 고려한다면 국가는 에 지 수요에 한 

포 인 추진 략을 개발하여야 하고, 국가 사회경제  개발에서 원자력발 과 

련된 잠재 인 역할, 정성, 생존 능력과 수행성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핵

심 과업은 국가 체 력망에 체 력생산량의 10% 용량 범  내에서 원  

1기를 연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국가 체 력망에 원  1기 추가에 따

른 그리드 평가를 하는 것이다. 력망이 지역 , 범지역 으로 물려 있는지도 

평가하여야 한다.

     원자력발  사업과 련된 국가  수 이나 지역  수 에서의 의무사항 

는 임된 사항들을 인식하는 것도 첫 번째 활동이다. 여기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들이 있다.

     o 원자력의 평화  이용 즉 안 성 확보, 안 보장, 핵 보장조치, 책임의무 

사항 그리고 원자력 재료 사용과 련 된 상업 활동을 만족하는 포 인 원자

력 법  를 개발하여야 한다.

     o 효과 인 규제시스템을 수립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o 원자력발 사업을 효과 으로 수행하고 감독하는 데 요구되는 국가 조직

과 운 조직의 인 자원이 개발되어야 한다.

     o 원자력발 소를 건설하고, 안 한 운 을 유지하고, 해체 그리고 폐기물

을 리할 수 있는 한 재정이 확보되어야 한다.

     o 원자력발 소 운 , 해체, 폐기물 리의 모든 에 필요한 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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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장기간의 원자력 재료를 리할 수 있어야 한다.

     o 원자력발  사업 도입 이면의 모든 요소들에 해 국민이나 이웃 국가들

에게 열린 그리고 투명한 의사소통이 있어야 한다.

     4. 의사결정 후 원자력발 소 건설을 한 비 작업 

     의사결정에 따라 국가조직이나 상업조직에 의해 필요한 기술  는 조직

인 역량을 갖추었다고 확신을 주기 해 본질 인 일들이 시작된다. 이 단계에

서는 정부나 상업조직 양쪽 모두에게 매우 요하고 지속 인 업무를 요구한다.

     이 단계에서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은 아래와 같다.

     o 상기 단계에서 언 한 포 인 법 인 의 모든 요소에 해 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o IAEA 기 과 련하여 안 성 기 , 안  보장 기 을 감독하고 감시할 

수 있는 규제시스템을 개발하는 규제기 의 역량이 확보하고 수립하여야 한다.

     o 원자력발 소의 소유권과 운 에 한 재정과 운  형태를 결정하여야 

한다 (정부소유, 개별 소유, 외국 소유 등).

     o 책임 손배상 의무사항을 포함하여 해체, 폐기물 리를 한 장기 재정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o 원자력발  계획과 련되는 모든 계자들이 포함되고 이들의 지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o 원자력발  개발을 한 국가 인 기술   산업  참여 정도 (국산화 

능력)를 확인하여야 한다.

     o 국가 기술 능력이 어디에서 보강되어야 하는지에 한 평가와 국산화를 

한 정책을 개발하여야 한다.

     o 비상방재, 안  보장 측정, 환경보호를 한 요구사항들과 비사항들을 

확인하여야 한다.

     추가하여 국가나 운 자가 해야 할일은 아래와 같다.

     o 원자력발 계획이 수용 가능하다는 확신을 주기 한 타당성 연구를 수

행하여야 한다.

     o 원자력발 소 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o 핵연료 구매, 사용 후 핵연료  폐기물 리에 한 장기 정책을 수립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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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원자력발 소 인 자원을 어떻게 개발하고 훈련시킬 것인지를 확인하여

야 한다.

     o 부품 구매자로서 설계 옵션을 평가하고, 사용자 요구사항을 수립할 수 있

으며, 입찰 계 자료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비 작업들은 국가 으로나 국제 으로 자신감을 제공하는 데 많

은 도움이 될 것이다. 결국 기술 제공자를 포함하여 국가 으로나 국제 으로 정

부가 원  사업 수행에 차를 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된다.

     5. 첫 원자력발  사업 수행 활동들

     원자력발 소 운 을 비하고 그 비를 완료하기 한 주 은 합의된 

엔지니어링과 품질 요건, 안  기 과 안 보장 요령에 따라 소유자에 의해 사업

이 추진된다는 확신이다. 소유자/운 자는 원자력발 소를 운 하고 보수하는 

체 인 모든 책임을 갖추는 데 필요한 역량을 획득하여야 한다. 여기서 재정 확

보와 인 자원이 가장 요한 업무이며, 원 과 련된 모든 문제 을 장기간 

리할 수 있는  책임의 수용을 알리는 것이 된다. 

      이 단계 동안 규제기간의 지속 인 감독이 소유자/운 자가 열린 그리고 

투명한 방법으로 안  기 과 안 보장 규칙을 함축하는 필요한 모든 안  문화

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 주는 가 될 것이다.

      원자력발 사업의 수행에서 주변국가와 지속 인 국제 인 력과 트

십을 요구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역시 요한 사항이다.  이러한 것을 인식

하다는 것은 원 을 평화 으로 이용하고 안 하게 운 한다는 것을 주변 국가

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는 것이 된다.

     6. 항목별 고려사항

      가. 일정 (Time scale)

      원자력발 사업의 실행의 결정은 계획수립부터, 운 , 해체, 그리고 방사성

폐기물 리에 이르기 까지 장기간 업무 수행을 요구한다.  기술이 개발되지 않은 

국가가 첫 번째 원자력발 사업을 수행할 때 평균 으로 약 15년이 소요될 것이

다. 기술을 갖춘 국가가 빠른 방법으로 사업에 매진한다면 약 10년이 소요될 것

이다. 기술을 완 히 갖춘 국가조차도 새로운 원 을 건설하고 허가를 얻는 데 

약 10년이 소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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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인 자원과 훈련 (Human Resources and Training)

      형 으로 원자력발 소를 효율 으로 안 하게 운 하는 데는 과학, 엔

지니어링, 기술 등 여러 가지 분야를 필요로 하는 데 원자력발 운 을 책임지는 

조직은 약 200-1000의 인력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인력에는 원자력, 계측제어, 

기, 기계, 방사선 리, 화학, 비상방재, 안 성분석과 평가를 공한 공학도가 

포함된다. 한 원자력발 소 조직과 안 규제 조직을 지원하기 해 과학 분야 

즉 성자, 물리, 열 수력학, 그리고 기술 분야 즉 방사선 방호, 방사성폐기물 

리, 품질 리, 보수와 스페어 트 리 같은 분야에서 국가 으로나 국제 인 기

술 문가들의 활용이 요구된다.    

      한 요구되는 과학, 엔지니어링, 기술에 한 교육을 해서는 기 원  

연료 주입  3년 한 그 이상의 기간을 두고 계되는 인력은 많은 문 교육

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문 교육훈련과정과 경험들은 공 자와의 기술이  

계약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다. 원자력발 소 운 조직은 안 , 안 보장, 핵 비확

산의 에서 원자력발  기술을 효과 으로 리하는 데 필요한 엄격한 규칙, 

문화, 교육훈련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독립 으로 원자력 안 에 한 역량을 갖추어야 하는 규제기 의 인력양

성은 국내 양성에 의해, 공 자에 의해, 는 다른 규제기 에 의해 가능하며 

IAEA나 국제 련 기 으로부터는 보완 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첫 번째 원자력발  사업에서는 원자력과 련된 많은 부분들이 외부 공

자에 의해 기에 얻게 된다. 그러나 진 인 국산화 공 자와 기술을 갖추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에를 들면 원자력발 소 공 자와의 계약의 

한 부분으로 기술 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기술 연구를 지원하기 해 필요한 과학자, 엔지니어, 기술자를 교육하기 

해서는 학 교육 로그램의 개발은 원자력발 사업 수행의 국가 인 능력의 

한 분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것은 양국 간 력으로 과학기술 력의 범

에서 추진될 수 있다.  

      다. 규제 (Regulatory Aspects)

      규제감독과 련하여 독립 이며 역량을 갖춘 규제기 의 설립은 국가 기

존의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많은 국가들은 이미 원자력시설이나 활동을 규제

하는 체제를 가지고 있다. 이 경우 추가되는 인력이나 역량의 필요성을 결정하여

야 한다. 하나 이상의 규제 활동 즉 방사선 방호, 원자력 안 , 환경보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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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과 안 과 같은 업무로 구성된 규제기 을 가진 국가들은 원자력발 계획과 

련된 규제 기능과 책임을 히 확인하고 수임되어야 하며 조정되어야 한다. 

부지 선정, 설계, 시운 , 운 , 환경 방출 에 한 보장을 주는 규제 당국의 업

무 차도 확인되어야 한다. 원  체 수명기간 동안 시설의 안 성평가와 검토

를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여야 한다.

      규제기 의 소요인력과 조직 모델을 기술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지만 원자

력발  계획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약 30-50명의 인력이 필요하다. 최소한으로 규

제기간의 구조와 크기는 주 규제 기능 즉 규제 활동, 검토, 평가, 검사와 실행, 

국가 규제 지침 개발을 독립 으로 수행하는 데 충분하여야 한다. 한 부여된 

추가 기능 즉 비상방재와 응, 국내외 력, 기술과 과학 정보의 , 환경 평

가, 국민  계자와의 의사소통을 수행할 수 있는 자원과 역량을 가져야 한다. 

어떤 국가에서는 규제기 의 능력에 다른 조직 즉 독립 인 자문기 , 지원조직, 

연구  교육기 , 다른 국가나 국제기구 등으로부터 조언과 도움을 받는 것을 

추가하고 있다.  

   

      라. 가용한 기술 (Available Technology)

      구매하여 건설할 수 있는 부분의 원자로는  세계 으로 운 되고 있

는 물을 냉각재로 쓰는 원자로이다.  여기에는 주로 가압수형 원자로(PWR), 비

등수로형 원자로 (BWR), 수형 원자로 (HWR)가 있다. 일반 으로 물을 냉각

재로 사용하는 원자로 크기는 1,000MW 는 그 이상의 출력을 내는 원자로가 

있으며, 조  작은 것으로는 600-700MW 원자로가 있다. 

      만약 국가 력망의 제한으로 더 작은 원자로가 필요하다면 200-400MW 

출력의 원자로를 운 하고 있거나 개발 에 있다. 비록 작은 크기의 원자로에서 

경제 인 설계를 성취하기 해 많은 도 이 있지만, 미래의 활용을 해 여러 

가지 설계안들이 개발 에 있다. 고온 가스 냉각로 (160-270MW)나 여러 가지 

작은 크기의 원자로들이 향후 10년 내 설계 승인을 받을 것으로 기 된다. 한 

이동 가능하도록 70MW 의 바지선 설치가 되는 원자로도 재 건설 이다. 

      마. 비용 (Cost)

      원  1기의 건설비용은 매우 다양하다. 발 용량 1MW에 약 150만불에서 

200만불로 상하며, I GW의 력을 생산하는 원 의 건설비용은 약 15억불에서 

20억불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더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 국가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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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기 자본 비용을 이기 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미래의 설계에서

는 1 MW에 100만불에서 150만불이 소요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일반 으로 용

량의 원자로가 단  력 생산량에서  비용의 자본비용이 요구된다는 것을 인

지하여야 한다. 

       원자력발  계획을 비하는 데도 기 자본 투자가 요구된다. 동 기 

자본 투자는 비록 은 량이지만 원자력발 계획수립의 필요성 인식하고 개발의 

기단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기술과 규제 감독에 한 지식이 필

요하고, 련된 인력의 훈련이 증가함으로 그 비용은 증가할 것이다.  필요한 인

라 개발의 체 비용은 최  원  건설비용의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지 않지만, 

력 생산 이  즉 사 에 투자되어야 한다. 지난 경험에서 원자력발 에 필요한 

인 자원이나 인 라 개발에 한 투자는 사회 다른 분야에서도 많은 이익을 주

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 

      바. 재정  경제 (Funding and Economics)

      원자력발 소의 자본 투자는 정부에 의해서거나, 개인 력회사 는 공공 

 개인 트 십에 의해 제공될 수 있다. 기 높은 자본 투자는 일상 으로  

운   연료비용으로  상쇄된다. 그래서 장기간이 소요되는 원자력발  사업은 

타 발  사업의 연료비용으로 인해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기 된다. 력생산 비

용의 민감도 분석에서 원자력 발 이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발 보다 훨씬 낮게 

나타난다. 

      국가 인 라개발 비용을 정의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주된 비용은 인 자원

에 요구되는 일상 인 비용인데 규제나 법 요건을 포함한 원  계획을 실행함

에 있어 역량을 갖춘 그룹을 개발하고 인력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들

이 여기에 포함된다. 첫 번째 단계에서 그 비용은 크지 않을 것이나, 사업이 실

행단계로 옮겨가면 그 비용은  더 커진다. 한 타 발  사업에서도 그 겠

지만 력망 설립과 개발 등의 비용도 여기에 포함될 것이다.

      원자력발 소 투자와 련된 리스크는 건설과 허가 비용이 어든다면 감

소할 수 있다. 이러한 에서 국가가 우려하는 것에 모든 국제 인 기술기 을 

함축 으로 충분히 시연하는 것이 재정비용을 이는 환경으로 진될 수도 있

다. 

      해체와 연료 장과 폐기물 리 등의 장기간의 의무사항에 재정을 투자하

기 해서는 운 기간 동안 일정액을 떼어내어 재정을 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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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사. 핵연료 공 보장 (Fuel Supply Security)

      많은 국가들은 에 지 공  자원을 주로 수입에 의존하며 이것이 국가 에

지 연료 공  보장의 리스크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가스공 자들은 즉시 공 체재에 의존한다. 이러한 것은 장기간 공  계약을 맺

는 공 자에게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석탄은 용량을 장기간 요구한다. 이에 

반하여 핵연료는 10이상의 년 단 로 공 되거나 장된다. 이 기간 동안 원자력

발 소의 기생산은 외부요인에 의해 제약받지는 않는다. 비록 많은 원자력발

소는 핵연료 공 자가 공  보장에 신뢰를 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장기간 연료

를 보 하지 않는다. 핵연료 공 의 보장에 신뢰를 얻는 수용 가능한 체계에 국

제 인 착수가 고려되고 있다. 

      아. 기술 지원과 조직 (Technology Support and Organization)

      원자력발 소의 상업 으로 유용한 부분의 설계를 해 규제자와 운

자를 도와  수 있는 기술 지원에 한 국제 인 경험 재원들이 있다. 이러한 서

비스는 여러 국가로부터 세계  즉 정부기 , 개인 공 자, 자문기 으로 제공되

고 있다. 그러나 결국에는 국가나 원  운 자가 자신의 기술개발 능력을 개발하

길 원하고 자 해외로 부터의 의존을 이길 원한다. 이러한 것은 공 자에 의

해 제공되는 훈련 로그램, 서비스  지원 계약, 기술 이  에 의한 계약에 의

해 오랜 기간을 거쳐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자. 입법, 법률제정 (Legislation)

      에서 언 하 듯이 국가가 원자력발 사업을 수행하는 데 범 하게 

법률 제정을 하여야 한다. 법류 제정의 주요 요소는 안 성, 안 보장, 핵물질보

장 조치, 원자력 손해 배상 같은 것이다. 원자력 발  사업을 착수함에 있어 필

요한 법  요구사항의 주안 은 IAEA가 발간 한 원자력법 핸드북에 잘 나와 있

다. 환경보호, 상업행 , 산업 에 한 주안 도 법률제정을 할 때 고려하여야 

한다.

      차. 해체 (Decommissioning)

      원자력발 소 해체를 한 비는 원자력발 사업 도입 비단계에 반드



- 14 -

시 포함되어야 한다. 해체 리를 한 한 계획이 비되어야 한다.

      카. 사용 후 핵연료와 폐기물 리 (Used Fuel and Waste Management)

      원자로에서 사용한 핵연료 집합체는 안 하게 리되어야 하고 도한 안

이 보장되어야 한다. 장 기 는 장 종료 에도 원자력발 소는 히 

리되어야 한다. 이 기간 후에 유용한 많은 선택이 있다. 를 들면, 핵연료는 오

랜 기간 장될 수 있고 한 근래 90% 이상의 사용 후 핵연료가  세계 으

로 연료 장소에서 성공 으로 장되고 있다. 그러므로 사용 후 핵연료는 장기

간 핵연료 장소에서 보 될 수 있고 혹은 방사성폐기물을 이기 해 재처리

할 수 있으며, 장소에 보 되어 있는 고  폐기물로부터 재사용 가능 한 연

료를 추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비록 어떤 장소에서는 이러한 사항들이 확인되

었으며 재 추진 에 있으나, 실제 운 되고 있는 장소는 아직 없다. 사용 

후 핵연료와 폐기물 리에 한 합한 계획들이 비될 것으로 기 된다.

        폐기물은 기존의 방사성폐기물질 즉 방사성 선원, 의료 활동과 

련된 방사성폐기물 리에서 확보된 것과 마찬가지 차에 따라 잘 리될 것

으로 기 한다.

      타. 국민 이해 (Public Information)

      원자력발  사업을 성공 으로 도입하기 해서 원자력발 서업 도입, 부

지선정, 국가  국제 기술 기 의 용 등의 반 인 내용과 이면에 한 모든 

정보를 충분히 알고 있는 것이 요한 사항이다. 최종 결정 이 에 국민 이해에 

한 로그램이 제시되어야 한다. 특히 지역단체, 지역 지도자, 정치가, NGO, 

시민단체를 포함한 모든 계자에게 제시되어야 한다.

     7. 국제원자력기구 지원

     국제원자력기구는 국가 에 지 수요를 해 원자력발  사업을 도입을 고

려하거나 결정한 회원국을 도와주어야 하는 업무를 부여받고 있으며 력 로

그램을 통하여 그 게 하고 있다. 를 들면, 국가 체 틀의 핵심요소로 채택하

고 있는 원자력발  운 단계의 수행을 해 지원활동이 제공된다. 체 로그

램에서의 모든 단계 진행 동안 의무사항과 업무 수행에 한 충고나 지침을 제

공하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근래 원자력발  로그램 착수를 계획하고 있는 

국가들에게 인 라와 는 다른 고려사항에 한 지침에 한 자료들을 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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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고 동 분야에 한 지원요청이 있으면 문가 제공을 비하고 있다.

     원  도입 활동과 련된 모든 분야에 한 훈련에 해 가용한 재원 범  

내에서 IAEA는 지원할 수 있으며, 회원국은 필요한 인 자원개발, 기능, 핵심 역

량개발에 매진하여야 한다. 회원국가나 소유주는 세계 각국의 규제기 , 운 기

, 공통기술의 사용자, 상업  공 자로부터 충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업  결정과 련된 이슈를 제외하고, 국제원자력기구는 원  로젝트 추진

에서 사용될 수 있는 리 방법, 잠재  기술의 평가에 해 소유자를 기술 으

로 지원할 수 있으며, 원 의 안   경제  운 을 확신시키는 것들에 한 이

슈에 해서도 지원할 수 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천연 자원의 지속 인 활용을 진하는 것과 여유 에

지 자원의 활용 증가를 해 회원국이 자신의 에 지 부분 개발을 리하는 능

력을 강화시켜 주는 일도 한다.  이러한 노력의 주요 은 IAEA의 에 지 평

가서비스이다.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국제원자력기구는 회원국의 환경에 따라 맞

춤형으로 에 지 계획수립모델을 사용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지역 문가를 훈

련을 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은 국제원자력기구의 법 인 지원 로그램 하에서 포 인 

국가 법  틀을 개발을 제공하는 것이다. 특정분야의 IAEA 지원도 IAEA가 원

 로그램의 모든 분야에서 상세검토를 제공하거나 규제기 이 시설의 허가를 

총 으로 볼 수 있도록 효과 이며 충분한 역량이 있다는 확신을 갖추는 데 

있어서도 규제기 을 지원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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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개 발 도 상 국 원자력인 력양 성  황

   제 2 에서는 원자력발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개발도상국 즉 동남아 지역 

국, 방 라데시,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 이시아, 태국, 필리핀, 베트남 등 7

개국, 그리고 아 리카 지역 이집트의 원자력 이용개발 황, 인력양성 황, 교

육훈련 수요, 특기사항을 정리하 다.

     1. 국

      가. 원자력 이용개발 황

     국에서 제 10차 5개년 계획의 세부 제안서가 2000년 10월 11일에 승인되

었다. 이후의 5년에서 10년이 국의 경제  사회  발 을 해서 아주 요한 

기간이며 한 개방정책을 해서도 요한 기간이라고 말한다. 경제  사회  

개발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문 인 많은 훈련의 착수가 필요하며 인 자원 개

발과 교육 인 사업이 10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상  10개 지정과제로 되었다

[2].

     국의 원자력 건설은 1980년 에 시작되었다. 국의 력 생산에 한 기

본 인 정책은 원자력 발 의 비율을 격히 증가시키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원

자력을 개발하기 하여 국은 “외국의 력을 추구하면서 주로 스스로 자립하

는” 정책으로 원자력 국지화의 추진에 을 맞추어 수행한다. 인 자원은 이 

목 을 달성하기 한 기본 요소이고 원자력 분야에서 고  리 인력과 문가

를 훈련시키고 개발하는데 을 두고 실시한다.

      많은 인구를 가진 나라이므로 원자력의 이용은 국의 미래를 약속한다. 

특히 외국으로부터 선진기술과 경험을 배우고 원자력 기술을 산업, 농업, 임상과

학 등에 이용을 진작시키는 데 있어서이다. 우리는 문가를 개발하는데 요성

을 부여해야하며 이것이 우리의 원자력 주장의 성공을 이르는 열쇠이다. 100MW 

원  1차 계통 설계와 고출력 핵연료에 한 연구과제들이 착수되었다. 이와 

련 첨단 기술개발을 증진시키고 있다.

       재 11기의 원자력 발 소가 운  이고, 4기가 건설 이며, 4기가 건

설허가를 받은 상태에 있다. 2020년 까지는 원자력 발 이 시설 용량 기 으로 

체 발  용량의 4%를 차지하도록 증가시킬 계획이다. 진보된 PWR, FBR, 

HTGCR 등을 개발하고 있으며 련 핵연료 주기 기술도 개발하고 있다. 

한편 20개의 연구용 원자로가 연구소 학 등에서 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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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의 원자력발 소는 진산 II, III, 닝하오, 티아웬 I, II 발 소, 뚱 발

소 등 총 11기가 상업 운  이다. 제지앙성에 있는 샤맨 원 과 뚱성에 있는 

양징 원 은 입찰 안내서가 발송되었다. 더 나아가, 원 의 설계, 건설, 리 로

젝트의 수행 경험이 축 됨에 따라 국은 종합 안 성 평가, 환경보호, 비상 방

재시스템을 갖춘 원  건설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핵연료부분은 국 원자력이용개발계획에 따라, 높은 수 의 핵심 로세

스를 향상시키고, 제조 능력과 기술 안을 향상시키는 데 목한 과정들이 동시

에 추구되고 있다. 기술 인 재구축들이 부품  장비 개발에도 용되고 있다. 

동시에 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유능한 엔지니어들이 반 인 능력이 역동 으로 

향상되고 있다.

      원자력 기술의 용에 있어서는 과학 인 연구의 산업화가 넓은 범 에서 

실화되고 있다. 재, 원자력 첨단 기술의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기 이 국내 

넓은 범 에서 300개 이상이 있다.  여기에는 산업, 농업, 의료, 환경 보호, 업, 

공공 안  등의 분야에서 용되고 있다.

      지난 수년 동안 국의 원자력 산업의 빠른 성장은 이 에 있었던 결핍을 

산업분야에서 커버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오늘날 이제는 이익을 내고 있으며 

성장하여 원자력발  운 분야가 국에서의 주 사업 분야가 될 것이다.

      나. 원자력 인력양성 황

      "자립-설계, -건설, 제조, 그리고 -운 “의 원리는 원자력 발 을 해 10

차 5개년 계획 동안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고수되어질 것이다. 에서 언 한 조건

들과 맞추기 해 자립-설계는 나머지 세가지 보다 더 잘 보 될 것이다. 국은 

선진화된 리방법과 경험들을 외국으로부터 배워야 하고 국 원자력발 소의 

안 성, 자립성, 경제성을 개선시키기 해 국제  력을 수행해야 한다. 체-

디지털화된 I&C 체계 설게, 핵시설의 제염기술 방사성페기물의 처분기술, 방사성

동 원소 생산 그리고 원자력기술 이용 등이 우선 으로 처리되어야 할 일이다. 

CAEA (China Atomic Energy Authority)를 심으로 다음과 같은 원자력 련 

기 들이 있다.

       o 규제기 : National Nuclear Safety Administration (NNSA)는 4개 지

역 사무소와 4개 안  센터를 가지고 있음.

       o 산업체: China National Nuclear Corporation (CNNC)

                 China Guangdong Nuclear Power Corporation (CGN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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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원자력 공 련 학: Institute of Nuclear Energy Technology, 

                                Tsinghua University

                                Harbin Engineering University

                                Xi'an Jiaotong University

                                Shanghai Jiaotong University

       o 연구기 : China Institute of Atomic Energy (CIAE)

                   Nuclear Power Institute of China (NPIC)

                   Beijing Institute of Nuclear Engineering (BINE)

                   Shanghai Nuclear Engineering Research and Design       

          Institute (SNERDI)

                   Suzhou Nuclear Power Research Institute (SNPI)

                   Research Institute of Nuclear Power Operation (RINPO)

     주요 교육훈련 기 은 아래와 같다. 

     o 진산(Qinshan) 원자력 기지의 연수센터

       연수센터는 제징(Zhejiang) 지역의 하이안(Haiyan) 지방에 있다. 센터는 

연수원과 킨산 Ⅰ, Ⅱ, Ⅲ 핵발 소를 한 기본  훈련  재훈련을 한 세 개

의 시뮬 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 진산 Ⅰ 300 MW PWR 발 소 시뮬 이터

- 진산 Ⅱ 600 MW PWR 발 소 시뮬 이터

- 진산 Ⅲ 700 MW CANDU 발 소 시뮬 이터

      o CIAE 원자력 연수센터

        베이징 교외에 치하며 컴퓨터실, 언어강습실, 멀티미디어강습실, 숙소, 

식당 등이 있는 포 인 건물이다. 강의실은 재 건설 에 있다.

      o 동원  집합공사 인 자원개발 센터

        원자력발 의 핵심 사업을 가지고 있는 동원 집합공사(CGNPC)는 깨

끗하고, 안 하며, 경제 인 원자력발 사업을 수행한다.  부지선정과 새로운 원

사업을 비하고 있는 동원 집합공사는 뚱, 랴오잉, 푸지안, 안후이, 허난, 

허베이 성에서 새로운 원  사업의 추진에 단한 성과를 이루고 있다. 

한, 동원 집합공사는 풍력과 같은 환경 친화 인 새로운 재생에 지 분야에 

투자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의 빠른 개발에 기인하여, 동원 집합공사는 운 , 

정비, 기술지원, 설계, 엔지니어링, 건설 분야에 많은 유능한 인력이 필요하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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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서 이러한 분야 즉 리, 운 정비, 엔지니어링, 교육과 같은 분야의 교육 로

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다. 원자력 교육훈련 수요

      재까지 수집된 자료로는 NNSA와 CIAE의 교육훈련 로그램을 로 

제시할 수 있는 수 이다. NNSA는 각 지역 사무소의 리자들을 상으로 2005

년에 원자력시설 안 에 한 일주일 과정을 개설 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는 원

자력 발 의 원리, 안 문화, 규제기   련 코드 그리고 안 성평가  보고

서 작성 등에 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CIAE는 핵물리, 원자로 공학 연구  

설계, 방사화학, 원자력기술 응용, 동 원소, 그리고 가속기에 한 연구를 하고 

있다. 이에 필요한 인력은 학 졸업자, 련경력 소유자, 그리고 고  기술자를 

선발하여 충당하고 있으며 특히 원자력 공학을 문으로 하는 China Nuclear 

Industry Graduate Student College를 직  운 하고 있다.  

      원자력교육훈련 국제 력에 있어 국 체로는 IAEA  FNCA와의 

력은 물론 양국 력을 추진하고 있지만, CIAE와 같은 경우 원자력교육훈련 분

야 국제 력이 활성화 되지 않은 상황이다.

      동원  집합공사는 원  설계, 엔지니어링, 운 , R&D, 기술공 과 새로

운 사업 분야의 유능한 리자를 양성할 계획이다. 동원 집합공사는 리시스

템의 신을 통하여 합리 인 구조를 가진 문 인 부서 그리고 고품질을 갖춘 

유능한 기술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2010년까지 동원 집합공사는 아래와 같

은 인력풀을 보유할 것이다[3].

      - 운   리 분야 견 리자 70명

      - 견사업 리자 20명

      - 기술 문 부서장 30명

      - 견 마 리자 30명

      - 운  기술 문가 600명

      - 엔지니어링 기술 문가 300명

      - 설계 기술 문가 200명

      - 견 계약  사업 리자 50명

 

      라. 특기사항      

      국의 원자력발  사업을 확 함에 있어 주로 부딪치고 있는 문제 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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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

      o 안 성과 경제성은 장래 원자력 개발의 결정 인 요인이다.

      o 국가 -장기 계획은 원자력 개발에서 매우 요하다.

      o 원자력에 한 공공 정보의 보 을 원활히 하여 원자력발 에 한 호

의 인 환경 조성을 강화한다.

      o 원자력의 경쟁력에 한 올바른 이해를 추구한다.

      o 국의 원자력 지방화에 있어 외국과의 력을 기 한다.

     2. 캄보디아

     가. 원자력 이용개발 황 

      캄보디아는 1957년 IAEA 가입한 후 정부의 재정궁핍으로 1983년 탈퇴하

다, 재 주변 국가들이 IAEA에 재가입을 권유하고 있으며 회비 250,000불을 

마련 이다. 산업자원부 산하의 에 지국이 원자력 행정요원을 두고 재가입을 

비 이다. 주변 동남아 국가에 비해 낮은 경제 수 으로 원자력의 평화 인 

이용개발에 한 정부의 규제, 진흥 활동이 미미하며 정부차원에서 재 기본

인 인력과 인 라를 개발하고 있는 단계이다. 

      2007년 194.8MW 시설용량으로 1071GWh 력을 생산, 2024년까지 

3045.33MW 시설용량으로 16244.61 GWh 력을 생산할 계획이다. 재 체 

력소비량의 약 20%를 베트남과 태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국민 1인당 103 kWh를 

사용하며 재 주민 20% 만이 기를 사용하고 있는 열악한 형편이다. 단일 

력시스템과 력망이 없으며, 22개의 독립된 력시스템과 력망을 운 하고 있

다. 잠재 인 수력 자원이 약 10,00MW라고 하며, 재 력원은 수력, 화력, 수

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의 력당당부처는 력 규제청, 산업자원에 지부, 

재정기획부로 나 어져 있으며 이들 3개 부처 산하에 4개 기 이 력 생산, 송

배 . 매를 담당하고 있다. 력개발의 정책은 력생산  송배  확 , 주변 

국가로부터 력 수입, 지방  농  력화사업이며, 력생산 확 와 더불어 

단일 송배  망 확보를 우선 략으로 추진 이다. 베트남, 태국 등 주변국가의 

원자력발  도입 계획 발표로 인해 원자력발 에 심을 가지는 수 이다. 

      나. 인력양성 황

      교육시스템은 등 교육 6년, 등교육 6년(3년, 3년), 그리고 학교육 

2-4년으로 우리와 유사하나 일부 랑스식 교육시스템이 가미되어 있다. 정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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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은 2015년에 학교까지 9년간의 의무교육을 달성하는 것이다. 특히 교육부는 

캄보디아가 지식사회로 발 하기 해 학교육 향상을 우선 과제로 채택하고 

있다.

      학교육행정이 교육부 산하로 집 되어 있지 않고 12개 부처로 나 어져 

32개 공립 학과 45개 사립 학이 있다. 그러나 왕립 학, 바탕방 학 이외의 

부분의 공립 학은 직업학교(기능 학) 수 이며 사립 학도 일부를 제외하고

는 사립학원 수 이다. 지난 정권에서 괴된 학교육을 복원하고 발 시키기 

해 해외로부터 재정지원과 빙 교수를 지원받고 있다. 그 로 NPIC 

(National Polytechnic Institute of Cambodia)는 우리나라 정부의 지원으로 설립

된 노동부 산하 기능 학(폴리텍)이며 여기에는 한국인 교수들 (이용우 부총장, 

정 섭 교수 등)이 자원 사 활동을 하고 있다.  2008년 재 기능 학 이상 학

생 수는 135,000명이며, 여성 비율이 30.4%, 자연과학 공자 (수학, 물리, 화학 

등) 2.3%, 공학 3.2% 수 이다. 교육부의 정책은 자격을 갖춘 문 인력을 향성

하기 해 학교육의 질  향상에 을 두고 우수학생 장학  지원, 자연과학

과 공학 공자 확 , 공공  개인 후원 트 십 확 를 략으로 채택하고 있

다. 교육의 질  향상을 해 교수요원 확보 인센티  제공, 커리큘럼 개발, 연구 

로젝트 확 , 시설  교육장비 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나 정부의 재정 부족으로 

해외 원조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나라 1950-60년  수 이며, 일본의 원조 규모

가 매우 크다.

      다. 교육훈련 황과 한․캄보디아 공학기술포럼 

      한․캄보디아 공학기술 포럼은 캄보디아 바탐방 학교 (캄보디아 서북부 

바탐방에 소재한 국립 학교)에 재직 인 한국인 하창주 박사와 동 학 총장

이 원자력공학 교육 분야의 정보, 자료  인력교류를 해 2008년 설립하 다.

2008년도 동 포럼의 워크 이 아래와 같이 개최되었다[4].

      o 포럼  워크  주제 : Engineering Technology and Higher Education: 

The Future of Cambodia

      o 워크  일정  장소 

        - 주제발표와 토의 : 3.23 - 24, 놈펜  

        - 시설방문 : 3.25 - 26, 시엡립발 소  바탕방 학교

      o 발표 주제

        - 한국 : RCA 활동  사무국소개 (RCARO 최건모국장), KAERI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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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활동 (이의진 과제책임자), NPIC (National Polytechnic Institute of 

Cambodia) 한국원자력 발달사 (정 섭교수)

        - 캄보디아 : 캄보디아 고등교육  공학교육 황, ITC 교육 황, 캄보

디아 력 황  계획

        - IAEA : IAEA Human Health 소개, 아시아 학 세계화 소개

      o 참석자 

        - 한국 : RCARO 최건모국장, 염기수서기 , KAERI 이의진, NPIC 이

용우부총장/정 섭교수

        - 캄보디아 : 교육부차 , 에 지산업부 국장, 교육부 국장, 바탕방 학

교총장과 학생 등 

      o 워크  발표  토의

        (1) 원자력인력양성  KAERI 원자력교육훈련 활동 발표

        (2) 토의 내용.

         - IAEA 회원국 가입 이후 한국과의 공식 인 력 가능

         - 원자력공학교육 이 에 방사선이용분야 교육이 우선

         - 포럼 주제를 Nuclear Power보다는 Infrastructure Development of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o 기  방문 : 시엡립발 소  바탐방 학교

      o 바탕방 학교 (University of Battambang, UBB) 황

        UBB는 2007년  부총리 (Sar Kheng)의 지원으로 캄보디아 서북부 농

 지역의 경제 발 과 인력양성을 해 국립 학교로 설립되었다. 경    

학부, 과학  공학부, 농업  식품학부, 사회  지역개발학부, 인문 술학부 

등 5개 학부와 외국어 센터, 연구개발센터 등 2개 센터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총장과 하창주 박사가 심이 되어 건축  원자력 공학과를 과학  공학부 

산하에 개설하 다. 일본, 호주 등 해외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 있으며 우리나

라와는 KOICA와 원 학교와 력하고 있다. 체교수 수는 60명 수 이며 이

에서도 해외 자원 사에 의한 청 교수(하창주박사)를 극 으로 유치하여 

활용하고 있다. 공학 분야를 집 으로 발 시킬 계획이나 교수부족으로 인해 

커리큘럼 개발에 한계가 있다.  총장은 부총리에 의해 발탁된 인사로 해외 

력 활동을 강조하고 학교 발 에 매우 열정 이며 정치 인 역량을 발휘하는 

기반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 UBB 총장은 원자력공학교육을 강조하나 캄보디아 

 경제상황으로 볼 때 원자력 과학 기술 즉 방사선  RI 이용기술이 우선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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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라. 특기사항  시사

      바탐방 학이 공학교육부분을 발 시키기 해 동 포럼을 조직하여 워크

을  개최하는 하창주박사의 헌신 인 노력과 열정에 찬사를 보낸다. 캄보디아

의 원자력의 평화  이용에 한 활동은 매우 미미하며 이는 재의  경제 수

을 보여 주는 것이다. 캄보디아는 원자력 이용개발에 한 정부 조직을 갖추어야 

하고, IAEA 회원국으로 가입하여야 국제 사회로부터 지원을 받고 주변 국가와의 

력을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이를 이번 워크 에 참가한 정부 료

들에게 강조하고 건의하 다. 캄보디아의 경제발 과 주민 복지 향상을 해 

학교육의 질 인 향성을 이루고자 하는 정책  열의가 높다. 그러나 실 으로 

지난 정권에서 피폐된 지식층의 붕괴로 인한 교수요원의 부족으로 인해 해외의

존도가 높다. 향후 10년 는 20년을 기 하고 지 부터 인 라 개발 즉 인력양

성에 캄보디아 정부가 심을 가진다면 이는 매우 바람직한 근방법이 될 것이

다. 력 개발부분에 있어서도 자체 개발 역량이 매우 부족하고, Base Load를 베

트남과 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을 정책으로 채택하며, 정치  이유 등으로 송

배 망이 지역별로 분리되어 있는 열악한 형편이다. 캄보디아 단일 송배 망구축 

등 력개발에 한 과의 력이 우선 으로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캄보디아 

산업자원에 지부는 주변국가 즉 베트남과 태국이 2020년에 원자력 발 소를 도

입할 것이라는 발표에 부러움과 더불어 우려를 표명하며, 캄보디아는 비록 여건

은 되지 않지만 원자력발 을 해 국가가 무엇을 갖추어야하는지를 인지하는 

것이 요하다며 우리나라와의 력에 심을 표명하고 있다. 캄보디아와의 력

에서 원자력 공학교육보다 방사선  방사성동 원소 이용분야 교육이 우선되어

야 하고 어느 정도 기반을 갖춘 후 공학교육으로 확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

다. 포럼 주제를 Nuclear Engineering에서 Infrastructure Development of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로 수정할 것을 건의하 다.   

     

     3. 방 라데시

     가. 원자력 이용개발 황

      방 라데시는 독립 후 1972년에 IAEA에 가입하 으며 1973년에 방 라데

시원자력 원회 (BAEC)를 설립하 다. BAEC는 원자력의 평화  이용에 한 

업무를 담당하며 산하에 과학/정보/통신기술부(Ministry of Scienc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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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MOSICT)를 운 하고 있다. BAEC

가 원자력행정을 담당하며 그 산하에 원자력연구소 (Atomic Energy Research 

Establishment, AERE)가 연구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AERE에는 3 MW TRIGA 

Mark-III 연구용 원자로를 운 하는 Institute of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를 비롯하여 9개 연구소와 센터가 있다[5].

      방 라데시는 NPT, CTBT 등 국제 인 규약과 조약을 체결하여 수하고 

있다. 미국을 포함하여 주변 국가와 원자력에 한 양국 간 력 사업을 수행하

고 있다. 1993년 원자력 안 과 방사선 통제에 한 법률을 제정하 으며, BAEC 

가 원자력의 평화  이용을 수행 인력양성에 필요한 훈련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원자력법은 Nuclear Safety and Radiation Control Division (NSRCD)에서 

담당하며 규제업무를 취 한다. BAEC는 학과 연계하여 박사 후 연수 로그

램 등 연구 증진을 해 주요 역할을 한다. 지  까지 BAEC는 50명 이상의 박

사과정을 산하 실험실에서 수행하 다. 첨단 연구분야 특히 원자력에 한 과학

기술은 높은 수 의 교육을 요구함으로 외국과의 트 십의 구축이 필요하다. 

BAEC의 원자력 이용개발 장기 계획은 아래와 같다.

      o 원자력 발 사업 수행을 한 역량 강화

      o TRIGA MARK-III 연구용 원자로 R&D 설비 개발

      o 방사선 의료를 한 PET CT, LINAC 설비 개발

      o TANDEM 가속기 설비 개발

      o 상업용 감마 조사장치 개발

      o 동 원소 생산과 동 원소의 기계  환경 연구에 활용

      o 방사성폐기물 리와 통제 연구

      o 원자력 기술의 산업 , 농업 , 국민 건강, 자원개발과 환경보호에 활용

      o 재료과학, 분석  환경 과학, 컴퓨터 과학, 자  계측제어 개발 

      원자력발  계획과 련된 조직 즉 소유자와 규제기 은 자격을 갖춘 기

술인력이 필요하고 이들에게 효과 으로 교육훈련을 제공하여야 한다. 국산화를 

이루기 해서는 산업체와 기술 지원기 은 엔지니어, 기능공  숙련공을 필요

로 한다. 이들에게 교육을 제공하기 해 훈련센터가 있어야 하며, 훈련 로그램 

한 양국간 력과 IAEA와의 력을 통해 마련되어야 한다. BAEC는 원자력발

, 국민 건강, 산업, 농업, 환경, 물 리, 자계측, 방사선 통제와 안 , 폐기물

리, 재료과학, 컴퓨터 과학, 등의 분야에 인력양성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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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원자력인력양성   교육훈련 황

      BAEC는 연수 설비와 더불어 다음과 같은 자체  해외 훈련 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다[6].   

      o 오리엔테이션 훈련 : BAEC는 신입 직원에게 3개월간의 원자력 기  오

리엔테이션과정을 제공한다. 이 과정은 BAEC 업무 체를 포함한다. 가끔 4-6

개월간의 고 기술과정을 제공한다. 

      o 석․박사 후 교육훈련과정 : BAEC 과학자들은 정부 지원 는 IAEA, 

MEXT, FNCA, DAAD, Colombo Plan, ICTP 등 기타 국제조직에 의해 교육훈

련을 받는다. BAEC 과학자들 한 석․박사과정을 받는다. BAEC 연수센터는 

Jahangirnagar 학과 연계하여 아래 원자력 과학기술분야에 석․박사과정을 수

행하고 있다.

       - 원자로 과학기술

       - 원자력 분석과학

       - 원자력 안   방사선 감시

       - 원자력 계측제어

       - 원자력 발 과 에 지

       - 재료과학

       - 방사선 의학

       - 원자력 지질학

       - 방사선 과학

       - 방사선 생물학

       - 환경  분자 생물학

       한 BAEC의 은 과학자 30명이 1997-2002년 사이에 정부장학 으로 

박사과정을 이수하고 있다. 

       o 단기 문 과정 : 단기 문과정은 강의실 강의, 실험실습, 워크 , 세

미나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 과정은 보다 세분화된 문 교육들이며 이래와 

같다.

       - 개인 모니터링

       - 비상 방재

       - 원자로 이용자 과정

       - 방사성 물질 수송

       - 원자력 안   방사선 감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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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사선 방호

       - 원자력 기  기술 등

      o OJT 과정 : BAEC는 필요에 따라 특수한 OJT 로그램을 제공한다.

      o 원격교육 : BAEC는 IAEA 방사선 의학 분야의 원격교육에 참가하고 있

다.

      다. 특기사항

      BAEC의 HRD 추진 략은 수요 심 이며, 국가 R&D 로그램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 략의 핵심은 범 한 원자력 과학과 공학에 필요한 자격을 갖

춘 인력의 갖추겠다는 것이다.

      자국의 원자력인력양성에서 요한 부분이 IAEA와 일본 MEXT 과학기술

자 교환 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이다. 원  도입을 해 재 IAEA측의 도움을 

받고 있으며, 한 을 통해 한국과의 양국 간 력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그러

나 모든 면에서 베트남, 등 기타 원  도입 정국가에 비해 계획 추진 가능성이 

낮은 형편이다.  

      방 라데시 BAEC와 AERE 산하 문가 부분이 일본 MEXT 과학자 교

환 로그램으로 일본에서 훈련 받은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일부는 다년간 일본 

체류에 따라 일본말을 유창하게 구사한다. 타 동남아 국가에 비해 일본에 더욱 

의존 이라는 것을 일상생활에서도 느낄 수 있다.  일본이 동남아 국가들에게 제

공하는 FNCA 활동, MEXT 과학자 교환 로그램은 우리나라가 향후 개도국 시

장 진출을 해 벤치마킹하여야 할 상이다. 

      BAEC 연구원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국제원자력교육훈련센터(INTE)C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제교육훈련활동에 많은 심을 표명하며 교육훈련부분에서 우

리나라와의 력이 강화되길 희망하고 있다. 방 라데시 원자력시장 진출을 해  

양국 간 력에 의한 국제교육훈련 로그램 개발과 운 사업이 강화되어야 한다.

     4. 인도네시아

      가. 원자력 이용개발 황

      인도네시아는 재 보유하고 있는 에 지 자원은 석유 23년, 가스 62년 석

탄 146년으로 제한 이어서 원자력 발 의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정부는 2006년 

발표 (President Decree No.5)에서 2015-2016 기간 에 2기의 원자력발 소가 

력 생산에 들어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 다. 다음 단계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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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데 이것이 실제 인 원 사업의 착수 시 으로 보고 있

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연구용원자로를 운 하고 있으며 산업  의학 분야의 

이용활동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정부의 정책은 원 도입과 원자력이용 활성화를 한 원자력인력 양성을 

강화하기 하여 학, 연구소  산업계의 원자력 교육훈련 로그램을 지원하

고 국제 력도 활성화 하는 것이다. 재로는 NST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산하에 정책 수립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BATAN (National 

Nuclear Energy Agency)과 안 과 규제를 담당하는 BAPETEN (Nuclear 

Energy Regulatory Agency)이 있으며, DIT (Department of Industry and 

Trade)는 원자력의 산업  개발  이용을 담당하고 있다. 이외에 계되는 기

은 24개 학, 8개 병원, Department of Health, 13개 개인회사, 그리고 3개의 

Islamic School이 있다. 

      나. 원자력 인 자원개발 황

      인도네시아의 교육훈련 활동과 련 원자력인 자원개발 안은 아래와 

같다[7].

      o 나노 재료, 나노 구성요소와 같은 나노기술분야에서의 방사선  원자력

기술의 R&D 활동이 근래 요구되고 있다. 에 지, 산업, 환경 분야에서 원자력기

술의 활용이 주 심분야이다.

      o 원자력 안 이 무엇보다 요한 분야이다. BATAN이 연구용원자로 3기 

운 과 최 원 도입을 고려하고 있어 연구용  발 로의 안  분야에 종사하

는 엔지니어와 연구자들의 지식보강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련 IAEA EBP과제

의 지원으로 BATAN은 확률론 인 안 성평가 (PSA)을 지난 2년간 매년 개최

하 다.

      o  다른 요한 분야는 환경오염 수 을 감사할 수 있는 Neutron 

Activation Analysis (NAA)의 활용이다. BATAN 연구진에 의해 ko-방법론과 

소 트웨어 개발이 연구되고 있다.

       o 재 인도네시아 국내 병원에 33개의 감마 카메라가 있다. 부품 부족과 

정비 능력의 결핍으로 재 이  11개만이 가동하고 있다. 감마 카메라의 지속

인 운 과 보수를 해서 동 분야 기술자와 엔지니어들에게 지식 보강이 필요하

다.

      다른 인 자원개발의 안으로 1997년부터 시작된 인 자원개발 분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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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TAN과 JAEA는 양국간 력으로 공동 훈련과정과 장학생사업을 통하여 

BATAN이 인 자원을 보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강사요원 훈련 로그

램을 통하여 원자력분야 실무자를 한 교육시스템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BATAN과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간의 인도네시아 원  개발 비  기

획연구 로그램의 일환으로 BATAN과 한수원은 2006-2006년에 인도네시아 원

 건설을 한 인 자원개발 연구를 수행하 다. 연구용원자로분야 종사자를 

한 원자력 안 분야 교육 로그램 개선이 IAEA 기 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2006년 부터 ANSN의 교육훈련 그룹에 BATAN 교육훈련센터가 참여하고 있다.

      원자력 인 자원개발 정책은 국가 존립과 복지의 차원에서 추진된다. 연구

결과의 확산은 정책이 국가 반에 침투하여 하나의 성공 인 인자가 되도록 효

과를 얻는 것이다. 원자력분야에서 인 자원의 필요성은 다음 분야의 활동을 

한 것이다.

      o 원자력발 로그램을 지원에 필요한 R&D, 규제 기능을 수행하기 한 

인 자원

      o 산업, 의료, 농업, 연구 등의 분야에 원자력을 활용

      o 원자력분야의 과학과 기술 교육

      원자력 규제 인 자원개발은 규제기능 즉 규제활동 개발, 심사, 검사 활동

을 수행하기 해 자격을 갖춘 인력을 개발하는 것이다 인도네시아 원자력 규제

기 인 BAPATEN (Nuclear Energy Regulatory Agency)은 원자력에 지의 안

, 산업  의료 분야에서의 인허가, 방사선 작업종사자 허가 등 실제 인 규제 

활동을 수행한다. 규제검사는 규제와 인허가 조건에 부합하도록 안 에 한 요

구사항을 사용자가 수하는 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2005년 12월 기 으로 

BAPETEN은 방사선 시설과 방사성 물질에 해 6,398개의 허가를 인가하 다. 

이들  47%가 산업  목 이고, 52%가 의료  목 이며, 나머지가 R&D에 

한 목 이다. 한 방사선 업종사자 허가는 1,174건이다. 2016년에 최  원  1

기 건설을 비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에서 규제 기반을 비하는 것도 요한 

안이다. 그러므로 BAPETEN은 원 의 건설, 시운 , 운 , 정비 분야에 필요한 

규제활용의 기반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에서 인 자원개발은 원자력발

소 규제지침을 구축하고 비하는 데 을 맞추어야 한다.

      원자력 R&D 인 자원 략  비 (2004-2009)의 분야는 농업과 식품, 에

지, 건강, 정보통신, 산업과 환경, 제조 등 6개 분야이다.  이들  특히 강조되

고 있는 분야는 식품, 에 지, 물 분야이다. 원자력분야의 인력 고령화와 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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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인 자원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지속 으로 유지하기 해 원자력 지식을 상

호 공유하고 보존하는 것이 요하다. 정년퇴직 문요원을 체할 기술요원의 

부족이 상됨으로 보다 심도 있는 지식 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인도네시아 과

학기술부와 BATAN은 원자력 과학기술분야 인 자원개발에 비 을 주고 직

으로 정책을 수행하는 정부기 이다. 특히 BATAN은 원자력 교육분야 장학생사

업의 재원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이들 사업은 국내에서 박사 후 연수 는 석박

사 학  취득을 해 BATAN 내부 직원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한다. 향후 8년

간 BATAN은 박사 20명 석사 4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원자력발  로그램을 

해 소요되는 인력 수와 시기, 교육훈련을 해 HRD 력 를 강화하고 국

가 HRD 계획을 확립의 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설계, 건설, 설치, 시운  그리

고 사업 리 분야의 인 자원개발이 원  도입과 연계하여 추진된다. 개발되어야 

할 주요 문분야는 원  설계 검토 능력, 품질보증/품질 리 능력, 사업 리, 그

리고 운   보수분야이다. 

      원자력 교육훈련분야 인 자원에서는 만약 원자력 발 이 증가하는 에

지 수요를 만족시키는 데 필요한 안이고, 비발  분야의 원자력 기술 활용이 

앞으로 추구되어야 할 일이라면 원자력 과학자와 엔지니어를 지속 으로 공 하

여야 한다. 원자력 인 자원에 한 교육은 재 BATAN 산하의 PoINT 

(Polytechnic Institute of Nuclear Technology), UGM(University of Gadjah 

Mada), ITB (Bandung Institute of Technology)에서 수행된다.  이들 3개 교육

기 은 원자력 교육을 수행하며 PoINT는 화학기술, 자계측, 자기계 교육에 

한 4년제 로그램을 운 하며, 원자력공학은 UGM과 ITB의 공학부에서 수행

한다. BATAN 교육훈련센터와 BAPETEN 연수부서는 자체 요원에 해 다양한 

원자력 교육 로그램을 제공한다. 한 이들 교육센터와 부서는 개인 기법이나 

정부 조직에 종사하는 원자력 물질 취 자, 연구원, 과학교육자, 엔지니어, 기능

인들에게 방사선 안 에 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원자력 발 소 요원에게 필

요한 교육훈련 비 즉 훈련분야와 커리큘럼 개발 등의 비는 BATAN 교육센

터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다. 원자력 교육훈련 황

      원  도입을 해서 인력양성에 한 연구 (정책  략, 법  체계, 교육

훈련 기반, HRD 모델, 훈련 시스템  로그램 등)를 수행하고 있으며, 학의 

원자력공학 공 학생, 원  설계/건설  운 자, 규제자 그리고 연구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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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하여 교육훈련 체계수립  로그램 수립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으로 고려하고 있다. 

      o 사업 기획, 건설, 운 , 유지보수  검 (inspection)에 한 역량 표

화  훈련 표 화 

      o 종사자들의 역량 평가  인증

      o 훈련 강사요원 (instructor)들의 양성 비

      Nuclear Training Center, BATAN: BATAN 원자력훈련센터는 다음과 같

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o BATAN 직원에 한 교육훈련 제공

      o 학 학부과정  학원 과정을 한 펠로우십에 한 기획  모니터

링

      o 주로 BATAN 직원을 상으로 년간 35과정 제공

      o 원자력기술 이용자 (radiographer,방사선 리자 등)  과학교사들을 

한 훈련과정 제공

      o 교육훈련 방법은 집체식  실험실/컴퓨터 실습 방법으로 수행

      o 국내 학과 국내외 훈련기 과의 력

      o CD ROM 기반의 원격 학습자료 개발  배포 

      Polytechnic Institute of Nuclear Technology (PoINT): 1986년 BATAN에 

의해 설립되었다. 본래는 필요로 하는 숙련된 Technician을 양성하는 것이었으며 

2001년부터는 4년제 학 를 수여하고 있으며 일반에게도 개방 되어 있다. 교육훈

련 수행 황은 다음과 같다.

      o 과정: Nuclear Techno-chemistry and Techno-physic (electro 

mechanic, electronic instrumentation)

      o 학생 등록: 년 평균 30명 (Techno-chemistry 분야)  50명 (Techno- 

physics 분야)

      3개 주요 학: UGM (University of Gadjah Mada), UI (University of 

Indonesia),  ITB (Bandung Institute of Technology)는 다음과 같은 교육과정

을 다루고 있다. 

      o 기, 화학, 기계 등을 다루는 공학부

      o 물리, 화학 등을 다루는 이학부 (science departments)

      o 원자력 공학 (ITB, 2006년 개설), 원자력 공학을 추가한 물리 공학    

(engineering physics) (UGM),  물리 의학을 공하는 물리학 (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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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원자력교육훈련 국제 력 황과 특기사항 

      인도네시아는 IAEA와 FNCA 등과의 력은 물론 원  도입을 하여 

AECL, General Electric, KEPCO, Mitsubishi, Westinghous, KAERI  KOPEC 

등과 력을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원 도입계획과 연계하여 한국의 1000M W e 

원자로 (OPR-1000) 는  재  개 발 인  소 형 원자로인 SMART에 하여 원자

력 안 연구( 산코드개발  해석), 열수력검증시험, I&C 설계해석 련 공동연구 제

안이 있었으며,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검토 후 추후 한 기회에 논의하기로 하

다. 방사선 동 원소 응용분야에서는 한국원자력연구원과 BATAN 원자력청과 수

년간 력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방사선 동 원소 생산기술에 한 력을 지속하는

데 심을 표명하 다. 특히 BATAN 원자력청의 RGS연구로(30MWt ) 연구로를 이

용한 방사성동 원소 생산  이용에 한 공동연구를 제안하 다. 

      방사선을 이용한 식품연구 분야(Nuclear for Food)에서도 한국원자력연구원

과 공동연구를 제안하 으며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인도네시아의 력 제안을 

검토하기로 하 다.  BATAN  원자력청은 한 원자력의학원과 소형 Cyclotron 

 PET 장비와 련한 기술 력을 지속할 것을 제안하 다. 

 

      마. 교육훈련 필요 분야

       (1) 추진 진도 보고서

FNCA HRD 워크  결과에 따라 인도네시아가 필요로 하는 분야의 연구, 훈련과

정, 문가 활용 계획을 MEXT 과학자 교환 계획에 보고하 다

       (2) 훈련 필요분야 

방사선  동 원소 활용의 11개 분야 인력양성이 필요하다. 즉 산업  이용, 

성자 빔 활용, 방사선 시설 운   보수, 환경 활용 등 5개 분야에  6 개 (나노, 

감마 이 산업  이용, 성자 빔 활용, 감마 카메라 운   보수, NAA 환경

분석, 사이크로톤 운   보수)를 제시하 다. 연구용원자로 분야에서는 원자로 

물리, 원자로 안  등 2개 주제에 1 (로 물리  원자로 안 )개, 원자력발  분

야에서는 원자로 운   보수, 원자력 안 , 원자로 설계와 엔지니어링 등 5개 

주제에 4개 (원자로 건 성 평가, I&C 설계  성능 분석, 안 성 분석, 원  인

 오류)를 각기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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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말 이시아

       가. 원자력 이용개발 황 

      말 이시아는 재 력생산을 주로 가스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차 

석탄과 수력으로 상당 부분이 체될 것으로 망하고 있다. 따라서 말 이시아 

정부는 2020년경에 원자력 발 을 도입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타당

성 검토가 추진 이며 정부와 연계된 발  사업자인 TNB는 해외 원자력공학 

공 학원생들을 지원하고 있다. 향후 정부는 원자력 발  정책을 개발하고 

련 기술  규제 분야의 역량을 구축하며 자 조달 방법, 주민 수용, 원자력 안

, 폐기물 처분  핵비확산 등의 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비발  분야에

서는 1MW TRIGA Mark II 연구용원자로가 운 되고 있으며, 11개 핵의학 센터

와 20개의 radiotheraphy 센터가 운  에 있다. 말 이시아 정부는 과학기술 

인력양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원자력 과학기술에 해서는 학에서의 공자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MOSTI (Ministry of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는 과학기술 인력양성 기술  능력을 향상하기 한 재원을 마련하

으며 이 의 일부는 원자력 분야에 쓰일 정이다. 원자력 교육훈련 기 으로

서는 4개 학과 Malaysian Nuclear Agency (MNA)가 있다. 학의 경우 재 

년간 입학생의 수가 60명에 달한다. 한편 MNA는 원자력 기술을 공업, 농업, 제

조업, 보건, 방사선 안   환경 분야에 이용하는 기술을 개발  이용하는 하

는 활동을 하고 있으며 종사 인원은 740명에 달한다[8]. 

      나. 원자력 인력양성 황

      말 이시아 원자력 인 자원개발은 1969년 원자력 발  로그램 도입과 

연계하여 IAEA 기술 력 사업에 참여함으로서 착수되었다. 풍부한 석유  천연 

가스 매장량이 발견됨에 따라 1980년   원자력발  로그램은 국가 에 지 

정책에서 제외되었다. 이때부터 지 까지 원자력 과학기술에 한 국가 정책은 

원자력의 비발  분야로의 활용에 을 두고 있다. 그러나 석유와 천연가스 매

장량이 고갈되고 기 수요가 가 르게 증가함에 따라 국가의 미래 에 지 확보

를 해 다른 안을 찾기 시작하 다. 이러한 에서 원자력 발 을 고려하는 

포 인 에 지 정책 수립 연구가 착수되었으며 2010에는 연구 결과를 얻을 것

이다.

      말 이시아 원자력 기구(The Malaysian Nuclear Agency)는 1972년 과기

부산하에 설립된 연구기 이다. 이 기구는 원자력의 평화  이용을 증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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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립되었다. 재 이 기구는 원자력의 산업 , 농업 , 제조분야, 건강, 방사선 

안 과 환경에 이르기까지 여러 분야에 원자력 과학 기술의 역량강화를 한 기

반확보를 성공 으로 추진하고 있다.  형 인 1 MW TRIGA 연구용원자로 시

운 , 감마 조사센터, 국가 도시메트리 실험실, 국가 방사성폐기물처리센터, 비

괴 검사 실험실, 방사화 화학분석 실험실, 환경실험실을 로 들 수 있다.  많은 

사용자 심의 연구 시설들이 구축되었으며 여기에는 자 빔 설비와 천연 고무 

방사선 처리와 같은 것들이 있다. 

      정부는 과학기술분야의 인 자원개발이 경제발 의 핵심사안의 하나로 간

주하고 있다. 과학기술 분야 인 자원개발이 지속 인 말 이시아의 경제발 과 

경쟁력 강화의 원천이다. 제9차 말 이시아 경제개발계획에서 범 한 지식 생

성, 신과 성장을 한 정책  하나가 과학기술정책이다. 이 정책에서 국가 

신과 경쟁력 향상의 자원은 과학기술인력을 보강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과학기술 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Innovation)는 인

자원개발 즉 2006-2010년 사이에 아래 7개 분야에 약 1억4천3백만 달러를 투자

한다. 

      o 연구 장학  석․박사 연수 : 국내  해외에 석 박사 후 연수 로그램

에 참가할 수 있도록 공공연구기 의 연구원에게 장학 을 제공한다.  

      o 국가 과학 장학  제도 : 국내  해외에서 풀타임 석․박사 과정을 받

을 수 있는 국가 장학  제공 

      o 박사 후 연수 로그램 : 연구기 에서 국내 는 외국인들이 박사 후 연

수를 받을 수 있도록 재정 지원한다. 이들이 결국 특정 연구 분야의 연구 활동을 

강화하고 보강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o R&D 분야에 훈련 문가 청 : 공공연구기 이나 교육기 의 연구원 

양성을 해 문가/자문가를 청하여 교육훈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o 해외 첨단 연구 장학  : 공공 연구기 이나 교육기 의 과학자나 연구

자에게 기존 연구과제와 련한 첨단 연구 분야의 해외 장학 을 제공한다.

      o 해외 R&D 리 훈련 : 국가 R&D를 효과 으로 리하기 한 지식 증

진을 해 R&D 정책 담당자, R&D 과제 평가, 특허  R&D 인 자원 업무를 

담당하는 R&D 리자들에게 해외 R&D 리 과정 참가를 제공한다.

      o 학 석․박사 후 연구 장학  : 연구원들의 능력 함양을 해 학 내

에서의 석․박사 후 연수 장학 을 제공한다.

      원자력 과학기술 개발을 고려하여 상기 제도 내에서 말 이시아 원자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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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연구원 모두가 최소 자격으로 석사과정을 이수하도록 목표를 설정하 다. 

동시에 그들이 박사과정을 이수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말 이사아 원자력기구는 

말 이시아 원자력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원들이 지역 내 학 석․박사 과

정에 등록하여 연구와 학업을 수행하는 제도를 착수하 다. 행정지원요원들에게

는 모두 학교육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근로자를 상으로 한 

학교육 확 에 한 노력 즉 지식 심의 경제로 유도하는 정부의 노력의 일환

이다. 말 이시아 원자력기구의 HRD 계획은 장 훈련, 훈련 참가, 세미니, 문

가 도움, 자체 교육 등을 통하여 원자력 과학기술의 문성을 개발하기 해 지

속 인 배움을 강조하는 것이다. 

      오늘날, 말 이시아 원자력 기구에 740명이 종사하며, 308명이 학 교육

을 받은 연구원이며, 박사 소지자 68명, 석사 소지자 87명으로 체에서 각기 

22%와 28%를 차지한다.   연구원 308명  나머지 153명은 부분 졸 신입인

력으로 이들은 지난 5년 동안 채용된 인력이다. 이들은 향후 2008-20110년에 정

년 퇴직하는 인력의 계승하기 해 채용된 인력이다. 이러한 시도는 2010년까지 

350명의 문 인력을 확보하기 해 지속 으로 추진될 것이다. 그러나  말 이

시아 원자력기구가 HRD 로그램을 수행함에 있어 해외 훈련 견 장소 확보, 

해외에서의 장기간 연수 수행 장소 확보와 각기 개인의 지식 수 과 언어 장애 

등의 어려움이 있다.

      다. 원자력교육훈련 황

      말 이시아의 학에서는 다음과 같은 원자력 교육훈련 로그램을 제공하

고 있다.

      o UKM (National University of Malaysia)은 1978년부터 원자력 과학 

과정 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방사선  핵물리, 방사선 화학, 방

사화학, 방사선 생물학, 그리고 의학  보건 물리를 포함하고 있다.

      o USM (University of Science Malaysia) 과 UM (University of 

Malaysis)은 Medical Physics (학사  학원 과정) 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o University of Technology Malaysia가 보건물리에 한 학사과정을 제

공하고 있다.

      말 이시아 원자력기구 (MNA)에서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고 있다.

      o 6개 분야 훈련: 방사선 안   보건, 의료 X선, 환경안   보건, 비

괴검사, 원자력 장치, 기술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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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PGEC (Post Graduate Education Course): IAEA 지역훈련 센터의 역할

로 방사선 방호  방사선원 안  분야 교육을 AELB  USM과 력하여 추진

하고 있다.

      o 학지원: 과정 개발, 시설 제공, 학원생 연구  논문 지도, 연구 지

원  interest group 설립 등 

      말 이시아 원자력기구는 한 원자력 발  로그램 도입의 기 단계 

비로서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고 있다.

      o 학들에 하여 원자력 발 과 계되는 교육과정에 한 자문

      o 연구원 유입 증

      o MNA 직원을 원자력 발 시설에 견 ( : ANENT 회원국)

      o 규제 기 의 훈련 수요 평가  문 기술자 (NDT와 같은) 인증 시스

템 확립 

      o 20MW  연구용원자로 도입에 한 타당성 검토

      라. 원자력교육훈련 국제 력  특기사항 

      IAEA TCDC를 통해 방 라데시. 미얀마, 멘, 필리핀, 카타르, 태국, 수

단 등에 기술 수를 하 으며, PGEC를 수행하고 있다. 이 외에 비 괴검사 분

야에서는 4,000명 (1985년 이래)을 교육훈련하고, 방사선 방호분야 4,700명 (1982

년 이래)을 교육훈련 하 다. 일본 FNCA와도 력을 하고 있다.    

      말 이시아가 필요로 하는 훈련 분야는 첨단 원자력 의료, 원자력발  계

획수립분야로 OJT, 훈련과정, 문가 활용이 필요하다. 그러나 말 이시아가 회

원국에게 제공할 수 있는 훈련 로그램은 곡물 향상 분야이며, NDT  UT와 

RT분야 그리고 방사선 장해방어 분야이다. 말 이시아는 방사선 장해방어 분야

에서 IAEA PGEC 과정을 수행하는 지역 센터로 지정되어 있다.

     6. 필리핀

     가. 원자력 이용개발 황

      필리핀 정부는 기후 변화로 야기되는 이산화탄소 감축과 안정 인 발 원

의 확보를 해 국가 에 지 자원 구성에 원자력발 을 고려할 것이라고 공포하

다. 비록 원자력발  사업 도입이 구체  일정을 가지고 못하고 공포되었지만 

필요한 인 자원을 개발하여 원  도입의 기반을 닦는다는 것이 국가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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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에 지 수요에 비추어 보면, 2025년 까지 원 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필리핀은 발  에 지원으로서 석유, 수력, 지열, 석탄  천연가스를 사용하고 

있다. 2010년까지 에 지 자 율을 60%로 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1977년에 

원자력 발 소 1기 건설을 착수하여 건설을 완료 하 으나 1986년 정치  이유

로 가동을 하지 못하 다. 최근 재가동 가능성을 IAEA와 공동 검토하고 있으며, 

원자력 발 소의 건설도 고려 에 있다. 이 의 검토에 의하면 2020년경에 원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재 구체 인 계획은 없다[9].

      나. 원자력인력양성 황

      필리핀의 인력양성은 1986년 정부가 바탄 원자력발 소를 쇄하기로 결

정 한 후 정부의 원자력 활동은 비발 분야로 옮겨졌다. 이 이후 원자력발  분

야에 문성을 가진 인 자원은 사직하거나 정년퇴직하 다. 지  재 원자력 

엔지니어는 필리핀 원자력연구소에 2명 (원자력공학 석사)이 있으며 국내 체에

서 아마 5명 미만일 것이다. 만약 필리핀이 2025년에 최  1기의 원자력발 소를 

도입한다면 거의 제로상태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지난 과거에 원자력발 과 규제 

분야에 교육을 받은 인력이 필리핀원자력연구소와 필리핀 력회사에 집 되어 

있었다. 1970년 와 1980년  후반에 바탄 원자력발 소를 비하면서 필리핀

력회사는 46명의 엔지니어를 원자로 운 원 양성을 해 미국 웨스 하우스 훈

련센터에 견하 다. 추가로 102명의 엔지니어와 문가를 여러 기술 분야에 해

외 훈련을 실시하 는데 36명은 원자력발 소 건설  운 에 한 품질보증 분

야, 29명은 정비 분야, 9명은 보건물리와 방사성 방호분야 이었다. 그 당시 필리

핀 력회사의 자체 요원 교육을 해 약 860만 달러와 560만 페소를 투자하 다. 

필리핀 력회사에는 아직 1-2명의 교육받은 인력이 남아 있다.  규제기  인력에 

해서는 필리핀원자력연구소가 IAEA의 지원으로 원자력발 소 규제요원교육을 

받았다. 바탄원자력발 소를 폐쇄한 후 필리핀원자력연구소의 규제 활동은 비발

 분야 즉 방사선동 원소 선원과 방사선 물질을 산업 , 의료 , 농업  활용

에 필요한 안 성 확보에 을 두었다. 재 필리핀원자력연구소에서 원자력발

소 규제 교육을 받은 부분의 인력은 퇴직하 거나 정년 은퇴하 다. 지 은 

약 10명이 원자력발   연구용원자로 기술과 원자력발 소 건설 품질보증/품질

리에 종사한다. 그리고 4명의 우라늄 탐사 문가, 3명의 우라늄 처리 문가, 

2명의 원자력부지선정 문가가 있다.

      2025년까지 필리핀이 원자력발 소를 도입하는 데 필요한 인 자원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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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과 타당성연구(부지 선정 포함), 규제, 원  건설, 시운 , 운   보수 분야에 

종사해야 할 인력일 것이다. 원  건설을 비하는 데 필요한 인력의 교육훈련을 

실제 으로 비하기 해서는 정부가 원 을 도입한다는 것을 정책 으로 결정

하는 것이 제조건이다. 원  사업에 필요한 인 자원은 다양한 기술 분야 즉 

원자력 공학, 기계공학, 기공학, 자공학, 재료공학, 화학공학 그리고 안 규제 

분야에 문가, 기술자, 기능원이다. 일본은 2006년 재 55기의 원 을 가동하고 

있으며, 원자력 과학기술분야 학부생 400-500명, 석사 공자 250명, 박사 공자 

75명이 있다. 일본 학에서 제공하는 원자력교육은 원자로 물리  공학, 원자

로 안  설계, 방사선 안  등을 다루고 있다. 학 졸업 후 원자력 공자는 인

턴십이나 장 훈련을 원자력연구소나, 운  인 원 , 원자력 기기 생산업체에

서 수행한다. 1999-2001년 사이에 일본의 원자력 발 회사가 신규 채용한 인력 

 원자력공학이 15%, 기 자공학이 56%, 화학공학이 9.8%, 그리고 나머지 기

타가 18%이다.  2006년 FNCA HRD 워크 에서 일본의 경우 하도 자를 제외하

고 원  건설 피크타임 때 450명의 엔지니어가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다. 국은 

1000MWe 원  1기 운 에 운 에 650명을 필요로 한다. 한국의 경우 원  1기 

운 에 250명이 필요하며 력회사의 경우 원자력공학 공자가 체의 약 9%

이다. 필리핀이 2025년에 원  운 을 한다면 첫 번째 우선순 는 석박사 학 를 

가진 교육훈련에 종사할 원자력공학 공자들이다. 그 다음은 원자력 발 에 

한 여론과 부정 인 들에 한 교육 문가이다. 오늘의 학생들이 미래에는 

의사결정자들이 됨으로 원자력 기학기술을 등학교에서 강의하는 등 교사양

성도 매우 요하다. 규제기 에서 필요한 교육훈련은 원자력발  기획  타당

성 연구, 원  부지 선정, 안 성 분석, 규제의 법  요건, 환경 평가들이다.

       세계에 200기 넘는 연구용 원자로가 있으며 이들은 오랜 기간 운 하

여 왔고 곧 정지해야 할 상황임으로 연구용원자로 해체에 한 교육훈련이 필요

하다. 필리핀 원자력연구소는 거의 20년 동안 운 하지 못하고 있는 연구용원자

로 PRR-1를 해체하고 있다. PRR-1의 해체에 IAEA가 지원하고 있으며, PRR-1

은 연구용원자로를 안 하게 해체하는 데 필요한 정보교환, 실무훈련을 제공하는 

원자로로 활용되고 있다. IAEA가 지원하는 동 로젝트 (R2D2)와 연계하여 워

크 이 열리고 있는 데 PRR-1 해체가 연구용원자로의 해체에 필요한 규제요건

과 기반확보, 방사성물질 처리, 해체계획수립, 실제 인 제염 등에 한 정보교환

과 훈련 랫폼으로 활용하고 있다. R2D2 로젝트는 2006년 6월부터 6년이 소

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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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원자력 교육훈련 황

      필리핀의 학에서의 원자력 련 교육훈련 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o 원자력과학 분야는 과학 는 공학 과정의 한 학기 선택으로 제공되고 

있다.

      o Radiologic Technology 분야 학사과정에서 방사선방호 한 학기 과정 제

공한다.

      o 필리핀 내 1개 학에서 의학 물리 석사과정 제공한다.

      o 1970년 에 원자력공학 석사과정 제공하 다.

      o 원자력 과학기술이 고등학교 물리 과정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교사 양성

의 필요성에 의거 교육 학 석사  박사과정에 원자력 과학기술 분야가 포함

되어 있다.

      필리핀 원자력연구소 (PNRI)는 학술  연구기 , 병원  의료 시설 그

리고 산업체의 방사성동 원소 이용자  방사선 안 리 요원에게 단 훈련 과

정을 정기 으로 제공하고 있다. 한편 1970년 에는 6주간의 원자력 발  분야 

입문과정과 원자로 운 에 한 훈련과정을 제공한 바 있다. 2008년의 경우, 

PNRI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제공하 다.

      o 방사성동 원소 의학  이용기술 

      o Radiopharmacueticals 기 과정  

      o 고등학교 과학교사 상 원자력 과학 세미나

      o 단과 학 교수들을 한 원자력 기술

      o 트리티움 추 자 이용 안 성

      o 원자력 장비  장치 이용 안 성

      o 원자력 비 련자들을 한 방사선 안  과정   

      o 방사선 안  과정

      o 비상 방재 책 과정

      o 방사선원 추   장비 이용 워크

      o 안 성 평가 기술 워크

      o 비 괴검사 (4개 분야)

      E-learning 분야에서는 기반 기술이 확보되어 있으며 원자력이 아닌 타 분

야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와 련하여 DAT (Distance Assisted 

Training) for Nuclear Medicine Technologists가 IAEA와의 조 하에 추진되고 

있다. 한편 Philippine Women's University는 PNRI와 력하여 원자력 훈련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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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공하는 사이버 학습기반을 개발하 다. 

      라. 원자력교육훈련 국제 력  특기사항

      필리핀은 IAEA  FNCA와 력하고 있으며 양국 간 력 (일본, 한국, 

랑스 등)도 추진하고 있다. PNRI는 ANENT에서 IAEA Group Activity 3 

(Distance Learning)을 맡아 수행하 으며 최근 Distance Learning은 한국 활동

에 포함되고 신 지식 리 분야를 담당하기로 하 다. 2007년의 경우 PNRI는 

DAT for Nuclear Medicine Technologists를 ANENT 사이버 랫폼 상에서 추

진해 보기로 하 으나 IAEA의 유보  입장 등으로 진 이 없는 상황이다. 

      필리핀이 지  필요로 하는 교육훈련 분야에 한 우선순 는 아래와 같

다.

      o 사이크로톤을 이용한 동 원소 생산

      o 사이크로톤 기술

      o 자 가속기기 기술

      o 자 가속기 기술활용

      o 원자력 공학 (석박사 교육)

      o 원자력발  계획수립

      o 원자로 안

     7. 태국

      가. 원자력 이용개발 황

      2차 세계 이 끝나고 1953년 미국 아이젠하우어 통령의 ‘원자력의 평

화  이용’ 제창을 기 으로 태국의 원자력의 평화  이용 정책이 착수되었다.  

1954년 태국원자력 원회가 설립되었으며 1957년 IAEA회원국이 되었다. 이 후 

장학생 훈련이나 연구개발사업을 IAEA로부터 지원받았다. 

      1961년 4월26일 원자력법에 의해 총리실 산하에 Office of Atomic Energy 

for Peace (OAEP)가 설립되었다. 1962년 10월27일 미국 Curtis Wright 회사로부

터 재료 시험로인 태국 연구용원자로 (TRR-1)가 도입되어 운 을 시작하 다. 

1968년 태국 국왕이 OAEP를 방문하 다.

      규제 당국의 독립성을 인식하여 2002년 10월3일 법에 의해 OAEP는 과학

기술부 산하 Office of Atoms for Peace (OAP)로 개정되었다. 이와 같은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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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표 추진 략

1. 원자력 활용 1.1 원자력과 방사선으로부터 야기되는 모든 험이 안

    하도록 원자력 활용을 통제, 검사, 취 , 지시하

    는 완벽한 능력을 제고한다.

1.2 확고한 안  규제활동에 의한 원자력의 활용 

<표 5> 태국의 원자력 이용개발 목표와 추진 략

구조조정에 따라 이  OAEP의 기능인 정책  기획, 안 과 핵물질 보장조치에 

한 기능이 연구개발과 분리되었다. OAP는 과학기술부내의 국으로 정책과 

략에 한 기획, 원자력물질과 방사선에 한 안 , 핵물질보장조치 규제 등을 

취 하는 규제 책임기 으로 독립성을 유지하게 되었다. 원자력 연구개발의 증진

을 해 새로운 공공기 으로 태국원자력연구소(TINT, Thailand Institute of 

Nuclear Technology)가 법에 의해 2006년 12월25일 설립되었다. TINT는 방콕과 

나콘-나욕에 치한다. 

      과학과 기술 신이 재 태국의 사회와 경제 분야에서 필요한 역할이다. 

태국은 천연 자원이 한정되어 있어 기술과 생산성 향상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

나 과학기술, 인 자원, 기술에 용되는 지식생산에 한 낮은 투자 등이 불충

분하여 국내 과학기술 개발이 효율 으로 생산부분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태국의 생산은 해외에서 수입된 기술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7-2011 제10차 태국 경제사회 개발계획에서 인 자원개발과 태국을 지

식 심의 경제사회로 진입시키기 한 략으로 과학기술에 최고의 투자우선 순

를 부여하고 있다. 제10차 태국 경제사회 개발계획에 포함된 5년간(2007-2011)

의 과학기술에 한 국가 비 과 략사업이 국가 체의 틀에서 수행되고 태국

의 지속 인 경제사회개발을 해 과학기술분야가 태국 사회에서 강화하기 해 

착수되었다. 국가 과학기술개발을 착수하고 조정하는 핵심기 인 과학기술부는 

과학기술 진도를 진하고, 지식자원과 지식확산을 보강하며, 경제  이익을 

한 과학기술의 활용을 증진하며, 삶의 질과 복지를 향상하는 정책과 계획을 조율

하는 역할을 한다. 여기에 과학기술부와 11개 기 이 참여한다.

      태국 과학기술부는 2007-2011 국가 략 계획을 착수하 다. OAP와 

TINT는 안  통제를 포함하여 원자력연구개발정책을 국가 략계획에 결합하

다. 원자력 연구개발정책에는 두 가지 목표가 있고 각 목표마다 크게 2개의 추진 

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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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자력 과학기술을

   우수하게 발 시키고 

   원자력이 국가 경쟁

   력을 지원하는 부분

   이 되도록 조치

2.1 국가 연구와 국제연구의 진행을 증진하고, 기술

    신 능력을 제고하기 하여, 특허 등록을 국가 지

     자산으로 진시킨다. 원자력기술의 효율성에  

    한 서비스가 기반확보와 인 자원측면에서 제고

    되어야 한다. 

      나. 원자력인력양성 황

      1997년 태국 경제 기 후 경제가 회복되면서, 에 지 소비는 격히 증가

되었다. 비록 태국이 수입에 지에 종속되어 있지만, 국가 에 지 안보는 에 지 

자원과 형태를 다양화하여 유지되어 왔다. 화석 에 지 즉 원유와 가스가 아직 

주요 역할을 하고 있다. 재생에 지와 선택  에 지가 화석 에 지 다음의 주 

역할을 할 것이다. 생물학  연료가 발  연료로 한 자동차 연료로 더 큰 역할

을 할 것이다. 깨끗하고 친환경 인 증명된 재생에 지는 더욱 요하게 인식되

어 재생에 지 연구개발의 진은 정부에 의해 강력히 지지 받을 것이다[10]. 

      태국은 미래 에 지원으로 원자력발 을 하나의 선택사안으로 간주하고 

있다. 1997년 7월 정부 원자력 원회는 원자력발 소 도입 타당성 연구를 수행하

기로 하 다. 에게 알리고 인 자원을 비하기 해 국내 는 국제 훈련과

정이 IAEA지원과 태국-캐나다 력 로젝트로 수행되었다. 그러나 경제 기로 

인하여 2001년까지 원자력발 이 에 지 자원으로 선택되지 못하 다. 태국 에

지 정책  개발계획은 2006년 11월6일 국가 에 지 정책 원회(National 

Energy Policy Council, NEPC)에서 내각도 2006년 11월21일 승인하 다. NEPC

는 태국 력청 (Electricity Generation Authority of Thailand, EGAT)이 2007년 

새로운 발 개발계획 (PDP)을 수록하도록 하 다. PDP 2007년 계획에 의하면, 

1,000MW  원  4기 총 4,000MW의 원  시설용량을 2020-2021년 체 발

계통에 포함하는 것이다. 국가 에 지 정책 원회는 태국 력청이 원자력발 소 

계획수립의 책임을 맡도록 하 으며, NEPC는 원  도입 기반 확보를 해 ‘원자

력 발  기반 비 원회(NPIPC)를’ 설립하 다. NPIPC의 주요 업무는 원자력

발  기반 확보계획 (NPIEP)을 수립하는 것이다. 원자력발 기반확보계획

(NPIEP)은 원회를 선도하며, 기반 확보를 계획하고 착수하는 체 인 책임을 

지는 것이 핵심이다. 2007년 6월7일 NPIPC는 다음 주제에 해 6개 소 원회를 

설립하 다.

      o 법  규제 시스템과 국제 임업무

      o 산업 재정  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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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
2003 2004 2005 2006 2007 (6월)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국내 40 2,248 51 3,414 40 1,779 34 1,742 25 895

해외 1 50 5 106 11 346 47 65 35 86

합계 41 2,298 56 2,520 51 2,125 81 1,807 60 981

<표 6> 5년간 (2003-2007) 태국 원자력인 자원개발 활동

      o 기술개발  이 , 인 자원개발 

      o 원자력 안   환경보호 

      o  이해와 수용 

      o 원자력발 소 계획

      

      다. 원자력교육훈련 황

      태국의 원자력인력양성과 련 원자력분야 훈련과정, 세미나, 워크 , 과제

회의가 수행되고 있다. 아래 <표 4>는 2003-2007년까지 실 을 요약한 것이다. 

 

      최근 원자력분야 인 자원개발에 한 주제들은 아래와 같다.

      [훈련과정]

      (1) 방사선 방호 Level 1, 2

      (2) 원자력 기기  장비 용 기술

      (3) TINT 연구용 원자로 방사선 안 , 핵연료와 방사성 물질

      (4) 방사선 안  담당 을 한 원자력 기기의 분해, 수송, 설치

      (5) 방사선 안  책임자 자격훈련과정

      (6) 감마 조사 운 자

      (7) HPLC 방법론 개발

      (8) 원자력 의료 생산품 청정실 설계

      (9) 해충 방사선 기술 (병해충 기술)

      (10) Ongkharak 지역 구 을 한 방사선 비상 방재

      (11) TINT 직원 방사선 비상 방재

      (12) OAP/ANSTO/USDOE 분실 방사선원 탐색 방법과 장비에 한 공동

훈련

      (13) Microsoft Access를 사용한 원자력 과학 DB 개발



- 43 -

      [워크 ]

      (1) 방사선을 이용한 발효새우 장에 한 원자력 기술이

      (2) 비 괴검사: 방사선 투과시험 Level 1

      (3) 비 괴검사: 음 탐상 Level 1

      (4) 비 괴검사: 표면 검사 Level 1

      (5) 원자력, 방사성, 화학, 생물학 비상사태의 평가시스템 응

  

      라. 원자력 교육훈련 국제 력  특기사항      

      IAEA와 FNCA 회원국인 태국은 RCA를 통해 문가 활용, 장학생 , 훈련

과정, 과학자 방문형태로 지원을 받고 있다.  다른 분야는 장비수혜, 계약사업 

등으로 지원을 받고 있다. 지원의 가장 큰 분야가 방사선 의료, 건강, 농업과 식

품분야에 한 방사선이용분야이다. 그 다음분야가 원자력과 방사선의 안 과 보

장조치, 핵물리l, 일반 인 원자력개발, 동 원소 수문학, 동 원소 이용과 방사선

의 산업  이용, 생물학 과 환경연구, 원자력 안  분야이다. 

      OAP와 일본원자력연구기구(JAEA)와의 양국간 정에 의거 일본 정부는 

태국 정부에 매년 훈련과정을 개최해주고 있으며 문가와 필요한 장비 지원을 

기술원조의 에서 제공하고 있다. 력 목 은 원자력 안 과 원자력의 평화

인 이용분야에서 태국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인력자원을 개발하는 데 력하

는 것이다. 일본의 력 주체는 JAEA의 Nuclear Technology and Education 

Center (NuTEC)이며 태국은 OAP와 TINT이다. 력 범 는 공동 훈련과정 개

최, 강사훈련 로그램과 정보 교환이다. 훈련과정에는 원자력과 방사선 비상 책

훈련과정, 방사선 안 리 책임자 과정들이 있다. 정부의 조직 구조조정 후 

TINT가 동 업무를 맡고 있다.

   

       

     8. 베트남

       가. 원자력 이용개발 황

      베트남 정부의 (2007-2012) 구조조정으로 22개 부처가 있다. 원자력과 

련된 정부 조직은 과학기술부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MOST), 

통상산업부 (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MOTI)이다. MOST는 기존에 있

던 조직이지만, MOIT는 산업부 (Ministry of Industry, MOI)와 통상부 

(Ministry of Trade, MOT)가 합쳐진 조직이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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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총리는 ‘2020 평화  원자력 이용 추진 략을 한 계획을 승인하

고 서명하 다. 이 계획은 23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베트남 정부 련 기

과 조직에 의해 수행된다. 이 계획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원자력 발  개발과제: 2020년에 1,000Mw  2기를 건설하고 운 한다.

      (2) 베트남원자력 원회 개발과제: 새로운 첨단 다목  연구용 원자로를 

건설한다.

      (3) 원자력인 자원개발과제: 원자력과학기술분야의 인력양성을 해 교육

훈련을 집 한다. 교육훈련부 (Ministry of Education and Training)가 동 과제 

수행을 책임진다.

      베트남원자력 원회 (VAEC)는 근래 2개의 센터 설립을 결정하 다. 하나

는 원회 산하 Institute of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INST)에 설립한 

Hanoi Irradiation Center 이며, 나머지 하나는 Dalat Nuclear Research Institute

에서 분리된 Center of Nuclear technique Application in Industry이다. 그래서 

베트남원자력 원회 조직은 아래와 같다.   

     (1) VAEC 본부

         - Department of Administration and Personnel

         - Department of Planning and R&D Management

         - Department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2) Institute for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INST)

      (3) Institute for Technology of Radioactive and Rae Element (ITRRE)

      (4) hanoi Irradiation Center (HIC)

      (5) Dalat Nuclear Research Institute (NRI)

      (6) Center for Nuclear Technique in Hochiminh City (CITY)

      (7) Research and Development Center for Radiation Technology 

          (VINAGAMMA)

      (8) Center for Nuclear Technique Application in Industry

      (9) Technology Application and Development Company (NEAD)

      나. 원자력발 소 도입 계획

      베트남은 1990-2000년간에 원자력발 소 도입에 한 연구 로젝트를 여

러 가지 연구를 수행하 으며, 연구 로젝트의 결론은 아래와 같다[12].

      첫째, 베트남 미래 에 지 수요를 만족시키기 해서는 첫 번째 원자력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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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원자력선택에 

한 국가 에 지 

략

이정표 1

원 에 한 지식

인 업무 수행 

비

이정표 2

입찰 안내서 발송

이정표 3

원  운  비

인 라 개발

로그램

제1단계

설계  고려사

항에 한 의사

결정

제2단계

의사결정을 한

원  비 단계

제3단계

원  사업 추진

 건설

운  정비  인

라 개발 지속

제1기 원

로젝트

Pre-project

             FS

Project Decision

Making

        Building

Construction

          시운

Operation

 약 10-15년------------------------------|

<표 7> 베트남 원  도입 일정표

소가 2017-2020년 사이에 가동되어야 하며 그 용량은 경제발 계획에 따라 

2000MWe-4000MWe이어야 한다.

      둘째, 이러한 결론은 베트남 정부에 제출되었으며, 충분한 검토 후 베트남 

정부는 원자력발 소 도입 비를 해 원  도입 비 원회를 설립하 다.

      원  도입 비 원회는 2002년 3월에 베트남 수상에 의해 설립되었다. 

이 원회는 베트남 산업부와 과학기술부로 구성되었으며 원회의 역할과 책임

은 아래와 같다.

      o 원  도입(계획수립) 장기 계획과 국가 략 수립은 VAEC와 과학기술

부가 담당한다.

      o 원  도입 비 타당성 연구는 에 지 연구소와 산업부가 담당한다.

      o 원  도입에 한 주요 7개 분야 에 한 연구는 VAEC와 과학기

술부가 담당한다.

      정부의 결정은 2006년 1월에 이루어졌으며, 수상은 2020년까지 원자력의 

평화 인 이용에 한 추진 략을 승인하 다. 2007년 1월 23일 수상은 원자력 

이용개발 장기 략 추진을 해 마스트 랜을 승인하 다. 이 마스트 랜 범

에서 베트남은 23개 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10개는 원  련 로젝트이

며, 13개는 발 과 비발  양쪽 모두와 련된다. 2007년에 베트남 원  비 타

당성 연구와 2025녀까지의 력개발계획이 정부에 의해 승인되었다. 이와 같이 

베트남은 원  도입에 필요한 기반을 갖추었으나 아직 매우 낮은 수 이다.  베

트남 원  도입 계획수립에서 일정표는 아래 <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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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을 기 으로 볼 때 원 에 한 일반 인 연구를 수행하 다. 그 

내용을 연 별로 구분하면, 1996-2002년은 개요 성격의 로젝트 수행, 정부 정

책 일반에 한 로젝트 수행, IAEA 지원 로젝트 수행하 으며, 2002-2008년

은 원  도입 비타당성 연구 단계로 정책 고려사항과 의사결정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이 결과 2008년 시 에서 원자력 규제기 이 설립되어 (VRANSAC) 

규제 활동에 한 비가 착수되었고, R&D 조직 확립되어 연구 증진 활동이 착

수되었다. 한 국가 참가 증진을 해 핵연료에 한 활동을 확 하고 있다. 인

력양성을 해 교육기반을 갖추어 나아가고 있다.

       2008년을 기 으로, 2008-2011/12년 까지 타당성 연구 단계로 계획 수립

을 바탕으로 원  도입 타당성연구를 수행하고 부지를 선정할 것이다. 이 때 

체 규모와 노형을 결정할 것이다. 2011/12년 이후를 사업 수행 단계로 규정하고, 

2011/12-2014/15년 까지를 제1단계로서 기술 설계와 도입선 결정, 도입 상과 

입찰을 수행할 것이다. 2014/15-2019/2020년 까지를 제2단계로 건설을 착수하고, 

설치, 시운 , 가동할 것이다. 2019/20-2021까지를 후속기 추진 시기로 이때부터 

국산화를 확 해 나아갈 것이다.

      원  인 라는 정부나 력회사가 원  도입을 결정할 때 반드시 요구하

는 필수 항목이며 연구소/ 학/산업체 등 기술 주체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로서 

국제 력을 통해서도 일부 비가 가능한 것이다. 원  도입에 필요한 인 라로

서 다음과 같은 19개 주요 항목으로 나열할 수 있다: (1) 국가 입장, (2) 원자력 

안 , (3) 리, (4) 법  , (5) 규제 , (6) 재정 확보, (7) 인 자원 개발, 

(8) 핵 보장 조치, (9) 안보와 물리  방호, (10) 방재 책 수립, (11) 방사선 방

호, (12) 핵연료 주기, (13) 방사성폐기물, (14) 환경 보호, (15) 부지 선정  지

원 설비, (16) 산업체 참가, (17) 구매, (18) 력 그리드, (19) 계자들의 참여.

      다. 원자력인력양성 황

      원자력 과학기술분야 인 자원개발 과제가 정부 승인을 해 총리에게 제

출되었으며 그 분야와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원자력발 소 개발 인 자원개발 계획

      (2) 원자력 기술, 방사선  방사성동 원소 활용 연구개발을 한 인 자

원개발 (비발  분야) 계획

      2007년 VAEC는 베트남 력청 (Electricity of Vietnam, EVN)과 력, 

EVN 직원 34명에게 2개월간의 원자력발  훈련과정을 제공하 다. 훈련생들은 



- 47 -

하노이에서 7주간, 달라트에서 1주간 교육훈련을 받았다. 자국의 교육훈련에서 

좋은 성 을 얻은 훈련생은 일본에서 4-6개월간 훈련을 받는 것이다. 2005년에도 

VAEC와 EVN은 원자력발 에 해 27명을 교육시켰다. 이상 2개 훈련과정을 

성공 으로 이수한 인력은 베트남 원자력발  개발에 핵심요원이 될 것이다.

      VAEC 원자력인 자원개발 활동과 련 하여 재 VAEC는 696명의 직원

이 있으며, 교수  8명, 박사  57명, 석사  87명, 학사  29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VAEC는 VAEC 입사 에 원자력과학기술에 한 기  지식 함양을 해 

이공계 학 졸업생을 상으로 9개월 훈련과정 운  계획을 이미 확정하 다. 

VAEC는 베트남 각 학 졸업생 100명 에서 30명을 선발하 다.

      라. 원자력교육훈련 황

      베트남의 4개 학이 원자력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즉 1960년부터 

University of Natural Sciences (Hanoi), Hanoi University of Technology 

(Hanoi), Dalat University,  University of Natural Science (HCM City) 원자력 

교육을 하 으며  1970년부터는 Hanoi University of Technology에 원자력 공학

부가 설립되어 유일하게 원자력 공학 교육을 하고 있다. 년간 학사 50명, 석사 

20 명 그리고 박사 10명이 배출되고 있으나 주로 핵물리, 보건물리, 원자력기술, 

방사선 방호 그리고 방사화학 공자들이다. 

      VAEC와 EVN이 일본, 한국, 랑스 등과 력하여 다음과 같은 원자력 

인력양성 로그램을 수립하 으며 이에 따라 각 기 은 자체 인력양성 로그

램을 수립하고 있다.

      o EVN은 첫 번째의 원자력발 소 건설/운 을 하여 사업 단계별 인력

양성 로그램을 수립하 음.

      o VAEC는 국가 원자력 인력양성 기반의 개발을 계획하고 규제, 기술지

원, 연구개발  교육훈련 기 들을 한 문가 양성을 지원하고 있다.  

      o VAEC는 원자력 비발  기술 이용분야의 개발을 계획하고 훈련기 들

과 력하여 이용기술의 국내  확산을 꾀하고 있다. 재 추진되고 있는 교육훈

련 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 주로 원자력이용 분야에 한 해외 단기 훈련을 받고 있으며, VAEC는 

IAEA와 력하여 원자력안  기  과정을 제공하고 있음.

       - VAEC는 매년 IAEA,일본  인도와 력하여 방사선 방호  원자력

기술에 한 훈련과정을 제공하고 있음.



- 48 -

       - VAEC는 원자력 상업계 종사자들에게 OJT를 제공하고 있음.

       - 일본, 한국, 랑스, 인도  IAEA와 력하여 해외 장단기 연수

       - 양자 는 다자간 력을 통한 원자력 안   법규에 한 공동 세미

나 개최

       - VAEC, EVN  JAIF/JETRO에 의한 원자력 공학에 한 5개월 과정 

제공 (EVN의 60명을 상으로 베트남  일본에서 개최: 2005, 2007) 

       - 2007년부터 VAEC 신규 직원에 한 9개월 교육훈련 과정 제공하고 

있다.

       

      마. 교육훈련 수요와 특기사항

      2007년 베트남은 아래 6개 분야에 해 교육훈련의 필요성과 수요를 제안

하 다.

      (1) 원자력발 소 폐기물 리: 방사성폐기물 처리와 처분에 한 첨단 기

술을 획득을 목 으로 하며, 동 기술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얻고자 한다.

      (2) Neutron Beam Application: 노 물리, 의료, 농업, 산업, 재료과학과 같

은 다양한 분야에서 성자  자 빔 활용을 해 경험과 지식을 얻는 것이 

목 이다.

      (3) 연구용 원자로 설계  엔지니어링: 새로운 연구용 원자로의 설계, 엔

지니어링, 안 해석에 필요한 첨단 지식을 얻는 것이 목 이다.

      (4) 원자력공학 (석사과정): 원자력 오학의 석사과정 과학기술자 양성을 목

으로 한다.

      (5) 원자로 안 : 미래 베트남이 건설할 연구용 원자로와 발 용 원자로의 

안 성 평가를 베트남이 효과 으로 할 수 잇도록 원자로 안  분야 핵심 인재 

훈련을 목 으로 한다.

      (6) 원자력 안 : 2020 베트남 최  원  시설의 안 성 확보에 효과 으

로 기여할 수 있는 원자력 안  분야 핵심 인재 훈련을 목 으로 한다. 

      9. 이집트

      가. 원자력 이용개발 황

      이집트 국가 명칭은 이집트 아랍공화국 (Republic of Arabic Egypt)이다. 

아 리카의 북동쪽에 치하며 구가 면 은 1.2 백만 제곱킬로미터로 7천6백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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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를 보유하며 수도는 카이로이다. 이집트 력분야 국가 략은 아래와 같다.

      (1) 매년 약 1,000MW시설 용량이 추가되어야 한다.

      (2) 북아 리카와 동 지력 력망과 연계한다.

      (3) 이집트 원자력발 계획을 착수한다.

      (4) 새로운 는 재생 가능 에 지 생산 시스템을 개발한다.

      이집트의 2005-2006년 력분야 통계 자료로 체 시설 용량은 21,000MW

이며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

       - 화력: 16,000 MW

       - 수력:  2,800 MW

       - 풍력:    183 MW

       - 개인:  2,100 MW

      총 력 생산량은110,000 GWH/Year 이며, 연 평균 증가율은 7.7%이다. 

연 피크로드의 증가로 인해 2027년에 54,000MW 필요하다. 새로운 는 재생 가

능 에 지의 증가는 2010년에 850 MW 상된다. 력 사용 구성비는 아래와 같

다.

       - 일반 주민 : 47%

       - 산업      : 23%

       - 정부      : 14%

       - 공공 기  : 11%

       - 농업      :  5%

       - 상업      :  4%

       이집트 원자력 원회는 1957년 설립되었으며, 첫 번째 연구용 원자로는 

1961년에 건설되었다. 이집트 정부 조직으로 력 에 지부(Ministry of 

Electricity and Energy)가 있으며 산하에 원자력발 소청(Nuclear Power Plants 

Authority), 원자력 연구개발(Atomic Energy -R&D-), 원자력 물질 (Nuclear 

Materials, Mining Work)부서를 두고 있다.   

      나. 이집트 원자력 발  계획

      이집트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  도입 계획을 추진 이며, 랑스, 미

국, 러시아, 한국 등과 력을 하고 있다[13].

      (1) 력 수요의 지속 인 증가

      (2) 제한 인 국가 화력  수력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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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에 지 자원 가격의 국제 인 가 른 상승

      (4) 원자력 안 성이 보강됨에 따라 새로운 노형의 개발

      (5) 미래의 발 을 하여 국가 에 지 자원의 자산을 보유

      2006년 9월 이집트 무라바크 통령은 력 생산의 선택으로 원자력발

의 타당성을 국가 에 지 계획수립에 포함하고 포 인 토론을 착수하 다. 

2007년 10월 무라바크 통령은 이집트는 핵 비확산의 에서 투명하게 원자

력발 로그램을 국제 인 트 십과 IAEA와 력하여 착수한다고 공포하

다. 

      이집트는 카이로를 심으로 좌측으로는 리비아, 튀니지, 알제리, 모로코를 

거쳐 스페인까지, 우측으로는 요르단, 시리아, 터키까지 이르는 북아 리카  

동 력 망 연결을 추진하고 있다.     

   

     다. 원자력 교육훈련 국제 력과 특기 사항

     한․이집트 에 지자원 력 원회 합의에 따라 동 과제에서 2007년부터 

2008년 간 2회에 걸쳐 이집트 원자력청 요원들에게 한국원자력연구원이 한국수

력원자력발 주식회사와 한국원자력안 기술원과 력하여 원자력 발 에 한 

집체교육과 장교육을 제공하 다. 이집트 측은 한국에서의 교육훈련을 확 하

여 주길 원하고 있다.   

제 3  개 발 도 상 국 원자력인 력양 성  수 요  분 석  결 과 

개발도상국이 양국 간 력으로 자국의 원자력인력양성을 해 우리나라에 요청

하는 교육훈련의 수요를 악하기 해 제2 에서는 아시아, 아 리카 지역 9개

국의 원자력 이용개발형황, 원자력인력양성 황, 원자력교육훈련 황, 그리고 

교육훈련을 한 국제 력 황과 특기사항을 정리하 다. 동 자료를 바탕으로 

이들 국가들의 양국 간 력으로 필요한 훈련과정이 무엇인지, 자국의 인력양성 

정책에서 교육훈련 우선순  분야가 무엇인지를 제3 에서 분석하고 결과를 도

출하 다.

     1. 개발도상국 원자력인력양성 수요조사 개요

      가. 수요조사 목

      우리나라에 양국 간 력 사업으로 원자력교육훈련을 요청하는 국가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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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가 성 명 직   소속

       국  Mr. Ca Dongqing

 Senior Manager

 Human resource Planning

 China Guangdong Nuclear Power

  Holding Co. Ltd

 방 라데시  Ms. Feroza Akhtar

 Director

 International Affairs Division

 bangladesh Nuclear Energy Agency

 인도네시아
 Mr. Hendriyanto Hadi 

     Tjahjono

 Director

 Education and Training Center

 National Nuclear Energy Agency

 말 이시아
 Ms. Rabiah Abu 

     Hasasan

 Director

 Human Resource and Development Div.

 Malaysia Nuclear Agency

 한      국  Mr. Eui Jin Lee
 Project Manager

 Nuclear Training and Education 

<표 8> FNCA HRD분야 국가 책임자

원자력 이용개발 정책에 근거한 원자력인력양성에 한 교육훈련 수요를 악하

여 이들 국가들과의 력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육훈련 수요에 합한 교육훈련

을 제공하기 함이다.

      나. 수요조사 상국가 

      아시아지역 IAEA RCA 회원국과 FNCA 회원국으로 우리나라와의 정부 

간에 양국 간 원자력 력 상국인 국, 방 라데시, 인도네시아, 말 이시아, 

태국, 필리핀, 베트남 7개국을 상으로 하 다. 

      다. 수요조사 방법

      수요조사에서 가장 요한 부분은 가치 있는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다. 

한 수집하고자 하는 자료가 국가 원자력 이용개발 정책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러

한 목 을 이루기 하여 본 수요조사는 아시아 원자력 력포럼 (FNCA)의 원자

력인 자원개발 분과 국가 책임자 (National Project Leader)를 상으로 수행되

었다. 이들 국가 인력양성 책임자들이 자국의 원자력 이용개발정책에 근거한 인

력양성과 교육훈련 분야와 수요를 제시하고 이를 함께 토의하는 방식으로 수요

조사가 이루어졌다. FNCA HRD분과에 참여하는 국가와 인력양성 국가 책임자 

명단은 아래 <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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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nter, KAERI

 필  리  핀
 Ms. Corazon C. 

     Bernido

 Deputy Director

 Philippines Nuclear research 

 Institute

 태      국
 Ms. Monta 

     Punnachaiya

 Head

 Nuclear Technology Transfer Section

 Thailand Institute of Nuclear 

  Technology

 베  트  남  Mr. Vu Dang Ninh

 Director

 Department of Administration and 

  Personnel Development

 Vietnam Atomic Energy Commission

      

      라. 수요조사 일시

      수요조사는 2007년도와 2008년도 2차에 걸쳐 이루어 졌으며 일시와 장소

는 아래와 같다.

      (1) 제1차

       o 일시 : 2007. 8. 27 – 31  

       o 장소 : 인도네시아, 죡자카르타

       (2) 제2차

       o 일시 : 2008. 11. 2 - 4

       o 장소 : 방 라데시, 다카

     2. 수요조사 내용 분야와 

      가. 수요조사 분야

      상국의 원자력 이용개발 분야를 원자력발 , 연구용 원자로  방사선 

이용기술 분야 아래와 같이 5개 분야로 나 어 교육훈련 수요조사를 수행하 다.

      o A : Radiation Safety and Radioactive Waste

      o B : Radiation and Radioisotope Application

      o C : Research Reactor

      o D : Nuclear Power Reactor

      o E : Nuclear Administration

     

      나. 교육훈련 방법과 시 성

      수요조사 상국이 필요로 하는 교육훈련분야를 악하고 교육훈련 결과

의 효과성을 연계하기 해 수행 교육훈련 수행방법을 아래와 같이 구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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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교육훈련과정 (집체식 강의)

      o 실험실 장 훈련 (OJT)

      o 연구실 연구 수행

      o 실험실 실험실습

      교육훈련이 필요한 시 이 언제인지를 악하기 해 필요한 교육훈련이 

단기간 내인지, 장기 인 에서 필요한 것인지를 조사하 다.

     다. 수요조사 

     수요조사의 은 상국의 원자력교육훈련 수요를 악하고 양국 간 

력 차원에서 한국이 제공할 수 있는 교육훈련이 무엇인지를 악하는 것을 목표

하여 다음과 같이 설정하 다.

     o 원자력 이용개발 황

     o 원자력인력양성 황

     o 원자력 교육훈련 황

     o 원자력 교육훈련 국제 력과 특기사항

     o 6개 분야의 교육훈련 수요

     o 6개 분야의 교육훈련 방법  

     

     3. 수요조사 분석과 결과 

      가. 원자력 이용개발, 인력양성/교육훈련 능력 분석

      제2 에서 기술된 수요조사 상국의 원자력 이용개발, 인력양성, 교육훈

련의 황과 활동을 아래 <표 7>과 같이 정리하 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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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원자력 활동

 교육훈련기

발 로 연구로 방사선응용

      국 11기  20기 o
 5개 학, CIAE, 

 발 소연수원 등

베  트  남
도입 계획 

2020
1기 o  4개 학, VAEC, EVN

인도네시아
도입 계획

2020
3기 o  4개 학, BATAN 

태      국
도입 계획

2020
1기 o  2개 학, TINT

방 라데시
계획

2020
1기 o  6개 학, BAEC

필  리  핀
고려

2020
폐로 o  PNC, PNRI

말 이시아
고려

2020
1기 o  4개 학, MNA

이  집  트
도입 계획

020
1기 o  학, 력청 

<표 9> 수요조사 상국의 원자력 활동 황

    상기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은 이미 원자력발 소를 11기를 운  이

며 장기 원자력발 소 도입  기술개발 정책에 따라 매년 1기 이상의 원자력발

소 건설을 착수하고 있다. 동남아 지역에서 원  도입에 한 정부가 공포하고 

원자력 발 소 도입을 한 인 라 구축에 가장 극 인 국가는 베트남인 것으

로 나타난다. 인도네시아가 가장 먼  원자력발 소 도입 계획을 발표하 으나 

구체 인 착수 징후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의 원자력발  사업의 도입에 한 활동으로 태국, 방

라데시, 필리핀, 말 이시아도 정부차원에서 원자력발  사업을 도입한다고 공

포하 다. 이들의 국제 력 활동을 분석하면 방 라데시는 러시아, 태국은 일본

과 한국, 필리핀은 한국과 일본과의 력하는 징후를 보여 주고 있다. 말 이시

아는 동남아 국가 에서 원자력 분야의 기술 수 이 높은 편으로 원  도입 인

라 개발에 자체 재정을 투자할 수 있는 국가로 보여진다.

     나. 상국의 교육훈련 수요와 우선순

      (1) 제1차 조사된 2007년 국, 방 라데시, 인도네시아, 말 이시아, 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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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s Needs Specification Type of 
Training

Duration
(Months) Priority

A
Emergency 
preparedness
(Bangladesh-1)

To acquire knowledge which will help to implement NSRC Act and 
Rules-1997 properly through licensing, inspection and enforcement.

lecture, 
research, 

OJT
-

A

Advanced 
technology of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Bangladesh-2)

To develop the management capabilities of radioactive waste and to 
build an adequate system to conduct the decommissioning of nuclear 
facility by using an advanced technology. 

research, 
OJT 

6-9 or 
more

A

Planning for 
establishment of 
radioactive waste 
repository (Design, 
concept, safety 
assessment, QA, 
Safety analysis 
using AMBER)
(Bangladesh-3)

To develop the capabilities for the assessment of various safety 
parameters by using different safety codes (AMBER) for the safety 
analysis of newly established a Center Radioactive Waste Processing 
& Storage Facility in Bangladesh and to gain knowledge for planning 
and design concept for the establishment of under ground repository 
for Low and Intermediate level waste.

research, 
OJT

6-9 or 
more

B

PZC based 
99mTc-generator 
using (n, g) 99Mo  
(Bangladesh-4)

Enhancement of Research Reactor Utilization. Production of 
(n,gamma) Molybdenum-99. Production of PZC based Tc-99m 
generator. Equipment: Research Reactor, Isotope Handling Hot cell, 
Ancilliary instruments.

 research, 
experiment

6 or

more

B
188W-188Re 
generator
(Bangladesh-5)

Preparation of target, chemical processing, column preparation, 
column loading, calibration of generator, quality control tests, etc. and 
production of therapeutic RI(166Ho, 177Lu, etc.) and their lebeled 
compounds. Equipment: hot cell facility, dose calibrator, HPGe 
detector, autoclave, and Anciliary equipments.

research, 
experiment

12

B

Research and 
development of 
Lutetium-177 
radio-pharmaceutical
s for therapeutic 
use
(Bangladesh-6)

The candidate is directly involved in the production and quality control 
of the radioisotopes (I-131 and Tc-99m generator).  The demand of 
the Lu-177 therapeutic radio-pharmaceuticals are increasing day by 
day but it is totally depend on import from other countries. The aims 
of the training program are mainly (i) to achieve sound knowledge & 
operational skill for smooth production of  Lu-177 radio- 
pharmaceuticals. (ii) QA and QC of Lu-177 radiopharmaceuticals. (iii) 
research and development of Lu-177 labeled compounds. The 
proposed training course is, therefore, expected to provide the 
applicant with an opportunity to acquire knowledge on production and 
quality control of Lutetium-177 radiopharmaceuticals used at nuclear 
medicine centers for therapeutic purposes. 

research 1yr

B
Research and 
Development of 
188Re and 99mTc 
kits  (Bangladesh-7)

Research and Development of 188Re and 99mTc kits. Kit preparation 
, clinical test, biological test of the final product. 

research 12

B
Research and 
Development of 
99mTc kits  
(Bangladesh-8)

Research and Development of 199mTc kits. Kit preparation, clinical 
test, biological test of the final product. 

research 12

B
Cyclotron based 
Isotope Production
(Bangladesh-9)

To obtain knowledge & techniques in radioisotope production using 
cyclotron. 

lecture, 
exp. 

research, 
expert 
service

-

<표 10> 2007년 개도국 원자력인력양성 수요조사 결과

핀, 태국, 베트남이 필요로 하는 교육훈련 수요와 우선순 는 아래 <표 8>과 같

다.



- 56 -

Fields Needs Specification Type of 
Training

Duration
(Months) Priority

B

Application of NAA 
in industry, 
environment and 
human health 
(Bangladesh-10)

The NAA Group of BAEC is using reactor based instrumental neutron 
activation analysis method followed by relative standardization 
approach. In order to perform both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multi-elemental analysis of major, minor and trace elements in various 
samples with wide range, the NAA method is required to be 
explored.  To implement the neutron activation analysis, the followings 
are needed: research reactor, gamma-ray counting systems, sample 
preparation equipments and software for data acquisition, gamma 
peak analysis and concentration calculation etc.

research
18(6 mo./ 

person

B

Application of 
neutron radiography 
in material science 
and industrial 
products
(Bangladesh-11)

Neutron radiography (NR) facility has been installed at the trangential 
beam port of the 3 MW TRIGA MARK-II research reactor. In the 
existing NR facility only direct film NR time NR system in the existing 
NR facility. This facility will be utilized for research and industrial 
applications.

research
12(6 mo./ 

person)

B

Application of 
neutron beam for 
material 
characterization 
using neutron 
scattering
(Bangladesh-12)

Neutron diffraction study of different functional materials to understand 
the structural and magnetic properties of materials, study of texture 
and internal stress of different metals and alloys using four circle 
goniometer and adaptation of SANS facilities in the TAS for 
determining the structure of colloidal system and polymer sample.

research
18(6 mo./

person)

B
Analysis of 
radionuclides in 
marine ecosystem 
(Bangladesh-13)

Sampling, separation and analysis of natural radionuclides in marine 
based samples e.g. sea water, fish, sediment, algae and 
phytoplanktons to study marine pollution level. Flame and Graphite 
Atomic Absorption Spectro.(AAS), Inductively Coupled Plasma- Atomic 
Emmission Spectro. (ICP-AES), Inductively Coupled Plasma- Mass 
Spectro.(ICP-MS),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HPLC) 
etc.

research, 
experiment, 

expert 
services

4yrs.

B
Accelerator 
technology
(Bangladesh-14)

One 3 MV Van de Graaff electrostatic Accelerator with 2 operational 
beam line, 2 scattering chamber with associated nuclear electronics 
and data acquisition system and software. One 3 MV Tandem 
electrostatic Accelerator with Accelerator Mass Spectroscopy (AMS) 
and Ion beam Experimental facilities, to be installed in near future.

Experiment, 
others

3m/ 

training & 

2w/ 

scientific 

visit  

C

OJT on operation & 
Maintenance of 
digital control 
console and I&C 
system of the 
research reactor
(Bangladesh-15)

To obtain training on operation and maintenance of digital control 
console and I&C system of research reactor.

OJT
3-6/each 

trainee

C

Implementation of 
quality management 
system (QMS) in 
the research reactor 
facility
(Bangladesh-16)

To obtain OJT on QMS for research reactor facility. OJT 
3-6/each 

trainee

C

Evaluation of the 
safety of the 
reactor and target 
materials loaded 
into the reactor 
core for neutron 
irradiations  
(Bangladesh-17)

Develop capability to calculate various safety parameters such as, 
heat generation rates, temperature rise, pressure rise, etc. for the 
targets irradiated in the reactor for radioisotope production and other 
material irradiation services like gemstone coloration, silicon doping, 
etc..

OJT
6/ each 

trainee

C,D
Reactor physics 
and nuclear 
engineering
(Bangladesh-18)

The MS program with emphasis on reactor physics, reactor design 
and engineering , nuclear safety, plant design. Appropriate candidate 
is expected to go for PhD degree. The researcher/scientist is 
expected to work on a power plant to solve a specific problem as an 
essential part of the MS program. Advanced and appropriate 

lecture, 
research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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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s Needs Specification Type of 
Training

Duration
(Months) Priority

computer codes (deterministic as well as  Monte carlo codes), up to 
date nuclear data libraries with modern  computation facility must be 
provided for the power plant safety analysis. At least 3/4 months 
hands on training/internship in a power plant will provide essential 
knowledge about the environment and safety culture of NPP site.

C,D
Nuclear data and 
physics
(Bangladesh-19)

It is very important to generate customized cross-section data library 
which is used for the cell and whole core calculation. Appropriate 
data processing code (such as NJOY) and adequate computation 
facility must be provided. Evaluation of the nuclear data is also very 
important. Evaluation consist in the comparison, critical assessment 
and selection of the experimental data and their statistical and 
systematic errors, followed by the derivation of internally consistent 
sets of preferred values by appropriate averaging procedure. 
Benchmark calculation using different sets of nuclear data libraries is 
also very important.

research, 
OJT

6-12

C,D Reactor safety
(Bangladesh-20)

Safety analysis of reactors (research and power reactor) using 
appropriate computer codes e.g.,RELAP.

research, 
OJT

6-12

E
Financing related 
training
(Bangladesh-21)

Financing related training to improvise the quality of personnel to look 
for the appropriate financing mode of the first nuclear power project 
and to evaluate the proposals of different 
suppliers/consortiums/financiers.

OJT 3-6

E
Overall nuclear 
power project 
management
(Bangladesh-22)

Project management of nuclear power plants that will be required to 
implement the nuclear power programme. Project management related 
training is required to improvise the quality of personnel to look for 
the appropriate financing mode as well as managing the first nuclear 
power project.

OJT 3-6

E
Safety regulation 
and licensing
(Bangladesh-23)

Safety and regulatory aspects of nuclear power plants that will be 
required to implement the nuclear power programme as well as to 
operate the plant.

OJT 3

B

Improvement of 
NAA laboratory by 
implementing 
ko-method and 
perparation of 
software 
development
(Indonesia-1)

Instrumental Neutron Activation Analysis (INAA) based on ko method 
is very useful technique to determine an element in trace quantity on 
vary samples. Recently this technique is one of the most reliable 
technique to be used on the monitoring of environmental pollution, 
food safety analysis, as well as, human health and nutrition 
application. Three research reactor located at Serpong, Bandung and 
Yogyakarta provide a thermal neutron source for NAA utilization. 
Research reactor at Serpong has a high flux of neutron thermal that 
very importance for trace elements analysis, meanwhile Triga Mark II 
and Kartini reactor has an ideal flux for most NAA application. Some 
irradiations facilities have been used to irradiate a number of 
samples. The spectrometry-g coupled to high resolution detector is a 
main equipment provided to analyze the gamma-ray emitted by 
irradiated sample. The INAA lab is also supported by a number of 
software such as GENIE2000, Hyperlab, ko-IAEA and ko-DSM to 
enhance the performance of analyze.

Lecture, 2week

B

Microstructural 
studies using 
neutron diffraction 
technique
(Indonesia-2)

The neutron powder diffraction, coupled with the Rietveld method for 
data analysis, has been spectacularly successful in elucidating the 
crystal structures of high temperature superconductor. However, this 
powerful technique is being increasingly used not only for the crystal 
structural studies but also for obtaining microstructural information, 
such as texture, average domain size and crystallite size distribution, 
strain and stress, and crystalline defect concentration [Davor Balzar 
and Nicolae C. Popa, Analyzing Microstructure by Rietveld 
Refinement, The Rigaku Journal 22(1), 16-25 (2005)].
The instrument/facility to be used are the powder neutron 
diffractometer, the sample to be studied in this case is the 
nanoparticles YBa2Cu3O7-x (YBCO) superconductor, and the Rietveld 
analysis software.

OJT, 
experiment, 

others
3

B
Study on radiation 
effect for 
modification of 

Irradiation devices (gamma ray, electron beam, ion implantation, and 
neutron scattering)

Lecture, 
OJT, 

experiment,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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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s Needs Specification Type of 
Training

Duration
(Months) Priority

carbon based nano 
composite materials
(Indonesia-3)

others

B

Effect of g-ray 
irradiation to Ionic 
conductivity in the 
solid state.
(Indonesia-4)

Gamma-irradiation effect to composite materials will increase ionic 
conductivity because of material defect,  and  will also influence the  
enthalpy of  materials depending on irradiation dose. Facility to be 
used are x-ray diffraction or neutron, DTA and DSC ( differential 
thermal analysis and  diffrential scanning calorimetry ), and 
LCR-metre (inductance capasitance resistance)

Lecture, 
OJT, 

experiment
6

B
Operation and 
maintenance of 
cyclotron
(Indonesia-5)

Operation and maintenance of cyclotron to support national program 
in development of short life radionuclide especially in the F-18 
production which is used to preparing FDG radiopharmaceutical for 
health

Lecture, 
OJT, 

experiment
3

B
Maintenance and 
refurbishment of 
gamma camera
(Indonesia-6)

Since gamma cameras have been operated for 20 years in some 
hospitals in Indonesia, there is a need for well maintainance and 
repair in order to support continous operation. Due to lack of 
availability of spare parts and components, the comprehensive 
knowledge and skill to do proper maintenance and refurbishment of 
gamma cameras are necessary for engineers and technicians.

Lecture, 
OJT, Exp.

3

B

Medical application 
on nuclear medicine 
for medical 
physicians  
(Indonesia-3) 

Including topics on: Quality assurance & quality control on 
Brachytherapy & other radiotherapy equipment, PET, SPECT, 
radio-pharmaceuticals. Aimed for training medical physicians.

OJT 
operation

3-6

B
Medical application 
on nuclear medicine 
for technicians  
(Indonesia-3’)

Including topics on: Quality assurance & quality control on 
Brachytherapy & other radiotherapy equipment, PET, SPECT, 
radio-pharmaceuticals. Aimed for training technicians.

OJT 
operation

3-6

C

The Methods to 
evaluate the 
integrity of reactor 
structural 
components
(Indonesia-7)

Exploring the mechanical methods to evaluate the integrity of reactor 
(power and research reactors) structural component due to ageing. 
The instrument to be used are mechanical testing equipment, such as 
tensile machine, impact, creep machine etc.

lecture, 
expert 

services, 
experiment 

3month+1

week

expert 

dispatch 

D

NPP instrumentation 
and control design 
and performance 
analysis
(Indonesia-8)

Design, simulation and analyzing the performance of the 
instrumentation and control of NPP, including analog and digital 
equipments. It will cover the safety criteria, operation and 
maintenance

lecture, 
OJT

3

C

Thermohydraulical 
and nuclear 
analysis of core at 
low power 
(Indonesia-9)

- Thermohydraulical and nuclear analysis of core at low power
- Calculation methods and codes that can support the analysis. 
- Device for experimental verification of the basic input data.

lecture, 
experiment, 

others
6

C,D
Human factors in 
the nuclear power 
(Indonesia-10)

Aspect of human factors and its consideration in the process design 
and operation of nuclear power will be explored in the training. 
Facility/instruments to be used includes: control room simulation, 
operation design, procedure and documentation

lecture, 
OJT, 

experiment
4

D
Safety analysis for 
nuclear power plant
(Indonesia-11)

In safety analysis of NPP, several transient conditions, both for DBA 
and BDBA, shall be analyzed in order to know the plant capability to 
cope with such conditions and to assure the safety of people. 
Analysis should include both analysis using computer codes (including 
Computational Fluid Dynamic) and experimental methods

OJT, 
experiment, 

others, 
6

A

Planning for 
establishment of 
radioactive waste 
repository 
(Malaysia-1)

Design, concept, safety assessment, QA, Safety analysis using 
AMBER

OJT 
research

3-6 Medium

B
Application of ion 
beam in life 
sciences / 

· Molecular applications of charged particle beams
· Mathematical modelling
· Existing and new ways of generating high energy ion beams

Research, 
OJT

3-6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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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iculture
(Malaysia-1)

· DNA irradiation using micro focussed ions
· Ion beam analysis of DNA
· DNA Damage Signalling and Biological Dosimetry
· Cell Irradiation
· Radiation-Induced DNA Damage
· Cellular Imaging Approaches for Targeted Microirradiation of 

Biological Materials.
· DNA sequencers and array technology and future technologies such 

as mass spectrometry, biochips, and single molecule analysis. 

B
EBM operation & 
application 
(Malaysia-10)

Knowledge advancement in EB operation, maintenance & handling 
equipment for EB applications

OJT 
research

3 Medium

B
Nuclear medicine 
for pharmacists  
(Malaysia- 3)

Hands on experience in the practice of nuclear medicine.
OJT 

operation 
3-6 High

B
Nuclear medicine 
for physicists  
(Malaysia) 

Hands on experience in the practice of nuclear medicine.
OJT 

operation
3-6 High

B
Nuclear medicine 
for nurses 
(Malaysia)

Hands on experience in the practice of nuclear medicine.
OJT 

operation
3-6 High

B
Nuclear medicine 
for technologists 
(Malaysia)

Hands on experience in the practice of nuclear medicine.
OJT 

operation
3-6 High

B
Radiotracer in 
Marine Studies  
(Malaysia-7)

Radio-nuclide analysis of marine-based samples- sampling, separation 
& treatment

OJT 
research

3 Medium

C
Ageing 
management of 
research reactors
(Malaysia)

Ageing management of research reactor systems, structures and 
components (SSC). Methods for verifying condition of SSC and 
strategies for implementing at the PUSPATI TRIGA reactor.

lecture, 
OJT

3-6 High

C,D

Nuclear data and 
physics, Reactor 
physics, Reactor 
design and 
engineering
(Malaysia-2)

The researchers involved in the reactor utilization programme 
generally lack the basic skill and theoretical knowledge to undertake 
engineering design of the neutron beamports and thermal column of 
the Reactor TRIGA PUSPATI (RTP) for use in neutron beam 
application e.g. Prompt Gamma Neutron Activation Analysis (PGNAA), 
neutron diffractometer, Boron Neutron Capture irradiation facility for 
medical & industrial research. The need for training is especially 
critical to implement the projects currently being planned.

Research, 
OJT

- High

C,D Radiation Shielding  
(Malaysia-8) Application of MNCP for designing shielding system TC 3 High

D Reactor Safety  
(Malaysia) --- High

B
RI production using 
cyclotron  
(Philippines-4) 

To obtain knowledge & techniques in radioisotope production using 
cyclotron

OJT 
operation

6

B
Cyclotron 
Technology 
(Philippines-3)

To obtain knowledge & techniques needed for operation & 
maintenance of cyclotron

OJT 
operation

6

B
Electron accelerator 
tech- nology  
(Philippines-1)

To obtain knowledge & techniques needed for operation & 
maintenance of electron accelerator

OJT 
operation

3

D Nuclear Engineering 
(Philippines-7)

To train young engineers in nuclear engineering (MS/PhD program) in 
preparation for the re-introduction of nuclear energy in the country 
about 2030

Univ. ed. 1 yr

D Reactor Safety  
(Philippine) ---

A Emphasizing Knowledge gained from train-the trainer training course for : OJT 2-3 High



- 60 -

Fields Needs Specification Typ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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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ths) Priority

knowledge for 
licensees, 
regulators, public 
responders and 
retrieval teams in 
radiological 
emergency 
preparedness and 
response 
(Thailand-1）

-radiological assessor (inspector)
-first responders (fire fighter civilian, military unit and related 
personnel)

-medical responders

A

Advance technology 
on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RWM)
(Thailand-2)

To obtain knowledge and experience in appropriate/ advanced 
technologies on RWM and decommissioning of nuclear facilities.

OJT, TC, 
research, 

expert 
services

3 - 6 High

A
Radiation safety for 
radionuclide 
treatment in 
hospital (Thailand-3)

Radiation control and protection for in/out patients treatment. OJT, TC 2 Medium

A

Development of 
registration and 
inventory control of 
radioactive source 
and radiation 
machines 
（Thailand-4）

Registration and inventory control of radioactive source and radiation 
machines

OJT, TC 3-6 Medium

A
Radiation safety for 
cyclotron and PET 
center  
（Thailand-5）

General knowledge, radiation protection, cyclotron-PET/CT operation 
and maintenance skill.

OJT, TC 2 Hiigh

A
Ecological risk 
assessment using 
AQUARISK 
(Thailand-6）

Hands on experience on the use of computer codes for the 
quantitative assessment of ecological risk associated with the release 
of contaminants into estuarine and coastal environment.

OJT 3 Medium

B
Neutron beam 
application
(Thailand-7)

To obtain experience and knowledge for utilization in horticultural 
crops.

OJT, 
research

1-2 Medium

B
Accelerator 
technology & 
medical application 
(Thailand-2)

To obtain the advanced technology of PET & SPECT, accelerator 
technology (EB & cyclotron) and facility operation & maintenance

OJT 
operation

2wks High

B EB Services & 
operation (Thailand)

To obtain knowledge & techniques needed for operation & 
maintenance of electron accelerator

OJT 
operation

3 High

B
Electron accelerator 
for application  
(Thailand)

Research in relation to radiation processing, of hydro-gel, polymer 
blends and composites

OJT 
operation

3 Medium

B
Electron accelerator 
technology 
application  
(Thailand-8)

To obtain knowledge and technique in radiation processing using 
electron accelerator and its advance technology

- 6-12 Medium

B
Nanotechnology 
(hydrogel)
(Thailand-9)

To acquire practical training and experience in the use of nuclear 
techniques for research in nanotechnology.

OJT, 
research

2-3 Medium

B

Application of 
nuclear techniques 
in industry and 
hydrology 
(Thailand-10)

To obtain the advanced technology of nucleonic instrumentation and 
the techniques of imaging, gauging, tracer, etc.

OJT 3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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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Non-Destructive 
Testing level 3 
training for 
industrial 
applications  
(Thailand-11)

To acquire practical training and experience in Non-Destructive 
Testing techniques, level 3 in radiographic testing, ultrasonic detection 
and surface methods.

OJT 3 High

B
Computed 
radiography 
(Thailand-12)

CRT, image plate industrial application OJT 2weeks High

B
Semiconductor 
detector repairing 
and maintenance  
(Thailand-13)

To train electronic engineer for repairing the HPGe Si(Li) detector and 
its cryogenig system.

OJT 1-2 High

B

Induced mutation 
for improvement of 
crop/ornamental 
plants
(Thailand-14)

To obtain knowledge and experience in advanced technique in 
radiation induced mutation for improvement of crop/ornamental plants

OJT, TC, 
research, 

expert 
services

6-12 High

B Medial applications
(Thailand-15)

Analysis, Clinical analysis, Quality Assurance, Quality Control of 
Nuclear images and Instruments. Radiation safety, Dosimetry, Therapy 
calculation etc. Instruments to be used PET, SPECT, Linear 
Accelerator, Cyclotron etc

lecture, 
exp. 

research, 
expert 

service,

- High

B

Development of 
dose planning 
program for LINAC 
therapy
(Thailand-16)

Research on program development for modern dose planning of 
LINAC therapy & QA(Ph.D. Program)

- 3-6 High

B
Advance technology 
of diagnostic 
imaging  
(Thailand-17)

To obtain the advance technology on diagnostic imaging safety 
assessment and QA/QC programme

OJT 3-6 High

B
Medical application 
in nuclear medicine  
(Thailand-18)

Experience and practice on PET, SPECT, CT, Cyclotron, Synthesizer, 
QA&QC instruments, radiopharmaceuticals development, image 
processing and its maintenance

OJT, TC, 
research, 

expert 
services 

3-6 High

C
Decommissioning of 
research reactor  
(Thailand-19)

Decommissioning plan, thermohydraulical analysis, irradiation devices, 
reactor waste.

OJT 3-6 Medium

C
In-core irradiation 
facility design
(Thailand-20)

To enhance the utilization of research reactor(design and validation). research 3-6 High

C
Efficient utilization 
of research reactor 
(Thailand-3)

To obtain the advanced technology on utilization of research reactor 
which is needed for the national nuclear R&D program.

OJT 
research

1 Medium

C
Research reactor 
experiment
(Thailand-21)

To train instructor for student teaching in research reactor experiment OJT 3 High

D
Nuclear power plant 
design
(Thailand-22)

To obtain knowledge, techniques needed, NPP design engineering, 
basic skill, general description, design skill and etc for NPP

OJT, TC, 
expert 

services
12 High

D Nuclear engineering
(Thailand-23)

To train young nuclear engineers in preparation for introducing 
nuclear energy as an electrical power in the country

OJT, TC, 
expert 

services
6-12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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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Nuclear instrument 
refurbishment/resear
ch/development 
(Thailand-24)

To obtain the experience and knowledge for nuclear instrument 
refurbishment.

OJT, 
research

1 Medium

C
Research reactor 
computer codes 
(Thailand-25)

MCNP simulation OJT, TC 3-6 Medium

E
Nuclear 
Administration
(Thailand-5)

To study energy strategy which include the feasibility study of nuclear 
energy. To study the process of law & regulation, safety regulation & 
licensing process of NPP.

OJT 
operation

1 Medium

D Reactor Safety　

(Thailand-4)

To obtain the advanced technology on nuclear safety of research 
reactor, including reactor design, engineering, operation & 
maintenance.

TC 1 Medium

D

Environmental 
impact and 
assessment, safety 
analysis and control
(Thailand-26)

NPP Environmental impact and assessment, nuclear safety planning, 
reactor analysis of the being introduced NPP, regulation and 
computer code for licensing.

OJT, TC
6 High

E NPP management
(Thailand-27)

Pre-project activities, pre-construction stage, construction stage, 
commissioning stage, plant operation and plant maintenance stage

TC 1-2 High

E

Preparation, 
Construction, 
Operation and 
Maintenance of 
NPP (Thailand-28)

To train nuclear engineers for NPP program planning in infrastructure, 
NPP construction, reactor instrumentation, reactor safety, nuclear fuel 
and waste management

OJT, TC,
expert 

services
3-6 High

E
Strategic planning 
for establishment of 
new NPP
(Thailand-29)

To obtain knowledge and master experience in strategic planning for 
establishment of a new NPP

OJT, TC 
research, 

expert 
services

3 High

E
Basic HRD for 
nuclear power
(Thailand-30)

To obtain knowledge, experience and techniques needed for nuclear 
power planning, human resources,  basic nuclear power technology, 
manpower and computer codes for reactor modeling in NPP

OJT 3-6 High

E

Public information, 
public acceptance 
and public relations 
for NPP  
(Thailand-31)

To gain experience and knowledge for conducting public information 
survey required for NPP introduction, public relations and public 
acceptance before the decision of the cabinet

OJT 6-12 High

E
Safe operation and 
maintenance of 
PWR- NPP
(Thailand-32)

Safe operation of PWR-NPP, instrumentation, control, core 
management and its maintenance

OJT, TC 
expert 

services
3-6 High

B
Neutron beam and 
electron beam 
applications
(Vietnam-1)

To obtain exprerience and knowlegde for application of neutron and 
electron beams in various fields such as: nuclear physics, medicine, 
agriculture, industry and material science. Facilities: Neutron beams at 
research reactors, EB facilities.

Research, 
OJT, 

experiment
6-12

C
Research reactor 
design and 
engineering
(Vietnam-2)

To obtain the advanced technologies needed for design, engineering 
and safety analysis of the new research reactor

lecture, 
research, 

OJT
12-24

D Nuclear safety
(Vietnam-3)

Nuclear safety review and analyses required for NPPs introduction to 
Vietnam, including regulation, computer codes for licensing.

lecture, 
research, 

OJT
12-24

E
Public information 
for NPPs
(Vietnam-4)

Experience and knowledge for conducting public information activities 
required for NPP introduction, especially for public acceptance before 
the decision of the parliament (with emphasis on pulbic targets of 
scientists and decision-makers).

lecture,
OJT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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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onesia

B

Improvement of 
NAA laboratory by 
implementing 
ko-method and 
preparation of 
software 
development

Instrumental Neutron Activation Analysis (INAA) based on ko method is very 
useful technique to determine an element in trace quantity on vary samples. 
Recently this technique is one of the most reliable techniques to be used on 
the monitoring of environmental pollution, food safety analysis, as well as, 
human health and nutrition application. Three research reactors located at 
Serpong, Bandung and Yogyakarta provide a thermal neutron source for NAA 
utilization. Research reactor at Serpong has a high flux of neutron thermal that 
very importance for trace elements analysis, meanwhile Triga Mark II and 
Kartini reactor has an ideal flux for most NAA application. Some irradiations 
facilities have been used to irradiate a number of samples. The spectrometry-g 
coupled to high-resolution detector is main equipment provided to analyze the 
gamma ray emitted by irradiated sample. The INAA lab is also supported by a 
number of software such as GENIE2000, Hyperlab, ko-IAEA and ko-DSM to 
enhance the performance of analyze.

Lecture, 
experiment,

expert 
services

2week

B

Study on radiation 
effect for 
modification of 
carbon based 
nano composite 
materials

Irradiation devices (gamma ray, electron beam, ion implantation, and neutron 
scattering)

Lecture, 
OJT,

experiment,
others

6

B

Effect of g-ray 
irradiation to Ionic 
conductivity in the 
solid state

Gamma-irradiation effect to composite materials will increase ionic conductivity 
because of material defect, and will influence the enthalpy of materials 
depending on irradiation dose. Facility to be used are x-ray diffraction or 
neutron, DTA and DSC (differential thermal analysis and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 ), and LCR-metre ( inductance capacitance resistance)

Lecture, 
OJT,

experiment
6

B
Operation and 
maintenance of 
cyclotron

Operation and maintenance of cyclotron to support national program in 
development of short life radionuclide especially in the F-18 production which is 
used to preparing FDG radiopharmaceutical for health

Lecture, 
OJT,

experiment
3

B
Maintenance and 
refurbishment of 
gamma camera

Since gamma cameras have been operated for 20 years in some hospitals in 
Indonesia, there is a need for well maintenance and repair in order to support 
continuous operation. Due to lack of availability of spare parts and components, 
the comprehensive knowledge and skill to do proper maintenance and 
refurbishment of gamma cameras are necessary for engineers and technicians.

Lecture,
OJT,
Exp.

3

C

The Methods to 
evaluate the 
integrity of reactor 
structural 
components

Exploring the mechanical methods to evaluate the integrity of reactor (power 
and research reactors) structural component due to ageing. The instrument to 
be used are mechanical testing equipment, such as tensile machine, impact, 
creep machine etc.

lecture,
expert 

services,
experiment

1week 
expert 

dispatch

CD

NPP 
instrumentation 
and control design 
and performance 
analysis

Design, simulation and analyzing the performance of the instrumentation and 
control of NPP, including analog and digital equipments. It will cover the safety 
criteria, operation and maintenance

lecture, 
OJT 3

CD Human factors in 
the nuclear power

Aspect of human factors and its consideration in the process design and 
operation of nuclear power will be explored in the training. Facility/instruments 
to be used includes: control room simulation, operation design, procedure and 
documentation

lecture,
OJT,

experiment
4

CD
Safety analysis for 
nuclear power 
plant

In safety analysis of NPP, several transient conditions, both for DBA and 
BDBA, shall be analyzed in order to know the plant capability to cope with 
such conditions and to assure the safety of people. Analysis should include 
both analysis using computer codes (including Computational Fluid Dynamic) 
and experimental methods

OJT,
experiment,

others
6

A-1 Decomissioning of The trainee will be able to involve in program on preparing reactor research Expert 3

<표 11> 2008년 개도국 원자력인력양성 수요조사 결과 

       (2) 제2차 조사된 2008년 국, 방 라데시, 인도네시아, 말 이시아, 필리

핀, 태국, 베트남이 필요로 하는 교육훈련 수요와 우선순 는 아래 <표 9>와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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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Reactor decommissioning in Indonesia Services

A-2

Development of 
Criticality Accident 
Alarm System 
(CAAS) in Nuclear 
Fuel Fabrication 

To provide and to enhance the capability of HRD though comprehensive 
knowledge and skill. So they may conduct qualified knowledge and develope 
reliable radiation detection system

Lecture 
and OJT 6

A-3

Radiation Control 
in Working 
Environment  for 
PIE facility

To provide and to enhance the capability of HRD though comprehensive 
knowledge and skill. So they may conduct qualified knowledge and develope 
radiation protection.

Lecture 
and OJT 4

B-1

Neutron 
Radiography 
Technique and its 
Applications

To give the participants a perspective on the use of neutron radiography 
technique as for non-destructive tests of industrial material.

Expert 
Services 2 weeks

B-2

Small-angle 
neutron scattering 
(SANS) for 
biomacromolecule 
structure studies

This program is aimed to provide and develop the comprehensive knowledge 
and skill to the researcher who is working in crystallography from 
biomacromolecules. so that they will able to conduct in doing the experiment, 
data reduction and data analysis from

OJT 3

B-3

Implementation of 
the NAA Method 
for Food Safety 
Analysis

This program is aimed to provide the human resources who have a capability 
and skill in the utilization of NAA for human health control exeed the food 
quality. By coordinating with the health management authorities, the researcher 
or engineers can conduct a program to control and manage the food quality by 
NAA as strategy for health protection. 

Expert 
Services 2 weeks

B-4

Produce 
Biomedical 
Engineering 
Products for 
Clinical and 
related 
applications 
through the 
Radiation 
Processing 
Application

To improve the knowledge and skill of staffs to understand biomedical 
engineering and the instrument used.

Lecture 
and 

research
3

B-5

Aplplication of 
radiation technique 
on modification of 
chitin graft with 
hidrophilic 
monomers for 
adsorbent of 
industrial waste

The purpose of the project:  will contribute to find out a new material, 
combination of natural and synthetic polymer, which are compatible, cheap and 
useful for removing heavy metal ion from industrial wastewater

Lecture 
and 

research
6

B-6

Studies on 
analytical detection 
methods for 
irradiation 
treatment of foods

To provide comprehensive knowledge and skill to conduct research and 
development on the above subjects comply with international safety standards 
both for the researchers and technicians. It is desirable if such methods must 
be implemented and done by Indonesian authorities who concern with control of 
labelling of irradiated food as sanitary and phytosanitary purposes moving in 
global market. 

Research 
and OJT 6

B-7

Study on 
development of 
polymer materials 
for electrolyte 
membranes by 
gamma/electron 
beam  irradiation 

To improve  knowledge and skill to conduct research and development on 
modified of polymer by gamma irradiation and electron beam for electorlyte 
membranes in fuel cell application 

Research 
and OJT 6

B-8

Biodistribution 
study of 
labelled-natural 
product compound 
for anticancer 
agent in animal 
models

To provide comprehensive knowledge and skill to conduct research and 
development on the use of isotope on the study of biodistribution of natural 
product compound in animal models.As a biodiversity country, Indonesia must 
be consider to the developmwnt of herbal for mwedicine, especially for 
anticancer agent. The use of isotope tracer for labelling of active compounds 
will get the beneficial effect in detection of biodistribution on active compound in 
animal models.

Lecture, 
research, 
OJT and 

others

1 - 3 

C-1
Development in 
Material for 
research reactor 

to provide and to enhance the capability of HRD through comprehensive 
knowledge and skill, so they may conduct more qualified research and produce 
reliable material for nuclear fuel research reactor

Lecture 
and OJT 6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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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clear Fuel

C-2

Operation and 
Maintenance 
Technology in 
Post Irradiation 
Examination (PIE) 
Facility

To provide and to enhance the capability of HRD though comprehensive 
knowledge and skill. So they may perform the operation and maintenance 
technology in Post Irradiation Examination (PIE) Facility

Lecture 
and OJT 3

D-1

Development in 
Material for 
Nuclear Fuel 
Structure

to provide and to enhance the capability of HRD through comprehensive 
knowledge and skill, so they may conduct more qualified research and produce 
reliable material for nuclear fuel structure

Expert 
Services 2 weeks

D-2 Design Criteria of 
NPP

This program is proposed to deliver knowledge on design criteria of NPP to 
whom will be involved in the national NPP program

Lecture 
and OJT 2 weeks

D-3
Plant Design for 
Nuclear Fuel 
Fabrication 

To train the participants to prepare feasibility study, palnt design and economic 
evaluation for fabrication nuclear fuel for NPP

Lecture 
and OJT 2

D-4 Siting of NPP
This program is proposed to deliver knowledge and practive on siting process 
of NPP to whom will be involved in the national NPP program, especially for 
NPP siting filed

Lecture 
and OJT 2 weeks

D-5
Utilization of NPP 
for Co-Generation 
Purposes

This program is proposed to deliver knowledge on the utilization of nuclear 
power plant for co-gegeration purposes Lecture 2 weeks

E-1
Enhancing Public 
Communication 
Skill

This Program is proposed to enhance skill in public communication Lecture 2 weeks

E-2 Nuclear 
Administration

To provide wide knowledge for nuclear administration such as safety concepts 
in design,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NPP,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radiation application, public acceptance, emergency preparedness and safety 
training of employees

Lecture 
and OJT 2 weeks

 Philippines

E Nuclear Power 
Planning

To obtain knowledge & techniques needed for nuclear power planning. Lectures 
& visits to NPP, exercises using computer codes. To train policy makers, who 
would be capable of analyzing the feasibility of nuclear power.

Seminar; 
training 
course

1 to 2 
weeks

D

Radiation Safety 
and Nuclear 
Power Public 
Information and 
Dissemination

To gain knowledge in effective public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programs/strategies to counteract negative public perception.

Seminar; 
training 
course

1 to 2 
weeks

B

Applications of 
Nuclear 
Techniques in 
Nanotechnology

To gain knowledge and practical experience in the applications of nuclear 
techniques to nanotechnology, in order to carry out R&D in this field. OJT 3 

B

Training of High 
School Teachers 
in Nuclear S&T 
(Information 
Dissemination)

To train high school science teachers in how to effectively teach nuclear 
science topics.

Seminar; 
training 
course

1 to 2 
weeks

B

Training on 
Non-Destructive 
Testing Level-3 for 
Industrial 
Applications

To provide hands-on and practical experience in Non-Destructive Testing Level-3 
techniques for industrial applications. OJT 3 

E

Training on 
Nuclear Safety, 
Licensing and 
Regulations

To provide training in nuclear power reactor safety, licensing and regulations. OJT 3 

 Malaysia

B

Application of ion 
beam in life 
sciences / 
agriculture

• Molecular applications of charged particle beams
• Mathematical modeling
• Existing and new ways of generating high-energy ion beams
• DNA irradiation using micro focused ions
• Ion beam analysis of DNA
• DNA Damage Signaling and Biological Dosimetry

Research,
OJT 3-6

C
Ageing 
management of 
research reactors

Ageing management of research reactor systems, structures and components 
(SSC). Methods for verifying condition of SSC and strategies for implementing 
at the PUSPATI TRIGA reactor.

lecture,
OJT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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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

Nuclear data and 
physics, Reactor 
physics, Reactor 
design and 
engineering

The researchers involved in the reactor utilization program generally lack the 
basic skill and theoretical knowledge to undertake engineering design of the 
neutron beamports and thermal column of the Reactor TRIGA PUSPATI (RTP) 
for use in neutron beam application e.g. Prompt Gamma Neutron Activation 
Analysis (PGNAA), neutron diffractometer, Boron Neutron Capture irradiation 
facility for medical & industrial research. The need for training is especially 
critical to implement the projects currently being planned.

Research,
OJT 3-6

D

Training Course 
on Safety and 
Related Design 
Requirement for 
Nuclear Power 
Plants  

The objective of the course is to understand the safety and related design 
methodology and requirements so that trainees are able to comprehend the 
complexity of a nuclear power plant. It covers basic concepts and principles in 
the areas of reactor kinetics & control requirements, accidents and fission 
product release, design analysis for reactor safety features, engineered safety 
features, safety assurance, nuclear criticallity safety, nuclear power plants 
system engineering design approaches and review and analysis of design 
approach. The target audiences are engineers and researchers in related field.  
   

Lecture, 
Expert 

Assistance 
to conduct 

training 
course

2 weeks

D

Training Course 
on Technology 
Assessment of 
Nuclear Power 
Plants 

The objective of the course is to understand the different nuclear power plant 
designs so that trainee is able to evaluate its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This in turn will help i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It covers basic concepts 
and principles in the areas of (1) Design of nuclear power plant: PWR, BWR, 
FBR, Heavy Water Reactor, High Temperature Reactors etc. and (2) 
Technology Assessment of different Designs. The target audiences are 
engineers and researchers in related field.  

Lecture, 
Expert 

Assistance 
to conduct 

training 
course

2 weeks

D
Basic National 
Course on Nuclear 
Power   

The objective of the course is to develop common understanding and basic 
knowledge on nuclear power pre-project, project, programme and policy planning 
and preparation among multi disciplinary personnel in all responsible government 
and industrial organizations, which form national nuclear power programme 
implementation team. It covers in the areas of Nuclear reactor characteristic 
and safety;  Nuclear power plant (NPP) design, siting, construction and 
installation, commissioning, operation, maintenance and decommissioning; 
Nuclear fuel cycle; Nuclear and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and disposal; 
Public acceptance; Human resourse development; Industrial and technological 
support infrastructure; Occupational and public health and safety, and 
emergency prepardness; Environmental impacts and safety; Legal and regulatory 
infrastructure;  International treaties and conventions on nuclear safety, security 
and safeguards; Nuclear power policies and programme planning; Nuclear power 
project planning, financing, impl

Lecture, 
Expert 

Assistance 
to conduct 

training 
course

2 wks - 
3 

courses 
per year

 Thailand

A

Emphasizing 
knowledge for 
licensees, 
regulators, public 
responders and 
retrieval teams in 
radiological 
emergency 
preparedness and 
response

Knowledge gained from train-the trainer training course for : 
-radiological assessor (inspector)
-first responders (fire fighter civilian, military unit and related personnel)
-medical responders

lecture, 
hand-on 

experience, 
OJT

3-4 
weeks/ 

3-6 
persons 

from 
each 
field

A

Advance 
technology on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RWM)

To obtain knowledge and experience in appropriate/ advanced technologies on 
RWM and decommissioning of nuclear facilities.

OJT, TC
research 3-6

A

Development of 
registration and 
inventory control 
of  radioactive 
source and 
radiation machines

Registration and inventory control of radioactive source and radiation machines OJT, TC 3-6

A
Radiation safety 
for cyclotron and 
PET center

General knowledge, radiation protection, cyclotron-PET/CT operation and 
maintenance skill. OJT, TC 2

B

Application of 
nuclear techniques 
in industry and 
hydrology 

To obtain the advanced technology of nucleonic instrumentation and the 
techniques of imaging, gauging, tracer, etc. OJT 3



- 67 -

Fields Needs Specification Type of 
Training

Duration
(Months)

B

Non-Destructive 
Testing level 3 
training for 
industrial 
applications 

To acquire practical training and experience in Non-Destructive Testing 
techniques, level 3 in radiographic testing, ultrasonic detection and surface 
methods.

OJT 3

B Computed 
radiography CRT, image plate industrial application OJT 2weeks

B
Semiconductor 
detector repairing 
and maintenance

To train electronic engineer for repairing the HPGe Si (Li) detector and its 
cryogenic system. OJT 1-2

B

Development of 
dose planning 
program for LINAC 
therapy

Research on program development for modern dose planning of LINAC therapy 
& QA (Ph.D. Program) 3-6

B
Advance 
technology of 
diagnostic imaging

To obtain the advance technology on diagnostic imaging safety assessment and 
QA/QC program OJT 3-6

B
Medical application 
in nuclear 
medicine

Experience and practice on PET, SPECT, CT, Cyclotron, Synthesizer, QA&QC 
instruments, radiopharmaceuticals development, image processing and its 
maintenance

OJT, TC, 
research,

expert 
services

3-6

C Decommissioning 
of research reactor

Decommissioning plan, thermohydraulical analysis, irradiation devices, reactor 
waste OJT 3-6

C In-core irradiation 
facility design To enhance the utilization of research reactor (design and validation) research 3-6

CD Research reactor 
experiment To train instructor for student teaching in research reactor experiment OJT 3

CD Nuclear power 
plant design

To obtain knowledge, techniques needed, NPP design engineering, basic skill, 
general description, design skill and etc for NPP

OJT, TC,
expert 

services
12

CD
Nuclear 
engineering for 
NPP

To train young nuclear engineers in preparation for introducing nuclear energy 
as an electrical power in the country

OJT, TC,
expert 

services
6-12

CD
Nuclear instrument 
refurbishment/rese
arch/development

To obtain the experience and knowledge for nuclear instrument refurbishment OJT, 
research 1

CD

NPP-Environmental 
impact and 
assessment, safety 
analysis and 
control

NPP Environmental impact and assessment, nuclear safety planning, reactor 
analysis of the being introduced NPP, regulation and computer code for 
licensing

OJT,
TC 6

D NPP management Pre-project activities, pre-construction stage, construction stage, commissioning 
stage, plant operation and plant maintenance stage TC 1-2

D

Preparation, 
Construction, 
Operation and 
Maintenance of 
NPP

To train nuclear engineers for NPP program planning in infrastructure, NPP 
construction, reactor instrumentation, reactor safety, nuclear fuel and waste 
management

OJT, TC,
expert 

services
3-6

D
Strategic planning 
for establishment 
of new NPP

To obtain knowledge and master experience in strategic planning for 
establishment of a new NPP

OJT, TC ,
research,

expert 
services

3

D
Basic HRD for 
nuclear power 
program

To obtain knowledge, experience and techniques needed for nuclear power 
planning, human resources,  basic nuclear power technology, manpower and 
computer codes for reactor modeling in NPP

OJT 3-6

D

Public information, 
public acceptance 
and public 
relations for NPP

To gain experience and knowledge for conducting public information survey 
required for NPP introduction, public relations and public acceptance before the 
decision of the cabinet

OJT 6-12

D
Safe operation 
and maintenance 
of NPP-PWR

Safe operation of NPP-PWR, instrumentation, control, core management and its 
maintenance

OJT, TC ,
expert 

services
3-6

 Vietnam
B Neutron beam and To obtain experience and knowledge for application of neutron and electron Research. 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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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s Needs Specification Type of 
Training

Duration
(Months)

electron beam 
applications

beams in various fields such as nuclear physics, medicine, agriculture, and 
industry and material science. Facilities: Neutron beams at research reactors, 
EB facilities.

OJT,
experiment

CD
Research reactor 
design and 
engineering

To obtain the advanced technologies needed for design, engineering and safety 
analysis of the new research reactor

lecture, 
research,

OJT
12-24

CD Nuclear safety Nuclear safety review and analyses required for NPPs introduction to Vietnam, 
including regulation, computer codes for licensing.

lecture,
research,

OJT
12-24

E Public information 
for NPPs

Experience and knowledge for conducting public information activities required 
for NPP introduction, especially for public acceptance before the decision of the 
parliament (with emphasis on public targets of scientists and decision-makers).

lecture,
OJT 3-12

B Medial applications
Analysis, Clinical analysis, Quality Assurance, Quality Control of Nuclear images 
and Instruments. Radiation safety, Dosimetry, Therapy calculation etc. 
Instruments to be used PET, SPECT, Linear Accelerator, Cyclotron etc

lecture, 
exp. 

research,
expert 

services

D Nuclear Safety To train researchers in the field of design of thermal-hydraulic safety analysis, 
probability safety assessment (PSA), reactor physics using computer codes

OJT,
Lecture,

Research

4persons
3m-2y

CD Nuclear Fuel
To train researchers in the field of nuclear fuel fabrication technology, UO2 
powder, UO2 ceramic pellets, fuel quality testing/assurance (including  studying 
theory , and doing experiments on equipment)

OJT,
Lecture,

Research

4persons
3m-2y

C
Nuclear Data 
Experiment of 
Research Reactor

To train researchers, who work in the field of Nuclear Data Experiment 
(including studying theory, studying Nuclear Data Experiment using neutron 
beam of Dalat Research Reactor) 

OJT,
Lecture,

Research

2persons
4w-1y

A

Advanced 
technology of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To develop the management capabilities of radioactive waste and to build an 
adequate system to conduct the decommissioning of nuclear facility by using an 
advanced technology. 

research,
OJT

6-12 or 
more

A
Radiation safety 
and Radioactive 
Waste

To train researchers, who work in the field of radioactive waste processing 
technology, treatment and management of radioactive wastes from NPPs. safety 
assessment of radioactive waste storage facilities, calulation of dissemination of 
radioactivity from nuclear facilirties into environment such as soil, water, air 
(including  studying theory, doing experiments, calculation code etc)

OJT,
Lecture,

Research

2-4perso
ns

2w-2y

 

   다. 교육훈련 수요조사 분석 결과 

      2007년부터 2008년까지 2년간에 걸쳐 개발도상국의 인력양성 수요 조사결과를  

분석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방 라데시

       방 라데시가 원자력발  사업을 도입한다고는 하나 재까지는 방사선  방사

성동 원소 이용분야의 인력양성 수요가 가장 많다고 할 수 있다. 그 다음 순 는 연구용

원자로 이용분야이다. 방 라데시는 연구용 원자로를 보유하고 있으며 비교  활발한 편

이다. 그 다음은 방사선 안   방사성폐기물분야, 원자력 행정, 원자력발  순 로 나타

난다. 그 이유는 원자력 발 부분은 상업성을 많이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며, 한 국가 

체 원자력 이용개발 계획에서 산이 규모로 소요됨으로 실 으로 연구용 원자로 

 방사선 이용기술 분야의 인력양성에 정책의 우선순 를 두고 있는 것으로 단된다. 

그러므로 방 라데시와의 력에서는 연구용원자로  방사선이용기술 분야의 교육훈련

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순  분야를 순서 로 나열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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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사선 안   방사성 폐기물

           - 연구용원자로 이용

           - 방사선  방사성동 원소 이용

           - 원자력 행정

           - 원자력 발

       (2) 국

       국의 원자력 련기 은 무 많고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한 조사 상의 

력 창구를 찾기가 매우 난해하다. 그래서 이번 조사에서는 FNCA HRD 국 책임자인 

동원 집합공사의 인력수요에 국한하 다. 2010년까지 동원 집합공사는 아래와 

같은 인력을 양성할 것으로 발표하 다. 

       - 운   리 분야 견 리자 70명

       - 견사업 리자 20명

       - 기술 문 부서장 30명

       - 견 마 리자 30명

       - 운  기술 문가 600명

       - 엔지니어링 기술 문가 300명

       - 설계 기술 문가 200명

       - 견 계약  사업 리자 50명

      상기 내용을 분석하면 국은 재 원자력발 소 설계 기술과 운  보수 기술의 

고도화를 해 인력양성에 최우선순 를 두고 있다. 부분 원자력발 소 추가도입에 따

른 기술 리자 양성이 시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분야는 모두 상업성을 내포하고 있

는 것이 특징이다. 동원 집합공사는 동 분야 인력양성을 해 랑스, 미국 등과 력

하고 있으나 많은 훈련비용을 요구함에 따라 제한 으로 력하고 있다. 우리나라 한수원

측과도 력을 원하고 있으나, 상업 인 요인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측에서 기술유출 등

의 문제로 난색을 나타내고 있다.

       (3)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매우 큰 나라이며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다. 원자력 이용개발 분

야에 있어서도 국가원자력 원회(BATAN) 산하에 3,500여명의 인력과 연구용원자로 3기

를 보유하고 운 하고 있다. 이미 1980년 부터 원자력발 소를 도입한다고 공표하면서 

거의 20년이 지난 시 에서도 구체 인 징후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번 수요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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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보여 주듯이 유추하면 인력양성의 우선순 가 방사선  방사성동 원소 이용, 연구

용원자로, 원자력발  순서로 나타났다. 원자력 행정부분의 인력수요는 거의 나타나지 않

고 있다. 타 국가에 비해 비교  원자력 이용개발 규모가 크고, 행정부분 기 도 잘 갖추

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인력양성 우선순  분야는 아래와 같다.

         - 방사선  방사성동 원소 이용 분야

         - 연구용원자로 이용분야

         - 원자력발  분야

       (4) 말 이시아

      말 이시아는 동남아 는 RCA 회원국의 개발도상국가  가장 경제 수 이 높은 

국가이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타 국가에 비해 정부가 원자력발  사업의 도입을 고려

한다는 발표는 늦었지만 2년간의 수요조사 표에 보듯이 2007년도는 원자력발  분야의 

인력 수요가 높지 않게 나타났지만, 2008년도 조사에서는 가장 높은 수 을 보이고 있다. 

력회사가 원 을 도입하기에 앞서 정부 원자력연구소 수 에서 원  도입에 필요한 인

력양성, 법과 규제 활동 확보, 조직 확보 등 인 라 확보에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반

증이다. 한 연구용원자로  방사선 이용 기술 분야에서도 타 국가에 비해 기술 수 이 

높은 것을 인력양성 수요 조사에서도 다양한 기술 분야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

이 필요한 핵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보여 진다. 그래서 말 이시아 경우 인력양성의 분

야별 우선순 를 정한다는 것은 무의미 할 수 있다. 

         - 연구용원자로 이용분야

         - 원자력발  분야

       (5) 필리핀

      필리핀은 1980년  원자력발 소를 거의 완공한 상태에서 운 을 포기한 국가이

다. 한 필리핀원자력연구소의 연구용원자로도 수명을 다하여 IAEA의 지원을 받아 해체 

이며 해체하는 과정을 지역 IAEA 회원국에게 훈련의 장소로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 으로 원자력 르네상스가 언 되면서 운 을 포기한 바탄원자력발 소를 사용 가능

한 상태로 만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바탄원자력발 소가 우리나라 고리2호기와 

동일한 발 소임으로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와 동 건에 해 긴 히 력하고 있다. 그

러므로 필리핀이 제시한 인력양성 수요에서도 원자력발  분야와 동 원소 이용분야가 

필요함을 보여 주며, 연구용원자로 이용분야의 인력양성 수요는 없는 것으로 나타냈다.  

         - 원자력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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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사성동 원소 이용 분야

       

       (6) 태국

      태국은 통 으로 원자력 이용개발에서 연구용원자로와 방사성동 원소 이용분야

가 강한 국가이다. 특히 동 분야의 인력양성에서 일본 측과 유 가 깊은 형편이다. 많은 

태국 원자력 이용개발 연구자들이 일본에서 교육훈련을 받았으며 지 도 그 의존성이 매

우 높은 형편이다. 그러나 주변 국가의 향으로 2007년부터 원자력발  분야에 심을 

기울이며, 2008년도에는 원자력 발 분야의 인력양성 수요가 다른 분야를 능가하고 있음

을 수요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다. 태국은 산업부( 력회사)측의 요청으로 이미 우리나

라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와 력을 착수하 다. 실 으로 지 은 태국이 과학기술측

면에서 원  도입을 한 인 라 개발에 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단된다. 원

자력 이용개발 모든 분야에서 인력양성 수요가 비교  고르게 나타나고 있으나 이미 정

부가 원자력발  사업 도입을 고려한다고 발표한 이상 발  분야의 수요가 가장 많을 것

으로 단된다.

        - 원자력발  분야

        - 방서선  방사성동 원소 이용 분야

        - 연구용 원자로 이용 분야

        - 방사선 안   방사성폐기물 분야

       (7) 베트남 

       베트남은 우리나라와 원자력 력을 가장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국가이다. 한 일

본, 러시아, 미국, 인도, 랑스와의 력도 매우 활발하다. 그 이유는 2000년   정부가 

원자력발 사업을 도입한다고 공포하 기 때문이다. 2년간의 원자력 인력양성 수요에서도 

원자력발  부분이 매우 높게 나타나며, 다만 인 라 확보의 차원에서 방사선 안 과 방

사성 폐기물 분야에서도 우선순 가 높게 나타난다. 원자력 행정부분이 비교  낮게 나타

나는 이유는 베트남원자력 원회 산하에 연구 주제별로 연구조직이 비교  잘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방사성폐기물 분야는 한․베 원자력 력 원회에서 교육훈련을 한국에서 

제공하기로 합의하 음으로 본 과제에서 교육훈련을 제공하 다 (3장 3  참조). 체 분

야별 인력양성 우선순 는 아래와 같다.

       - 원자자력발  분야

       - 연구용원자로 이용분야

       - 방사선 안   방사성폐기물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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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사선  방사성동 원소 이용분야

    이상 7개국의 수요조사 분석결과 아시아 지역 개발도상국에게 양국 간 력

의거 우리나라가 력할 수 있는 교육훈련분야를 정리하면, 원자력발 분야, 그

리고 연구용원자로  방사선 이용기술로 요약된다. 상기 각국의 인력양성 수요

조사표에서 보듯이 분야별로 세분화된 교육훈련을 필요로 하나 산의 제한성을 

고려할 때 반드시 필요로 하는 부분만을 수요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정부 산이 일본의 경우와 같이 확  되기 이 까지는 표 인 훈련과정 2개

를 비치하고 력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단된다. 그 내용은 다음 3장 1

에서 언 하는 원자력발  분야에서 KOICA 지원으로 수행되는 ‘원자력발  정

책, 기획  사업 리과정’이다. 동 과정은 IAEA회원국을 상으로 실시 이나 

이를 양국 간 력으로 훈련생을 IAEA와는 별도로 수용 가능하며 연수생을 확

할 수 있다. 이집트 훈련생을 해 KOICA 훈련과정을 활용하 다. 연구용원자

로  방사선 이용기술 분야는 2008년도에 아․태원자력 력 정사무국 

(RCARO) 과 본 과제가 공동으로 경비를 분담하여 ‘연구용원자로  방사선 이

용기술과정’을 개발하 다. 동 과정은 2008년도에 개최되었으며 상기 7개국의 훈

련생 모두가 참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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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개 발 도 상 국 원자력교육훈 련 로 그 램  확  

제 1   한국국제 력단 ( KO IC A)  개 도 국 기술지 원 연수 과정  확

   한국국제 력단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는 외교통

상부 산하기 으로 1991년 설립되어 공 개발자  (Official Development 

Assiatant, ODA) 으로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사회 경제 발 을 지원하는 기

이다. 개발도상국 지원  사업 분야는 교육, 보건의료, 행정제도, 농 개발, 

정보통신, 산업에 지, 환경여성분야이다. 동 분야에 한 사업형태는 로젝트 

지원, 국내 청연수, 문가 견, 해외 사단 견, 해외재난 긴 구호, NGO 

지원 사업, 국제기구 력 사업으로 구분된다. 

     1. 개도국 연수생 국내 청 연수사업 개요

     개발도상국의 연수생을 국내 청 연수사업은 개도국의 정책입안자나 기술

인력 등을 청하여 우리나라가 경제발 을 이루는 과정에서 축 한 경험과 기

술을 수함으로써 개도국의 국가발 에 필요한 인력양성을 지원하고, 우리나라

에 한 이해를 증진시키며 참가국들과의 우호 력 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하는 

한국국제 력단의 추 인 사업 의 하나이다. 

     국내 청연수사업은 우리나라가 개도국을 지원하는 사업형태로는 최 로 

실시한 사업으로 1963년 미국 국제개발청(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 USAID)의 자 지원에 의해 수탁훈련의 형태로 시작되었으며, 

'65년 이후부터는 우리 정부의 자체 산으로 독자 으로 실시되기 시작하 다. 

     국내 청연수사업은 지식기반사회 발 의 요체가 되는 인 자원개발을 지

원하는 사업이다. 연수 분야별로는 우리나라가 비교우 를 가지고 있는 경제개

발, 공공행정, 농림수산, 산업에 지, 정보통신 분야에 해 연수를 으로 

실시함으로써 연수의 효과를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아울러, 재 범지구  

이슈로 두되고 있는 환경  여성개발 등의 문제해결에 극 동참하기 하여 

련분야 연수도 지속 으로 확  실시하고 있다. 

     KOICA는 정부 산하의 모든 부처, 부처 산하 련기 들이 필요로 하는 연

수사업을 지원한다. 연간 약 230개 국내 청 연수사업을 수행하며, 동 연수사업

에 참가하고 있는 국내 기 도 200개 기  이상이다. 재원의 한계로 특별한 목

이 없는 1개 기 이 1개 청 연수사업 이상을 수행하기는 매우 어려운 형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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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내 청 연수과정의 기간은 평균 3주간이며 연수인원은 15-20명 내외이

다. 개도국 연수생의 항공료, 체재비, 과정운 비 모두 1개 연수과정에 약 

70,000,000원이 소요된다. 

     2. KOICA 원자력발  분야 연수과정의 개최 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1991년 KOICA 설립 때부터 매년 1회 KOICA 국내 

청 연수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동 연수과정은 원자력분야에서는 유일하게 정규과

정으로 수행된다. 개도국을 지원하는 교육훈련의 력의 효과를 제고하고자 

IAEA와 함께 동 연수과정을 수행한다. 모든 재원은 KOICA가 부담하고 연수생 

선발은 IAEA가 담당하며, 연수과정 운 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담당하는 3자 

약에 의한 훈련과정이다. 이러한 력의 형태를 유지하는 이유는 IAEA를 통하여 

개발도상국을 지원함으로 정부가 IAEA를 지원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이다. 

IAEA와 력하여 연수과정을 수행하면 교육훈련에 보다 많은 IAEA 개발도상국

들이 즉 아시아, 아 리카, 남미, 동구 지역의 국가들이 교육훈련에 참가할 수 있

는 이 이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2007년부터 KOICA, IAEA 간에 3년 단

로 과정을 수행하는 약을 맺었다. 3자 간에 의하여 교과내용을 개선하고 개

도국이 필요로 하는 내용으로 주제를 변경하기도 한다. 동 과정은 원자력 분야에

서는 정규과정으로 유일하게 정부의 ODA자 으로 개발도상국의 원자력인력양성

을 지원하는 연수과정이다[15].     

     1991년부터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수행한 KOICA 개도국 국내 청 연수과정

은 원자력발  분야이며 과정 명칭은 아래와 같다.

     o 비 괴 검사 강사요원과정

     o 원  사업 비 활동 연수과정

     o 확률론  안 성 분석  평가과정

     o 방사성폐기물 리 과정

     o 원자로 기술과정

     o 원자력발  기술과정

     o 원   리자과정

     o 원자력발  정책, 기획  사업 리과정

     이와 같이 원자력발 분야에 연수과정을 집 으로 수행하는 이유는 우리

나라가 세계에서 원자력발  기술을 성공 으로 자립한 유일한 나라이며, 이것이 



- 75 -

연수 과정 명 참가국 참가인원

KOICA/IAEA Training

Course on Nuclear Power 

Policy, Planning and 

Project Management

Algeria, Argentina, Bangladesh, Belarus, 

Brazil, Bulgaria, Chile,, China, Egypt, 

Indonesia, Iran, Kazakhstan, Lithuania, 

Malaysia, Mongolia, Morocco, Myanmar

Pakistan, Philippines, Romania, Slovenia, 

Sri Lanka, Syria, Tanzania, Thailand, 

Turkey, Ukraine, Viet Nam

102

IAEA/KOICA Training 

Course on Nuclear Power 

Reactor Technology

Viet Nam, Slovak, Romania, Pakistan, 

Lithuania, Indonesia, India, Hungary,

Czech, Bangladesh

20

KOICA/IAEA Training

Course on Disposal of Low 

and Intermediate Level 

Waste with Emphasis on 

Non-Power Sources

Viet Nam, Thailand, Sri Lanka, Singapore, 

Philippines, Pakistan, Mongolia, Malaysia, 

Korea, Indonesia, India, China, Bangladesh

23

KOICA/IAEA Training

Course on System 

Technology for Nuclear 

Power Plant

Viet Nam, Thailand,  Philippines

Malaysia, Korea, Indonesia, India, China

Bangladesh

35

KOICA/IAEA Training

Course on 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on 

Industrial and 

Environmental Applications

Viet Nam, Thailand, Philippines

Pakistan, Malaysia, Indonesia, India, 

China, Bangladesh

17

KOICA/IAEA Training

Course on System 

Technology for Nuclear 

Power Plant 

Viet Nam, Thailand, Philippines, 

Malaysia, Korea, Indonesia, India, China

Bangladesh

19

KOICA/IAEA Training 

Course on Nuclear Power 
Planning and Project 

Management for 

Middle-Level Managers in 

Developing Countries

Viet Nam, Ukraine, Thailand, Slovak

Romania, Philippines, Pakistan

Myanmar, Mongolia, Indonesia, India

China, Brazil, Bangladesh

20

<표 12> KOICA 국내 청 연수사업 수행 실

국제사회에서 특히 개발도상국들에게는 성공사례가 되기 때문이다. 한 많은 개

발도상국들이 우리나라의 원자력발  기술자립에 심을 표명하고 교육훈련을 

요청하기 때문이다. 1991년부터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수행한 연수과정과 참가국과 

개발도상국의 참가인원은 아래 <표 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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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ICA/RCA-RO Trainer's 

Training Course on 

Non-Destructive Testing 

Technology

Nigeria, Sri Lanka, China, Fiji, Iraq

Bangladesh, Pakistan, Indonesia

Cambodia, Kazakhstan, Myanmar

Vietnam, Philippines

15

KOICA/IAEA Training

Course on Nuclear Power 

Pre-Project Activities and 

Manpower Development

Vietnam, Thailand, Pakistan, Malaysia, Korea, 
Indonesia, India, China, Bangladesh

18

KOICA-RCARO Training 

course on Training 

Instructor for 

Non-Destructive Testing

Bangladesh, China, Indonesia, Pakistan

Philippines, Sri Lanka, Thailand

Vietnam

10

합     계 278명

     1991년부터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수행한 KOICA 국내 청 연수과정에 참가

한 국가별 황은 아래 [그림 2]와 같다[16]. 총 31개국에서 278명의 연수생이 참

가하 으며 지역별로는 동남아 지역이 가장 많고 국가별로는 인도네시아, 국, 

태국, 방 라데시, 베트남, 필리핀, 이집트, 말 이시아 순서로 연수실 을 보여주

고 있다. 이것은 정부 차원의  력 상국들이 KOICA 연수과정에 가장 많

이 참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어 국가 정책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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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ICA과정 참가국과 참가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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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KOICA 과정 국가별 참가인원

 

 

      <표 10>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가장 많이 개최한 연수과정은 원  정

책, 기획  사업 리과정이다. 동 과정이 한국의 원자력 기술자립 경험과 지식

을 개발도상국들에게 가장 잘 알려주는 연수과정이며, 동 과정을 통해 개발도상

국의 친한 인맥을 구축하고 향후 개발도상국 원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되기 때

문이다. 

     [그림 3]은 KOICA 원자력발  정책, 기획  사업 리과정에 참가한 국가

별 참가인원이다. 국가별 참가인원에 한 순서는 이집트, 태국, 인도네시아, 

국, 방 라데시, 필리핀 순이다. 이것은 정부와의 력국가들이 이들 국가임

을 알 수 있다. 베트남의 참가인원이 은 이유는 양국 간 력으로 동 과정을 

별도로 제공하 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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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ICA/IAEA Training Course on Nuclear Power Policy, Planning and Projec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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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KOICA 원자력발  정책, 기획  사업 리과정 참가국  참가인원

     3. KOICA 개도국 국내 청연수과정 확 와 개도국 수요조사의 연계성

      가. KOICA 연수과정 확  방안 

      KOICA 개도국 국내 청 연수과정은 정부의  력 상국들이 요구

하는 연수과정을 수행하고 있음을 실 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즉 개발도상국이 

필요로 하는 연수사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들  력 개발도상국가와 력

을 확 하기 해서는 원자력분야의 KOICA 지원과정의 횟수를 확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그러나 정부 공  개발자 의 한계로 말미암아 연수과

정 개최 횟수를 늘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형편이다. 그러므로 기존의 KOICA 

연수과정에 양국 간의 력으로 요청하는 교육훈련을 동 사업과제에서 경비를 

제공하고 개도국 연수생을 참가하게 하는 방법이 가장 실효성 있는 방법이다. 

KOICA 지원과정을 1회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가 70,000,000원 수 이며, 15

명 내외의 연수생이 참가하게 된다. 여기에 양국 간 력으로 5명이 추가로 참가

하는 비용은 15,000,000원에 불과하다. 이것이 정부 차원에서 과정의 효율성을 제

고하는 실질 인 방법이다. 2007부터 2008년간에 동과제의 지원으로 수행한 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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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원자력요원의 교육훈련이 그 사례이다. 한․이집트 에 지 력 원회에서 합

의된 훈련과정을 별도로 개최한다면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야 하나 이를 KOICA 

지원과정에 추가 참가인원으로 참여하면 은 비용으로 목 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발도상국이 우리나라에 요청하는 교육훈련과정이 제2 의 수요조사 결

과분석에서 보여 주듯이 원자력발  분야, 그리고 연구용 원자로  방사선 이용

기술 분야이다. 이를 해결하기 해서는 연구용 원자로  방사선 이용기술과정

이 KOICA 지원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재는 KOICA 지원자 의 한계로 불가

능하나 재원이 확 될 경우 정부 차원에서 최우선순 가 되어야 한다.  다른 

방법은 소요경비를 KOICA와 필요한 련기 이 상호 분담하여 지원하는 것도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나. KOICA 연수과정과 개도국 교육훈련 수요조사의 연계성

      제2 의 개도국 교육훈련 수요를 조사 분석한 결과 이들 국가 모두 원         

도입에 심을 가지고 있다. 원  도입에 한 인 라 확보를 해 원  분야 교육훈련을 

정부차원에서 희망하므로 재 한국원자력연구원이 KOICA의 개도국 국내 청 연수과정

으로 수 고 있는 훈련을 지속 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 방사선이용  연구용 원자로 분야의 교육훈련 수요가 조사 상국가 모두

에게서 우선순 가 높음으로 동 분야의 교육훈련과정을 이들 국가들과의 국제 력의 증

진과 향후 시장 진출을 해 제공하는 것이 효과가 클 것이다. 이에 따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 회원국 상 ‘연구용 원자로  방사선 이용기술과정 (2주간)을 2008년도 개설을 목

표로 개발하 다.

 제 2  이 집 트  원자력요 원 교육훈 련

 이집트 원자력요원의 교육훈련은 2007년부터 2008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본 과

제로 수행되었다. 한․이집트 외교통상 의회 합의사항으로 개최된 이집트 원자

력요원의 교육훈련에 한 추진배경, 교육내용, 교육결과는 아래와 같다. 

 

     1. 추진 근거  배경

     2006년 10월 한․이집트 외교통상 의회에서 이집트 원자력청 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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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훈련을 의하 다. 2006년 12월 이집트 측에서 과육과학기술부에 이집트 

원자력청 요원 (8인 4개 분야, 4-6개월) 국내 원자력발  분야 장훈련(OJT)을 

요청하 다. 과육과학기술부측은 제1차 교육훈련을 이집트 원자력청 요원 2명 

청 국내 교육훈련을 제안하 으며 2007년 6월 이집트 한국 사 에서 과기부에 

이집트 측 교육 참가자 2명 명단 통보하고 9월 교육일정을 확정하 다, 2008년 

제2차 교육훈련은 1차 교육훈련의 결과가 만족스럽게 평가됨에 따라 이집트 원

자력요원 5명의 참가로 확정되었다. 동 교육훈련의 목 은 이집트 원자력청 간부

요원에게 한국의 원자력발  기술 자립 정책과 경험 그리고 기술의 우수성에 

한 교육훈련을 제공하여 이집트와의 원자력 기술 력을 증진하고 향후 원자력 

시장 진출의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다.  

2. 2007년 제1차 교육훈련 내용과 과정 운

 가. 교육일시  교육인원

o 교육일시 : 2007. 12. 2 - 2008. 1. 22

o 이집트 교육 참가자 인 사항

- Mr. Mohamed Magdy M. Badr Eldin Abdel Aziz

 General Manager of Quality Assurance/Quality Control 

 Nuclear Power Plant Authority

 Tel: , E-mail: omagdy@access.com.eg

  - Mr. Ibrahim Ali Salah El Shehawy

 Head of R&D Sector

 Nuclear Power Plant Authority

Tel:  E-mail: 

 나. 교육경비 분담

   이집트 측은 교육 참가자 항공료, 식비, 여행/건강보험료를 제공하며, 한국

측은 교육 참가자, 숙박비, 국내 이동 경비(출장비), 교육비를 제공하 다.

 다. 교육훈련 로그램의 구성과 내용

   이집트 측이 요구한 교육훈련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기 해 아래와 같

이 단계별로 교육훈련 로그램을 구성하 다. IAEA/KOICA 훈련생과는 별도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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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ining Course: KOICA/IAEA Regional Training Course on Nuclear Energy Policy,           

           Planning and Project Management

Period: 2007. 12 .2 ~ 12. 22 (3Wks)

Training Institute: 한국원자력연구원 (KAERI)

Date Time Event/Lecture Lecturer/Host

12.02(Sun) Enterance

12.03(Mon) KOICA Orientation KOICA

12.04(Tue) Move to Daejeon(KAERI) KOICA

<표 13> 이집트 요원 제1단계 교육훈련 내용

양국 간 의로 청하여 과정에 참가하 다.

      [제1단계 강의실 교육 공통]

      - 과정명 : IAEA/KOICA Regional Training Course on Nuclear Energy

                 Policy, Planning and Project Management

      - 일  시 : 2007. 12. 2 - 22 (3주간)

      - 장소  주  : 한국원자력연구원, 국제교육훈련센터

      [제2단계 개별 OJT]

       - 참가자 인 사항 : Mr. Mohamed Magdy Badr Eldin   

       - 일 시 : 2007. 12. 23 - 2008. 1. 22 (1개월)

       - 장소  주  : 한국수력원자력(주), 해외사업처

       - 교육내용(안) : 입찰안내서 비, 환경보고서 작성, 안 성검토

                         보고서 작성, 사업 리, 장 건설 리

      

       - 참가자 인 사항 : Mr. Ibrahim Ali Salah El Shehawy

       - 일 시 : 2007. 12. 23 - 2008. 1. 22 (1개월)

       - 장소  주  : 한국원자력안 기술원 

       - 교육내용(안) : 원  안  규제, 심사, 인허가, 검사 등  

     이집트 원자력요원의 제1단계 교육내용과 제2단계 교육내용은 <표 11>, 

<표 12>, <표 13>과 같다[16] [17].



- 82 -

12.05(Wed)

10:00-11:30

11:30-11:50

11:50-13:30

14:00-15:30

15:50-17:20

18:00-20:00

KAERI Orientation&Opening

-Introduction to

 participants and KAERI staff

 general information

-Opening ceremony(10:30)

 Opening Address

 Director of HRDC(Dr.Min)

 Group Photo

-Presentation of KAERI Video

-Break

Reception(hosted by KAERI)

National energy development policy

Infrastructure to Support the Introduction of 

Nuclear Power

Shopping

H.M.LEE/KAERI

P . E . J u h n / F o r m e r 

Director of IAEA

Ms.Yoo

12.06(Thu)

09:10-10:40

11:00-12:30

14:00-15:30

15:50-17:20

Policy on human resources development 

Challenge and prospect of nuclear power

Non-proliferation regime and safeguards

Public acceptance and participation in decision 

making

E.J.Lee/KAERI

P . J e o n / H a n v i k 

Power Co.

K.S.Lee/KAERI

J.K.Chung/RCARO

12.07(Fri)

09:10-11:20

11:20-13:00

13:00-16:00

16:20-17:20

Country Report

Lunch(hosted by KAERI)

country report continued

Visit nuclear facilities in KAERI site

-HANARO Research reactor, KNFC

E.J.LEE

12.08(Sat) 09:00-20:00 Day Tour/Shopping

12.09(Sun) Rest

12.10(Mon)

09:10-10:40

11:00-12:30

14:00-15:30

15:50-17:20

Korean localization policy and experience of 

nuclear technology (1)

Korean localization policy and experience of 

nuclear technology (2)

Pre-project phrases for nuclear power project 

management

continued

J.H.Ahn/KOPEC

Y.S.Cho/DOOSAN

J.H.Ahn/KOP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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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Tue)

09:10-10:40

11:00-12:30

14:00-15:30

15:50-17:20

Nuclear safety

Radiation protection

Financing of nuclear power

continued

K.J.Yoo/KAERI

J.K.Lee/Hanyang

H.B.Cha/KHNP

12.12(Wed) Field Trip

12.13(Thu) Field Trip

12.14(Fri) Field Trip

12.15(Sat) Rest

12.16(Sun) Daejeon City Tour/Shopping

12.17(Mon)

09:10-10:40

11:00-12:30

14:00-15:30

Nuclear fuel cycle(front-end)

Back-end nuclear fuel cycle and waste 

Management in Korea

Decontamination and decommission

Technologies

S.H.Kim/KAERI

H.S.Park/KAERI

W.Z.Oh/KAERI

12.18(Tue)

09:10-10:40

11:00-12:30

14:00-17:00

Legal and regulatory aspects

continued

Visit KINS/Shopping

Y.S.Eun/DongKook 

Univ.

12.19(Wed)

09:10-10:40

11:00-12:30

14:00-15:30

15:50-17:20

Environmental aspects

Siting aspects

Implementation phase for nuclear power project 

management

continued

H.S.Lee/KAERI

Y.C.Park/Hanyang

Y.C.Park/Hanyang

12.20(Thu)

09:10-10:40

11:00-12:30

14:00-15:30

18:00

Commissioning and start-up phase

for nuclear power project

continued

Writing out& Submit Questionnaire

Farewell party(Hong In Hotel)

Y.C.Park/Hanyang

12.21(Fri)
09:30-12:00

12:00

Evaluation and closing

Leave for Seoul(KOICA)

KAERI

12.22(Sat) Departure

 Training Course : OJT in KHNP

 Period : 2007.  12. 23 ～ 2008. 1. 22 ( 1 month )

 Training Institute : Korea Hydro & Nuclear Power Co., Ltd. / KOPEC  

Date Time Program Description Remarks

12.23(Sun) Free time

12.24(Mon)

09:30-11:30

13:30-15:30

16:00-17:30

Overview of World Nuclear Industry

Status & Prospect of Korean Nuclear Power

Discussion

KHNP

12.25(Tue)    Free time Xmas

12.26(Wed) 09:30-11:30 Introduction of 1st Nuclear Project KHNP

<표 14> 이집트 요원 2단계 한국수력원자력 OJT 교육내용



- 84 -

13:30-15:30

16:00-17:30

Introduction of OPR1000

Discussion

12.27(Thu)

09:30-11:30

13:30-15:30

16:00-17:30

Introduction of APR1400

Quality Assurance of NPP

Discussion

KHNP

12.28(Fri)

09:30-11:30

13:30-15:30

16:00-17:30

Construction Management

Bid Evaluation for Nuclear Power Project

Discussion

KHNP

12.29(Sat) Free time

12.30(Sun) Free time

12.31(Mon)

07:30-13:00

13:30-14:20

14:40-16:40

17:00-18:00

Travel(Seoul → Busan)

Introduction of KNPEI(Park, moon hwan)

Composition of NPP Building(Kim, bae joo)

Tour of Maintenance Bldg.

KNPEI

1. 1(Tue)    Free time New year

1. 2(Wed)

09:10-11:10

11:30-14:20

14:40-16:40

17:00-18:00

NPP Primary System(Park, jung bae)

Overview of BOP(Park, moon hwan)

Primary Auxiliary System(Kim, ho jun)

Tour of simulator

KNPEI

1. 3(Thu)

09:10-11:10

11:30-14:20

14:40-18:00

Reactor Facilities(Kim, bae joo)

Electrical Power System(Kim, kyoung tae)

Visit Kori NPP

KNPEI

1. 4(Fri)

09:10-11:10

11:30-13:30

14:00-20:00

Operation of NPPs(Kang, chang won)

Farewell Luncheon

Travel(Busan → Seoul)

KNPEI

1. 5(Sat) Free time

1. 6(Sun) Free time

1. 7(Mon)
09:00-12:00

13:30-16:30

NPP Construction Project Management Overview

PMI Project Management Overview
 KOPEC

1. 8(Tue)
09:00-12:00

13:30-16:30

  Introduction of SKN 1,2 Project

  Introduction of SWN 1,2 Project 
 KOPEC

1. 9(Wed)
09:00-12:00

13:30-16:30

Introduction of SKN 3,4 Project

Introduction of LILW Project
 KOPEC

1.10(Thu)
09:00-12:00

13:30-16:30

Project Schedule Control System Overview

Construction Integrated Project Schedule
 KOPEC

1.11(Fri)
09:00-12:00

13:30-16:30

Engineering Schedule Control System Overview

Cost Estimating
 KOPEC

1.12(Sat) Free time

1.13(Sun)    Free time

1.14(Mon)
09:00-12:00

13:30-16:30

Cost Control

Economic Analysis
 KOPEC

1.15(Tue)
09:00-12:00

13:30-16:30

Value Engineering

Project Numbering System & WBS of NPP
 KOPEC

1.16(Wed)
09:00-12:00

13:30-16:30

Preparation of Safety Analysis Report (I)

Preparation of Safety Analysis Report (II)
 KOPEC

1.17(Thu)
09:00-12:00

13:30-16:30

Procedure of Environment Impact Assessment

Environment Impact Assessment (I)
 KOPEC

1.18(Fri)
09:00-12:00

13:30-16:30

Environment Impact Assessment (II)

Radiological Impact Assessment
 KOP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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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Sat) Free time

1.20(Sun)   Free time

1.21(Mon)

09:30-11:30

11:30-13:30

14:00-16:00

Country report

Farewell Luncheon

Course Evaluation

KHNP

1.22(Tue) 10:00-12:00 Final Meeting KHNP

 Training Course : OJT in KINS

 Period : 2007.  12. 23 ～ 2008. 1. 22 ( 1 month )

 Training Institute :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Date Time Program Description Remarks

12.23(Sun) Free time

12.24(Mon) 09:0-18:00

Introduction to KINS

Status of Korean Nuclear Power Generation

Nuclear Regulatory and Legislative Framework

12.25(Tue)    Free time Xmas

12.26(Wed) 09:00-18:00

Nuclear Related organizations Framework

Nuclear Safety Regulation in Korea

Nuclear Safety and Regulation Policy in Korea

12.27(Thu) 09:00-18:00
Introduction to Licensing Procedure

Overview of Safety and Regulatory Research

12.28(Fri) 09:00-18:00

Public Relations of Regulatory Body

Regulatory Activities for CANDU NPP

Overview of Licensing Review Documents

12.29(Sat) Free time

12.30(Sun) Free time

12.31(Mon) 09:00-18:00

Site Survey Report

Radiological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verview of Safety Analysis Report

1. 1(Tue)    Free time New year

1. 2(Wed) 09:00-18:00

Operational technical Specifications

QA program and QA Audit

Emergency Preparedness Program

1. 3(Thu) 09:00-18:00
Visit to Seoul and Phohang/Kyoungju

Move from Daejeon to Seoul
Seoul

1. 4 (Fri) 09:00-18:00 Move from Seoul to Phohang/Kyoungju

1. 5 (Sat) 09:00-18:00 Move from Kyoung to Daejeon

1. 6(Sun) Free time

1. 7(Mon) 09:00-18:00
Emergency Overview of Periodic Safety Review

Regulatory Periodic Inspection of A NPP

1. 8(Tue) 09:00-18:00
  Overview of Probabilistic Safety Analysis (PSA)

  Radiological Emergency Response

1. 9(Wed) 09:00-18:00
Integrated Environmental Radiation Monitoring Network 

(IERNET)
 

<표 15> 이집트 원자력요원 한국원자력안 기술원 OJT 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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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to CARE System

1.10(Thu) 09:00-18:00

Radiation Safety Information System (RASIS)

Introduction to Engineering Plant Analyser

(e-FAST)

1.11(Fri) 09:00-18:00 Wrapup of 3 Weeks Lecture Training  

1.12(Sat) Free time

1.13(Sun)    Free time

1.14(Mon) 09:00-18:00 Operating Procedures Technical Bases Documents  

1.15(Tue) 09:00-18:00 Operating Procedures Technical Bases Documents  

1.16(Wed) 09:00-18;00
Technical Visit to Yonggwang NPP

Move from Daejeon to Yonggwang
 

1.17(Thu) 09:00-18:00
Technical Visit to Yonggwang NPP

Move from Yonggwang to Daejeon
 

1.18(Fri) 09:00-18:00 Wrapup of whole Training Program

1.19(Sat) Free time

1.20(Sun)   Free time

1.21(Mon) 09:00-16:00 Visit to KHNP KHNP

1.22(Tue) 10:00-12:00 Final Meeting KHNP

[그림 4] 제1차 이집트 원자력요원 교육훈련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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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8년 제2차 교육훈련 내용과 과정 운

 가. 교육일시  교육인원

o 교육일시 : 2008. 11. 8 - 2008. 11. 30

o 이집트 교육 참가자 인 사항

(1) Dr. Tarek Fahmy Mohammaden Youssef

  Director

  Nuclear Materials Authority

  Cairo, Egypt

Tel: 202 27585835, Fax: 202-27585832

E-mail:

 (2) Dr. Ahmed Sayed Ahmed Ibrahim Khedr

  Manager

  National Center for Nuclear Safety and Radiation Control

  Atomic Energy Authority (AEA)

  Cairo, Egypt

Tel: 0227581298, E-mail:

 (3) Eng. Ismail Abdel Wahab Elsobhy

  Manager

  Nuclear Power Plants Authority

  P.O. Box 108 Abbasia/Code No 11381 Abbasia

  Cairo, Egypt

Tel: 202 22616264, Fax: 202 22616476

  E-mail

 (4) Eng. Fouad Ahmad Aly Saeed

  Manager

  Nuclear Power Plants Authority

  P.O. Box 108 Abbasia/Code No 11381 Abbasia

  Cairo, Egypt

Tel: 202 22616264, Fax: 202 22616476

E-mail: 

 (5) Eng. Zkaria Mahmoud Abdel Wahed

  Manager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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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Contents Remark

  8 Oct. 2008

  (Wednesday)

   13:30-15:00

   15:30-16:30

   

 The Future of SMART 

 Technology

 KAERI Facility Tour

 - Underground Research Tunnel

Dr. Quun S. Zee

(2nd Floor, INTEC)

Dr. W. J. Cho

<표 16> 한국원자력연구원 주요 로젝트 소개 내용

             Nuclear Power Plants Authority

             P.O. Box 108 Abbasia/Code No 11381 Abbasia

             Cairo, Egypt

             Tel: 202 22616264, Fax: 202 22616476

             E-mail: zakm@menanet.net 

      나. 교유훈련 경비 분담 

      이집트 측은 교육 참가자 5명에 한 항공료를 부담하 으며, 한국 측은 

교육 참가자의 체재비 (숙식비  일비), 국내 이동 경비  여행보험료, 교육비

를 제공하 다. 

      다. 교육훈련 로그램의 구성과 내용

      2008년은 이집트 측의 요구로 교육훈련 참가자가 5명으로 확 됨에 따라 

1차에 비해 교육기간을 축소하 으며, (1) Introduction of KAERI Projects for 

Egyptian Nuclear Personnel(2008. 11. 8), (2) KOICA/IAEA Training Course on 

Nuclear Power Policy, Planning and Project Management (2008. 11. 9 - 29)로 

구성하 다. 1차년도와 동일하게 이집트 원자력요원은 KOICA 원자력발  정책, 

기획  사업 리과정에 참가하 으며, 과정 참가 에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미래 

원자력시스템개발에 한 교육을 받았다. 미래 원자력 시스템에 한 교육내용은 

<표 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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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제 2차 이집트 원자력요원 교육훈련 장면

     4. 교육훈련 평가  기 효과

      가. 교육훈련 평가 결과 

      이집트 원자력요원 2단계 교육훈련 참가 후 이들이 작성한 교육 훈련보고

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부록 2 평가 원문 참조).

      [제1차 교육훈련 평가]

      o 양국 간 력 사업으로 이집트 원자력청 간부가 국내 처음 원자력교육

에 참가하게 된 것에 한국 정부와 교육 련기 에 사의를 드린다.

      o 한국의 원자력발  기술자립 형태와 과정 그리고 설계와 기자재 제작 

능력을 장 방문을 통해 확인하고 고도화된 기술과 R&D 능력이 세계 인 수

임에 찬사를 보낸다. 한국의 기술은 이집트 측이 기 한 것 이상의 최첨단이다. 

원자력기술 뿐만 아니라 IT, 자동차, 조선, 철강 등의 산업기술발 과 국민 생활

의 수 에 경이로움 것이다. 

      o 한국의 우수한 원자력 산업 능력을 이집트가 착수 정인 자국의 원자력

발 사업에 활용하길 원하고 원자력청 간부로서 정부 차원의 향후 력을 강력

히 제안할 것이다. 곧 이집트 원자력청에서 원  사업 착수를 한 타당성연구와 

같은 해외 용역사업을 발주 정이며 한국과의 력을 기 한다. 

      [제2차 교육훈련 평가]

      o 2008년 10.8-28일간에 받은 교육은 3개 부분으로 구분된다. 즉 1단계 

KAERI 주요 R&D 로젝트 소개, 2단계 원자력발 과 련된 자양한 기술 인 

내용, 제3단계 한국 원자력 련기 의 시설방문, 문화행사 등 한국의 원자력 기

술자립의 정책과 인 라와 산업 반에 한 기술 인 내용을 교육받았다.

      o 동 교육훈련의 내용과 교재, 강사들의 강의진행이 모두 이해 가능하도록 

쉽게 진행되었으며, 한국의 원자력 정책과 기술자라비 경험 그리고 원자력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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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능력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다.

      o 특히 20여명의 강사들이 자신의 경험과 문성을 바탕으로 기술 인 내

용을 훈련생들에게 충분히 달하 다.

      o 교육훈련 기간 동안 체 8개 원자력 련기 을 방문하 으며, 강의실에

서 이해한 내용을 장방문을 통해 직  확인 가능하여 매우 효과 인 교육이 

되었다. 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문화행사들이 강의기간  

진행되어 한국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o 교육훈련을 수행함에 있어 모든 지원과 진행에 필요한 재원들이 히 

공 되고 있는 것을 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훈련생들의 편의제공아 직

결되는 사항으로 편리한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o 체 인 내용에서 일부 과목에 한 시간 조정이 필요하다. 요한 과

목은 시간을 추가배정하고, 비교  일반 인 내용의 강의는 시간을 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교육훈련의 기 효과 

      이집트 원자력요원 교육훈련에 한국원자력안 기술원과 한국수력원자력주

식회사가 극 으로 참가하 으며 교육 로그램 작성과 시행에 최선을 다하여 

이집트 교육 참가자들로부터 극찬을 받았다. 향후 원자력 기술 력 확  차원에

서 이집트 측에서 한국에서의 교육훈련 요청이 있으면 일정 범  (경비분담 조건 

등)내에서 수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강의실 교육과 문분야 OJT 교     육으

로 연결하여 수행하는 것이 매우 효율 이며 효과가 높다. 이집트 참가자들은 한

국문화의 이해도가 높으며 심이 매우 많았다. 자국의 문화에 한 자부심 그리

고 외세에 한 우월성과 자존심이 타국에 비해 매우 높다. 종교 인 이유로 음

식 등에 아랍에미리트 등 타 동 국가와 같이 엄격하지 않았으며 비교  유연

하게 행동하 다. 이집트는 이미 원자력발 소 부지를 확보하 으며 2020년 이

에 최  원자력발 소를 운 할 계획이다. 이를 하여 이집트는 재 원  도입

에 필요한 인 라 개발에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안 성 확보, 사업 리요원 확

보, 규제요원 능력함양에 심이 많다. 동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력이 강화되면 

향후 이집트 원자력발  시장 진출에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 간의 력 차원에서 이집트 측이 우리나라에 요청하는 인력양성 부분은 선

행 인 투자의 개념으로 보고 지속 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교육

훈련에 참가한 이집트 원자력요원은 자국의 원자력발  련기 에서 부장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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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ining Course : OJT in KAERI, Participant : Mr. Nguyen Hoang Lan

 Period : 2008.  4. 7 ～ 2008. 6. 6 ( 2 months )

 Training Institute :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Date Program Description Remarks

4. 7(Mon)
Arrival at Incheon, Move from Incheon to KAERI

Introduction of KAERI
KAERI

4. 8(Tue)   Introduction of Research activities of nuclear technologies KAERI

<표 17> 베트남 원자력요원 OJT 교과내용

인사로서 원자력사업에 향을 주는 핵심인사들이었다.   

제 3  베 트 남  원자력요 원 O J T  교육

     1. 추진 배경  목

      가. 추진 배경

      2007년 한․베 원자력 력 원회에서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베트남 원자

력 원회 산하 연구원 1인에게 장훈련을 제공하기로 합의하 다. 동 합의에 따

라 원자력교육센터에서 수행 인 ‘양국 간 력 연계 원자력인력양성 지원 사

업’과제에서 동 장훈련과정을 제공하 다[18]. 

      나. 교육 목

      베트남 원자력 원회 산하 연구원에게 한국원자력연구원 핵주기공정 기술

개발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처리기술에 해 교육훈련을 제공하여 

베트남과의 원자력인력양성에 한 력을 강화한다.

     2. 교육훈련 내용 

        o 교육일시 : 2008. 4.7 - 6. 6 (2개월)

        o 교육장소 : 한국원자력연구원 핵주기공정기술개발부

        o 강    사 : 핵주기공정기술개발부 양희철 박사

        o 훈 련 생 : Mr. Nguyen Hoang Lan, 연구원, VAEC 산하 ITRRE 연

구소

        베트남 OJT 훈련생에 한 교과내용과 체 일정은 아래 <표 1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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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KAERI

4. 9(Wed) Free time General election

4.10(Thu)

Overview of World Nuclear Industry

Status & Prospect of Korean Nuclear Power

Discussion

KAERI

4.11(Fri)
Overview of radioactive wastes generated in nuclear power 

plants
KAERI

4.12(Sat) Free time Holiday

4.13(Sun) Free time Holiday

4.14(Mon) 

Introduction of rad-waste treatment technology being studied 

in KAERI

Visiting rad-waste treatment facility in KAERI

KHNP

4.15(Tue)
Overview of molten salt oxidation (MSO) technology

A promising alternative to incineration
KHNP

4.16(Wed)
Overview of molten salt oxidation (MSO) technology

Status of MSO technology being studied in KAERI 
KAERI

4.17(Thu)

Introduction of rad-waste treatment technology being studied 

in KAERI

Visiting incineration facility

KAERI

4.18(Fri)
Overview of molten salt oxidation (MSO) technology

Visting MSO research facility
KAERI

4.19(Sat) Free time Holiday

4.20(Sun) Free time Holiday

4.21(Mon)
Study on treatment of waste ion-exchange resins by MSO

Discussion of plan on experimental program
 KAERI

4.22(Tue)
  Education of thermo-gravimetric analysis (TGA)

  Practice TGA of pure ion-exchange resins
 KAERI

4.23(Wed)
Performance of TGA of pure ion-exchange resins at a heating 

rate of 2.5 oC/min under O2 25% and 50%
 KAERI

4.24(Thu)
Travel (Daejeon → Gori)

Visiting Gori nuclear power plant  
 KOPEC

4.25(Fri)
Travel (Gori → Wolsung or Wooljin)

Visiting Wolsung or Wooljin nuclear power plant
 KOPEC

4.26(Sat) Free time Holiday

4.27(Sun)   Free time Holiday

4.28(Mon)
Performance of TGA of pure ion-exchange resins at a heating 

rate of 5 
o
C/min under O2 75% and 100%

 KAERI

4.29(Tue)
Performance of TGA of pure ion-exchange resins at a heating 

rate of 7.5 oC/min under O2 25% and 50%
 KAERI

4.30(Wed)
Performance of TGA of pure ion-exchange resins at a heating 

rate of 7.5 oC/min under O2 75% and 100%
 KAERI

5. 1(Thu) Free time Holiday

5. 2(Fri)
Performance of TGA of pure ion-exchange resins at a heating 

rate of 10 oC/min under O2 25% and 50%
 KAERI

5. 3(Sat) Free time Holiday

5. 4(Sun)   Free time Holiday

5. 5(Mon) Free time Holi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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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Tue)
Performance of TGA of pure ion-exchange resins at a heating 

rate of 10 
o
C/min under O2 75% and 100%

  KAERI

5. 7(Wed) Review and analysis of TGA data KAERI

5. 8(Thu)
Performance of supplementary TGA experiments 

Verification of TGA data
KAERI

5.9(Fri)
Performance of supplementary TGA experiments

Verification of TGA data 
KAERI

5.10(Sat) Free time Holiday

5.11(Sun) Free time Holiday

5.12(Mon) Free time Holiday

5.13(Tue)
  Joining a trial burn of bench-scale MSO system for a 

  treatment of waste ion-exchange resins
  KAERI

5.14(Wed)
Joining an operation of MSO system for a treatment of waste 

ion-exchange resins
  KAERI

5.15(Thu) Joining an operation of MSO system (continued)   KAERI

5.16(Fri) Joining an operation of MSO system (continued)   KAERI

5.17(Sat) Free time Holiday

5.18(Sun)   Free time Holiday

5.19(Mon) Review and analysis of MSO experimental results   KAERI

5.20(Tue) Presentation and discussion of MSO experimental results   KAERI

5.21(Wed) Joining an preparation of a presentation   KAERI

5.22(Thu)

Travel (Daejeon → Cheonan)

Participation in spring conference of Korea society of 

thermal environmental engineers

 Hoseo Univ.

5.23(Fri)
Participation in the spot study

Travel (Cheonan → Daejeon)
 Hoseo Univ.

5.24(Sat) Free time Holiday

5.25(Sun)   Free time Holiday

5.26(Mon)

Overview of recycling and solidification technology of waste 

salts

Study on property of a LiCl or LiCl-KCl molten salt

KAERI

5.27(Tue)
Visiting a lab for a separation of RE elements or Sr and Cs 

from a waste salt
KAERI

5.28(Wed)
Visiting a lab for a solidification of nuclide compounds or 

waste salts
KAERI

5.29(Thu)
Travel (Daejeon → Gyeongju)

Participation in spring conference of Korea nuclear society
Gyeongju

5.30(Fri)
Participation in the spot study

Travel (Gyeongju → Daejeon)
Gyeongju

5.31(Sat) Free time Holiday

6. 1(Sun) Free time Holiday

6. 2(Mon)

Discussion of MSO system for a treatment of radioactive 

wastes

Preparation of a presentation

  KAERI

6. 3(Tue)   Presentation of experiences obtained in KAERI  KAERI

6. 4(Wed) Country report KAERI



- 94 -

6. 5(Thu)
Farewell Luncheon

Course Evaluation
KAERI

6. 6 (Fri) Departure, Incheon to Hanoi

[그림 6] 베트남 OJT 훈련생 교육훈련 장면

     3. 교육훈련 평가  기 효과

     베트남은 동남아 국가  우리나라와 원자력 력 활동을 가장 활발히 추

진하고 있는 국가이다. 특히 베트남은 한국의 기술자립 경험을 바탕으로 자국의 

원자력발 소 도입을 극 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 매년 양국 간 원자력 력

원회가 개최되어 상호 심사에 한 력이 활발히 추진된다. 동 과정은 동 

원회 합의에 의거 추진된 교육훈련으로 소기의 목 을 달성하 다.

     특히 베트남은 원  도입에 필요한 인 라 개발 즉 주요 연구 분야에 한 

인력양성에 최우선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방사성폐기물 처리기술은 제2장 개도

국 인력양성 수요조사에서도 보여 주듯이 베트남이 특히 심을 기울이는 분야

이다. 베트남은 자국의 원자력 이용개발 계획에 산을 투입하기 시작한 국가로 

동남아 타 국가에 비해 발  속도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사 에 력활동을 강화한다면 방사성 폐기물 

처리 기술 분야에서 향후 공동연구, 기술자문 형태의 사업으로 발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 훈련생은 향후 방사성 폐기물처리 기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

고 과제책임자 으로 발 할 수 있는 소양을 갖추었음으로 우리나라와의 력이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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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RC A 회 원국 연구용 원자로   방 사 선  이 용  연수 과정  개 발   운

   1. 추진 배경  필요성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 원자력 력 상국으로부터 원자력 발 , 연구용      

원자로 활용, 방사선 이용기술 분야에 교육훈련 지원 요청이 증가하고 있다. 연구용원자로 

활용과 방사선 이용 기술 분야에서는 특히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필리핀 등 RCA 

회원국들로부터 요청을 받는다. 제2 의 개도국 인력양성 수요 조사 분석 결과에

서 보듯이 연구용 원자로  방사선 이용 기술 분야의 교육훈련 수요의 우선순

가 매우 높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연구용원자로 활용, 방사선동 원

소  방사선 이용 기술의 개발경험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수출가능 개발도상

국들의 문가들에게 홍보하여야 하고, 이를 통하여 기술 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기술 진출의 기반 확보를 해 친한 인맥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한국원자력연구원이 화란, 요르단 등 연구용원자로부분에서 해외사업 진

출을 극 으로 추진하고 있다. 해외 진출 사업을 성공하기 해서는 내 으로

는 동 분야에 한 기술이  능력 즉 강의 수행 능력을 함양하여야 하고 외

으로는 동 분야에 기술 력에 교육훈련 제공의 실 을 보유하는 것이 해외사업 

진출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개도국의 요청,  내․외 인 환경 등 모든 에서 동 분야 교육과정은 추

진되어야 함으로 이를 당  KOICA 지원 사업으로 기획하 으나 KOICA의 산 

부족으로 동 과정을 아․태지역원자력 력 정사무국(RCARO)과 함께 개발하고 

운 하게 되었다. 

   2. 교육훈련 과정 개발과 운

    가. 과정목

    연구용원자로  방사선이용기술에 심이 많은 IAEA/RCA 회원국가에게 

한국의 연구용 원자로 활용  방사선 이용 기술의 우수성을 홍보 하고 기술 이

용과 개발 경험을 공유하여 이들 국가들과의 기술 력의 증진과 더불어 해외 시

장 진출을 진한다.    

    나. 교육주

    동 과정을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과 아․태지역 력 정사무국(RCARO)

이 경비를 분담하여 개발하고 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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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국 수강생

Bangladesh (2)

 Mr. Shaikh Abdul LATIF
Principal Scientific Officer
Bangladesh Atomic Energy Commission

 INST, AERE, Savar, GPO Box No.: 3787,
Dhaka-1000, Bangladesh
Tel: 88-02-7788249, Fax: : 88-02-07701620
E-mail: 

Mr. Mubarak Ahmad KHAN
Principal Scientific Officer
Bangladesh Atomic Energy Commission

 INST, AERE, Savar, GPO Box No.: 3787,
Dhaka-1000, Bangladesh
Tel: 88-02-7788245, Fax: 88-02-7701620
E-mail: 

 China (1)

Mr. Julong GE
Section Director
Nuclear Power Institute of China (NPIC)
No. 28 South Third Section, Yihuan Road, Chengdu

 China
Tel: 86-28-85906005, Fax: 86-28-85903203

 E-mail:

Indonesia (1)

Mr. Kawkab MUSTOFA
Irradiation Services
Multipurpose Reactor Center (PRSG)
Division Operation Reactor
BATAN
Kawasan Puspiptek Gedung No. 31, Serpong 15310
Tangerang, Indonesia
Tel: 62-21-7560908, Fax: 62-21-7560573
E-mail: kawkab@batan.go.id

Malaysia (2)
Ms. Khaironie Mohamed TAKIP
Research officer
Nuclear Power Division

<표 18> RCA 회원국 연구용원자로  방사선 이용기술과정 참가 수강생명단

다. 교육일시 :  2008. 11. 10 - 21, 2주간

라. 수강 상  인원, 경비제공

   동 과정 수강 상을 RCA회원국인 베트남, 태국, 인니, 국, 키스탄, 말

이시아, 필리핀,  방 라데시 등 RCA 8개 회원국의 연구용 원자로  방사선 이

용기술 분야 기술 책임자 는 리자  각 1인 총 11인에게 항공료, 체재비, 국

내 이동경비, 여행(건강) 보험료 제공하 다. 참가자는 아래 <표 16>과 같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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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aysian Nuclear Agency
Bangi, 46000 Kajang, Selangor
Malaysia
Tel: 60-03-89250510, Fax: 60-03-8928 2994
E-mail: Khaironie@nuclearmalaysia.gov.my

Mr. Abdul Quddoos Abu BAKAR
Research officer
Industrial Technology Division
Plant Assessment Technology Groups
Malaysian Nuclear Agency
Block 29, Bti/Pat Bangi 43000 Kajang, Selangor
Malaysia
Tel: 6-03-89250510, Fax: 6-03-89250907
E-mail: quddoos@nuclearmalaysia.gov.my

Pakistan (1)

 Ms. Rubina SHAHEEN
 Principal Scientist

PINSTECH
P.O. Box Nilore, Islamabad, Pakistan
Tel: 92-51-2207278, Fax: 92-51-2208005
E-mail: rshaheen@pinstech.org.pk

 Philippine (1)

Mr. Neil Raymund Diaz GUILLERMO
Philippine Nuclear Research Institute
Commonwealth Avenue, Diliman, Quezon City
Philippines 1100
Tel: 63-2-9296011, Fax: 63-2-9201646
E-mail: 

 Thailand (2)

Ms. Sirinart LAOHAROJANAPHAND
 Director

Thailand Institute of Nuclear Technology
16 Vibhavadi Rangsit, Ladyao, Chatuchak, Bankok
Thailand 10900
Tel : 66-2-5620121, Fax: 66-2-5620121
E-mail : sirinart@tint.or.th

 Ms. Sunan SOMCHIT
Nuclear Engineering
Thailand Institute of Nuclear Technology
16 Vibhavadi Rangsit, Ladyao, Chatuchak, Bankok
Thailand 10900
Tel: 66-2-5967600, Fax: 66-2-5620126
E-mail: 

 Vietnam (1)

 Mr. Thanh Minh TRAN
Researcher
Center for Applications of Nuclear Technique in 
Industry
13 Dinh Tien Hoang, Dalat

 Vietnam
Tel: 84-63-3552369, Fax: 84-63-3553480
E-mail: kthn_cn@hcm.vnn.v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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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경비분담

    연수과정 수행을 해 RCARO와 KAERI 원자력교육센터는 다음과 같이 동 

과정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분담하 다.

    o RCARO : 27,000천원 ( 체의 63%)  

    o KAERI 양국 간 력연계 인력양성사업 과제: 16,000천원( 체의 37%)

    o 총 43,000천원

    바. 교과내용

    연구용 원자로  방사선 이용 기술 분야의 국내 강사진이 2주간 다음과   

같이 강의와 장 방문 기술견학을 수행하 다 (1일 7시간, 1주 35시간 총 70시

간).

   Module 1 한국의 원자력  방사선기술 산업 황 (5시간)

           1.1 한국의 원자력산업 황

           1.2 RCA 활동과 아․태 력 정국 업무

           1.3 원자력연구원의 R&D 황  주요 기술개발 황 

   Module 2 연구용 원자로 개요  이용기술 (22시간)

           2.1 연구용원자로 개요

           2.2 연구용원자로 안

           2.3 연구용원자로 운 ․ 리

           2.4 성자 빔 이용 연구

           2.5 방사성동 원소 생산

           2.6 Neutron Activation Analysis

           2.7 핵재료 조사 시험

           2.8 냉 성자 시설 개발

           2.9 연구용원자로 건설경험

           2.10 연구용원자로 해체경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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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ule 3 방사선동 원소 (RI)  방사선 이용기술 (20시간)

   3.1 우리나라의 RI 이용 황

   3.2 RI의 의료  이용 

   3.3 RI 생산용 싸이크로트론 개발

   3.4 방사선의약품 개발과 이용

   3.5 방사선 추 자의 산업  활용

   3.6 방사선 식품학 이용

   3.7 방사선 생물 공학  이용 

   3.8 방사선의 농학  이용

   3.9 방사선의 환경공학  이용

   3.10 방사선의 공업  이용

Module 4 방사선이용기술 산업체 방문  견학 (23시간)

4.1 KAERI 하나로  방사선 이용시설견학

4.2 원자력의학원 싸이크로트론 시설방문

   4.3 정읍방사선과학연구소 가속기, 식품조사, 농업시설방문

   4.4 EB Tech 등 방사선이용기술 산업체 방문

   4.5 기타 원자력산업시설 등 

3. 각 국의 활동 황, 교육훈련 평가  기 효과

가. 연구용원자로  방사선 이용기술 이용 참가국의 활용 황

   8개 훈련생 참가국의 연구용 원자로  방사선 이용 기술에 한 활용 황

은 부록 3과 같으며 요약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체 내용 부록 3 참조).

o 방 라데시, 국, 인도네시아, 말 이시아, 키스탄, 필리핀, 태국, 베트남 

모두 연구용원자로를 보유하고 있다.

o 필리핀은 연구용원자로를 해체 이며 베트남과 태국은 새로운 연구용 원

자로 도입을 계획 이다.

o 국 (125MW), 인도네시아 (30MW), 키스탄 (10MW)은 2기 이상의 연

구용 원자로를 보유하며 용량으로 이용개발 범 가 비교  넓은 편이다. 

o 말 이시아, 태국, 방 라데시는 3 MW 용량의 TRIGA Mark-II/II 형이며 

활용분야도 NAA, RI 생산, NR, 교육훈련 등 기본 인 연구개발에 활용한다.

o 방사선 이용 개발 분야에 장비로는 공통 으로 방사선 조사시설을 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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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열  지역 국가 특성으로 농업  이용분야 활용이 많다.

    o 산업  방사선 이용분야에서 자 빔 가속기 활용을 하고는 있으나 한국

과 같이 다양한 수 의 가속기를 갖추고 있지 않다.

    o 유  보유 국가 말 이시아와 베트남은 유  산업에 방사선 추 자이용과 

정유 산업의 비 괴 검사에 한 활동이 활발하다. 

    

    나. 교육훈련 평가  

    과정 종료 시 8개국 훈련생이 작성한 설문서는 (1) 교육기간  운 의 효율

성, (2) 교육목 의 합성, (3) 교육내용  교육자료의 질, (4) 실무 용성(효

과), 등 4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각 항목 마다 당 여러 개의 질문 총 30개로 구성

되어 있다. 각 질문의 측정 스 일은 최고 이 5 , 최 이 1 이다. 훈련생이 

작성한 설문서의 주요 항목별 평가 수는 아래와 같다. 

     (1) 교육기간  운 의 효율성 : 4.9

     (2) 교육목 의 합성 : 4.9

     (3) 교육내용과 교육자료의 질 : 4.85

     (4) 실무 용성(효과) : 4.7

     훈련생이 훈련과정의 지속과 우리나라와의 향후 력 등에 한 제안 사항

은 아래와 같다.

     o 키스탄 : 지속  추진 요망 특히 냉 성자 설치 등 RRU 확  계획과 

다양한 분야의 방사선 이용기술 분야 력 확  필요하다.

     o 국 : 연구용원자로를 활용한 방사성동 원소 생산 기술 분야 력을 원

하다.

     o 베트남 : 방사선 산업  이용분야 즉 CT, PGNAA 분야와 의료분야인    

    PET 분야 력 요망된다.

     o 방 라데시 : 연구용원자로  방사선 이용기술  분야에 한 한국과의 

력 확  필요하다.

     o 태국 : 태국원자력기술연구소의 연구용 원자로 활용과 방사선 이용 기술 

개발 확  계획에 한국의 기술개발 경험이 도움이 됨으로 지속  과정 추진이 

필요하다. 

     o 인도네시아 : 연구용 원자로를 활용한 실리콘 도핑 기술에 한 력이 

요망된다.

     o 말 이시아 : 방사선 산업  이용분야 특히 자 빔 가속기분야와 의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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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분야에 력이 필요하다.

     o 필리핀 : 연구용원자로 해체 경험과 방사선 이용분야 정읍 연구소와의 

력이 필요하다.  

    다. 결론  기 효과

    8개국 훈련생 모두 설문 평가서에서 한국이 RCA 회원국의 연구용 원자로 

활용과 방사선 이용기술 분야에서 지속 으로 훈련과정을 제공하여 주기를 희망

하 다. 특히 IAEA는 회원국의 인력양성을 해 RRU와 방사선 이용 기술 모두

를 다루는 훈련과정을 개최하지 않는다. 다만 RCA 과제 내에서 특정 분야에 

한 훈련과정을 개최하고 있다. 그러므로 RRU와 방사선 이용 기술 반을 다루

는 지역 간 훈련과정은 틈새시장임으로 RCARO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력하여 

정규과정으로 개최하면 한국 기술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홍보하고 나아가 동 분

야에 한 해외 시장 진출의 기반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동 

과정을 2009년부터 2010년까지 개최하고 이후 동 분야를 세부 과정으로 나 어 

1주 단 로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단된다. 동 과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 효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음. 

    첫째, RCA 회원국과 원자력 기술 력 증진  지역 내 원자력 이용개발 증

진 기여한다.

    둘째, 방사성동 원소  방사선 이용기술 분야 기술 홍보와 시장진출 진

한다.

    셋째, 훈련 참가자들이 명단에서 알 수 있듯이 해당분야 책임자 는 리자

으로 연구용원자로와 방사선 이용개발 분야에서 력 증진을 통한 친한(親韓)

인맥 활용과 상호 발 이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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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동  국가  원자력요 원 교육훈 련  로 그 램  개 발  

제 1   개 발  배 경

 

   세계 인 고 유가와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압박에 따라 세계 원자력발  

시장이 팽창하고 있다. 미국, 랑스, 일본, 인도, 국 등 기존 원  국가 외에

도 동, 북아 리카, 동남아 지역 신흥국들이 잇따라 원  건설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재 동 북아 리카 지역에서 원  건설계획을 갖고 있는 나라는 이집

트, 터키, 리비아, 요르단, 아랍에미리트 등이며, 이집트와 터키는 구체 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이다. 동남아 지역 국가도 원  건설 계획수립에 경쟁

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베트남은 2025년까지 총 4기 4,000MW 원  건설계획

을 2008년 5월에 국회에 상정 정이며, 인도네시아는 원  건설계획을 확정한 상

태이며, 태국도 정부차원에서 원 건설을 한 인 라 보강 사업을 착수하 으

며, 말 이시아와 미얀마도 원자력발 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정부차원에서 자국의 원  건설계획수립사업에 한국의 기술자

립 경험을 배우고자 자국원자력요원의 교육훈련을 한국이 지원하여  것을 요

청하고 있다. 기술 력 증진차원에서 이집트 정부의 요청에 따라 2007-2008년도

에 동 과제에서 원  정책, 기획  사업 리과정, 원  건설 리, 원자력규제  

안 에 한 교육훈련을 제공하 으며, 베트남 측에게는 한․베 원자력 력 원

회 합의에 방사성폐기물처리기술에 한 교육훈련을 제공하 다. 

   2008년도 들어 이집트 정부는 자국의 원  도입 타당성연구 용역 발주와 

련 교육훈련을 확 하여  것을 강력히 요청함에 따라 정부는 해외 시장 진출

의 기반 확보를 해 이를 수용하 다. 한 아랍에미리트는 2008년 5월 정부 

표단이 한국을 방문하여 원자력 력방안이 논의하 으며 특히 인력양성분야에 

력을 요청하 다. 터키는 북부 Snop지역에 발 로 2기, 연구용 원자로 1기를 

수용하는 원자력 산업단지 조성 국제 입찰을 2008년 5월 실시 정으로 우리나

라에서는 한수원이 동 사업 참가를 해 MOU를 체결하 다. 이들 동  아

리카 지역 국가와 더불어 이미 정부 간 원자력 력 원회를 개최하고 있는 베트

남, 인도네시아 등의 동남아 국가들도 정부차원에서 자국의 원자력요원 양성을 

해 한국이 교육훈련을 제공하여  것을 요청하고 있다.

   특히 동, 앙아시아, 아 리카 지역 국가 즉 리비아, 모로코, 이집트, 아랍

에미리트, 요르단, 카자흐스탄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개발하고 있는 SMART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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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상 교 육 과 정  명 기간
인 원

( 인 )
비 고

정책결정자

1. Workshop on Nuclear 

   Policy for High-Level

   Decision Makers 

1주 10

견 리자/기

술자

(  문

과정)

2. Nuclear Power Policy, 

   Planning and Project 

   Management

3주 20

3. Fundamentals on Nuclear 3주 20

<표 19> 동 국가 원자력요원 교육훈련 로그램

특히 심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래를 비하여 이들 국가들이 요

청할 교육훈련을 측하고 개발하 다. 

제 2  교육훈 련  로 그 램  개 발

  교육훈련 로그램을 개발하기 해 고려한 사항은 첫째, 개발하는 교육 로그

램이 최  원  도입국의 인 라 개발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산

업 기술이 매우 취약하고 이집트, 모로코를 제외하고 원자력 기  교육 수 이 

보편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기술 수 별 즉 고  정책 담당자, 견 

기술자,  신입 기술자로 구분하여 교육과정을 개발하여야 한다. 이것은 교육

훈련 효과를 높이는 방편이고 한 목  지향  교육을 수행하기 해서이다. 셋

째, 교육훈련 로그램이 모듈화 방식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각각의 

교육과정이 모듈화로 구성되어야 교육훈련 내용의 유연성을 갖추기 때문이다. 넷

째, 우리나라의 경험과 실제를 바탕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이는 타 선진국과 경

쟁함에 있어 차별성을 보여주고 나아가 우월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

한 자체 요건을 감안하여 동 과제에서 개발한 기술수 별 15개 과정으로 구성된 

체 교육훈련 로그램은 아래 <표 17>과 같다. 

    인력 상의 교육훈련은 원자력 공학에  두고, 안 성을 특히 강조하

다. 견인력 상의 교육훈련은 인 라개발 즉 규제, 핵 보장조치 등 실무 능

력함양에 기 을 두었다. 고  정책 담당자는 정책 입안에 한 일반 인 내용을 

강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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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gineering and System 

   Technology

4. Safety Analysis Review 

   of Nuclear Power Plant
3주 20

5. 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PSA) of

   Nuclear Power Plant

3주 20

6. Safeguards on Nuclear

   Materials
3주 20

7. Economic Considerations 

   and National Energy 

   Planning

3주 20

8. Feasibility Study of 

   Advanced Nuclear Power

   Reactor (SMART)

3주 20

기술자

(기 과정)

9. Introduction to Nuclear 

   Engineering 
2개월 10

10. Nuclear Reactor Safety 2개월 10

11. Nuclear 

    Thermal-Hydraulics
2개월 10

12. Health Physics and 

    Radiation Protection
2개월 10

13. Introduction to System

    Technology of NPP
1개월 10

14. Fundamentals on PSA 1개월 10

15. Introduction to Advanced 

    Nuclear Power Reactor

    (SMART) 

1개월 10

제 3  과정 별  커 리 큘 럼  개 발

   

   체 교육 로그램은 15개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과정의 모듈화 방식

으로 만들어진 커리큘럼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동 과제의 산출물인 동 국가 

원자력요원 교육훈련 로그램 개발을 ‘개도국 원자력발  사업 도입을 한 교

육과정 개발’논문으로 2008년 한국원자력학회 추계학술발표회에서 발표하 다 

[부록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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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Workshop on Nuclear Policy for High-Level Decision Makers

     가. 기  간 : 1 주

     나. 교육인원 : 정책결정자 5-10명 

     다. 주요 교과내용: 한국의 원자력 R&D, 산업 정책과 기술자립 경험을 원

사업 추진 정 국가의 정책 결정자에게 제공

      P1. Status of Nuclear R&D in Korea

      P2. Status of Nuclear Power Program in Korea

      P3. National Policy in Nuclear Energy Development

      P4. Experiences on Research Reactors in Korea

      P5. Experience on Nuclear Fuel Development

      P6. Korean Localization Policy and Experience in Development of 

          OPR 1000

      P7. Development of Advanced Nuclear Power Reactors

      P8. Nuclear Safety Regulation of Korea

      P9. Self-reliance of on NSSS Manufacturing

          Technical Visit to Nuclear R&D and Power Facilities

   2. Training Course on Nuclear Power Policy, Planning and Project 

      Management

     가. 기    간 : 3주

     나. 교육인원 : 견 리자  20명 

     다. 주요 교과내용: 지난 30연간의 한국의 원자력발  정책과 기술자립 경 

험 특히 개도국으로서 성공 인 기술자립 추진의 사업 리 경험과 Know-How

를 후발 개도국에게 수.

       Module 1. Planning of Nuclear Power Program

               1.1 National policies of important to nuclear power

                   Development                     

               1.2 Legal and regulatory aspects

               1.3 Finance of nuclear power project

               1.4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nd its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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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PA and participation in decision making

               1.6 Korean localization policy and experience in nuclear 

                   power technology

       Module 2. Special Aspects and Consideration

               2.1 Nuclear safety and radiation protection

               2.2 Siting and environmental aspects

               2.3 Nuclear fuel cycle (Front-End)

               2.4 Back-End nuclear fuel cycle, waste management, and 

                   decontamination  & decommissioning of nuclear 

                   facilities, nuclear non-proliferation regime

       Module 3. Nuclear Power Project Management

               3.1 Pre-project phase for nuclear power project 

               3.2 Implementation phase for nuclear power project 

               3.3 Commissioning and start-up for nuclear power project

       Module 4. Technical Visit to Nuclear Power Related Facilities

   3. Training Course on Fundamentals on Nuclear Engineering and System 

      Technology

     가. 기    간 : 3주

     나. 교육인원 : 견 리자  20명 

     다. 주요 교과내용: 원  사업 수행에 필요한 핵공학 기본 이론과 실제, 그

리고 한국형 원자력발 소 (OPR 1,000)의 시스템 특성에 한 문지식을 제공

함. 

       Module 1. Fundamentals on Nuclear Engineering

               1.1 Radiation physics

               1.2 Reactor theory

               1.3 Thermo-hydraulics

               1.4 Nuclear safety

               1.5 Nuclear fuel cycle

               1.6 Radwaste treatment and disposal

               1.7 Policy & economics of nuclear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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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dule 2. System Technology of Nuclear Power

               2.1 Reactor coolant system

               2.2 Main steam and feedwater system

               2.3 Chemical & volume control system

               2.4 Safety injection & shutdown system

               2.5 Plant protection system

               2.6 Fuel handling system

               2.7 Instrumentation & control system

               2.8 Plant monitoring system

               2.9 Component cooling water system

               2.10 Electrical system

               2.11 Turbine generator system

               2.12 Condensate system

               2.13 Radwaste management system

       Module 3 technical Visit to Nuclear Power Related Organizations

   4. Training Course on Safety Analysis Review of Nuclear Power Plant

     가. 기    간 : 3주

     나. 교육인원 : 견 리자  20명 

     다. 주요 교과내용: 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안 성 분석 기법을 견 기

술자/ 리자에게 제공함.

       Module 1. General basic of safety review

       Module 2. Review of site evaluation

       Module 3. General design criteria

       Module 4. Design of Structures, etc.

       Module 5. Reactor and reactor coolant system

       Module 6. Engineering safety features

       Module 7. Instrumentation and control

       Module 8. Electric power supply

       Module 9. Auxiliar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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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dule 10. Steam and convention system

       Module 11. Radioactive waste systems

       Module 12. radiation protection

       Module 13. Accident analysis

       Module 14. Conduct of operations

       Module 15. Plant test programs

       Module 16. Technical specifications

       Module 17. Quality Assurance program

   5. Training Course on 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PSA) of Nuclear 

      Power Plant

     가. 기    간 : 3주

     나. 교육인원 : 견 리자  20명 

     다. 주요 교과내용: 원자력발 소의 확률론  안 성 평가 기법을 원  사

업 추진 정국가의  견 기술자/ 리자에게 제공함.

       Module 1. General concepts of PSA

               1.1 General concepts of PSA and risk

               1.2 Historial background, international PSA activities

       Module 2. PSA for Nuclear Facilities

               2.1 QA, document control, audit and internal review

               2.2 Probability, unavailability and unreliability

               2.3 Logic trees, event and fault trees

               2.4 Sources of radioactivities

               2.5. Initiating events, core damage states

               2,6 Event sequence modeling, system reliability modeling

               2.7 Uncertainty and sensitivity analysis

               2.8 Severe accident analysis

               2.9 Reliability of structures

       Module 3. Applications

               3.1 Review of safety goals for N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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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Use of PSA in NPP design

               3.3 Use of PSA in NPP operation, inspection

               3,4 Application of PSA in nuclear waste disposal

       Module 4. Case Studies

   6. Training Course on Safeguards on Nuclear Materials

     가. 기    간 : 3주

     나. 교육인원 : 견 리자  20명 

     다. 주요 교과내용: 원자력발 소의 핵물질 보장조치에 한 문 지식을 

원  사업추진 정국가의 견 기술자/ 리자에게 제공함.

       Module 1. Status and Requirements of Safeguards 

               1.1 Concepts of safeguards

               1.2 Status of safeguards in the world

       Module 2. Agreements and national law related to safeguards

               2.1 NPT

               2.2 Safeguards agreements with IAEA

               2.3 Bilateral agreements

               2.4 Atomic energy laws of Korea

       Module 3. Outline of Nuclear Fuel Cycle related to Safeguards

               3.1 Uranium refining and conversion

               3.2 Uranium concentration and fabrication

               3.3 Spent fuel storage and retreatment

               3.4 Radwaste treatment and disposal

       Module 4. Methods principle of IAEA safeguards inspection 1

               4.1 IAEA safeguards organizations and functions

               4.2 Basic principle of IAEA safeguards inspection

               4.3 Method of IAEA safeguards inspection

               4.4 related equipment and instruments

               4.5 Evaluation methods and criteria of safeguards

       Module 5. Accomplishing Methods and Contents of Safeguards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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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Facility

       Module 6. Safeguards Sub Agreement Code 10

       Module 7. Physical Protection

       Module 8. Computerized of Nuclear Fuel Material Accounting and 

                  Control

   7. Economic Considerations and National Energy Planning

    가. 기    간 : 3주

    나. 교육인원 : 견 리자  20명 

    다. 주요 교과내용: 원자력발 소의 경제성 분석 기법과 국가 에 지 계획수

립에 한 문 지식을 원  사업추진 정국가의 견 기술자/ 리자에 제공함.

        Module 1. Review of Economic Concepts

        Module 2. Generating System Cost

        Module 3. Generating System Reliability

        Module 4. Forecasting Demand for Electrical Load and Energy

        Module 5. Models for Electric System Expansion Plan

                  - WASP

                  - MESSAGE

        Module 6. Work Session in parallel with using hypothetical data

   8. Feasibility Study of Advanced Power Reactor (SMART)

    가. 기    간 : 4주

    나. 교육인원 : 견 리자  20명

    다. 주요 교과내용: 한국이 개발 인 일체형 원자로 (해수 담수로, SMART) 

의 도입 타당성 연구에 한 문 지식과 기법, SMART 원자로의 설계특성과 

계통 기술을 동, 아 리카 지역의 도입 정국가의 견기술자/ 리자에게 제

공함.

       Module 1. Nuclear Policy and Statu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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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Nuclear energy and Development Policy 

               1.2 Korean Localization Policy and Experiences of

                   Nuclear Technology 

               1.3 Nuclear Regulation and Assessment

               1.4 Advanced Power Reactor Development

               1.5 Advanced Nuclear Fuel Development

       Module 2. Feasibility Study SMART Desalination Plant

               2.1 SMART Project Overview

               2.2 Electricity and Water System Analysis

               2.3 Technical Evaluation of SMART Desalination Plant

               2.4 Economic Evaluation of SMART Desalination Plant

               2.5 Planning, Capital Investment and Financing

               2.7 Site Characteristics and Environmental Aspects 

               2.8 Project Management 

               2.9 Non-proliferation Regime

       Module 3. Design Characteristics and System and Technology of       

                   SMART Desalination Plant 

               3.1 Characteristics of SMART Design

               3.2 Core Thermal Hydraulic Design

               3.3 Digital Core Protection and Monitoring System 

               3.4 Reactor Shielding Design 

               3.5 Fluid System Design

               3.6 Water Chemistry and Corrosion Test 

               3.7 Man/Machine Interface Design

               3.8 Design Features of SMART Reactor Vessel Assembly

               3.9 Main Coolant Pump Design 

               3.10 Control Element Drive Mechanism

               3.11 Steam Generator

               3.12 Performance and Safety Analysis

               3.13 Nuclear Desalination plant

               3.14 Plant Arrangement and Coupling System        

               3.15 Experience of Desalination Plant



- 112 -

       Module 4. Technical Visit to Nuclear Power Related Organizations 

   9. Training Course on Introduction to Nuclear Engineering

    가. 기    간 : 2개월

    나. 교육인원 :  기술자  10명 

    다. 주요 교과내용 : 원  사업 추진 정 국가의  기술 인력에게 원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본 지식인 원자력 공학에 한 문 지식을 제공함.

        Module 1. Atomic and Nuclear Physics

        Module 2 Interaction of Radiation with Matter

        Module 3. Nuclear Reactors and Nuclear Power

        Module 4. Neutron Diffusion and Moderation

        Module 5. Nuclear Reactor Theory

        Module 6. The Time Dependent Reactor

        Module 7. Heat Removal from Nuclear Reactors

        Module 8. Radiation Protection

        Module 9. Radiation Shielding

        Module 10. Reactor Licensing, Safety, and the Environmental

   10. Training Course on Nuclear Reactor Safety

     가. 기    간 : 2개월

     나. 교육인원 :  기술자  10명 

     다. 주요 교과내용 : 원  사업 추진 정 국가의  기술 인력에게 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원자로 안 에 한 문 지식을 제공함.

        Module 1. Basic Concepts of Nuclear Power Plant Safety

        Module 2 Safety Issues and Provision

        Module 3. Materials for Nuclear Safety

        Module 4. Thermal Hydraulics Safety

        Module 5. Radiation Doses from Nuclear Plants



- 113 -

        Module 6. Safety Assessment 

        Module 7. Reactor Accidents

        Module 8. Environmental Radiation Doses

        Module 9. Reactor Licensing

        Module 10. Governmental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11. Training Course on Nuclear Thermal Hydraulics

     가. 기    간 : 2개월

     나. 교육인원 :  기술자  10명

     다. 주요 교과내용 : 원  사업 추진 정 국가의  기술 인력에게 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원자로 안 에 한 문 지식을 제공함.

        Module 1. Basic Thermal Hydraulics

        Module 2 Heat Transfer and Heat Exchange

        Module 3. Heat Generation and Removal

        Module 4. Fluid Flow

        Module 5. Boiling Heat Transfer

        Module 6. Thermal Design of a Reactor

   12. Training Course on Health Physics and Radiation Protection

     가. 기    간 : 2개월

     나. 교육인원 :  기술자  10명

     다. 주요 교과내용 : 원  사업 추진 정 국가의  기술 인력에게 원  

사업 수행에 필요한 방사선 방호와 보건물리에 한 문 지식을 제공      함.

        Module 1. Basic Physics and Mathematics used in Radiation

                  Protection

        Module 2. Interaction of Radiation with Matter

        Module 3. Sources of Radiation

        Module 4. Quantities and Measu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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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dule 5. Biological Effects of Ionizing Radiation

        Module 6. Principles for Radiation Protection and The  

                  International Framework

        Module 7. Regulatory Control

        Module 8. Assessment of External and Internal Exposures

        Module 9. Protection Against Occupational Exposure

        Module 10. Medical Exposures in Diagnostic Radiology,  

                   Radiotherapy and Nuclear Medicine

        Module 11. Exposure of the Public Due to Practices

        Module 12. Intervention in Situations of Chronic and Emergency 

                    Exposure

   13. Introduction to System Technology of Nuclear Power Plant

     가. 기    간 : 1개월

     나. 교육인원 :  기술자  10명

     다. 주요 교과내용 : 원  사업 추진 정 국가의  기술 인력에게 원  

시스템 특성과 기술 반에 한 문 지식을 제공함.

 

       Module 1. Overview of NPP system

       Module 2. Core design and reactor shielding

       Module 3. Reactor coolant system

       Module 4. Main steam and feedwater system

       Module 5. Chemical & volume control system

       Module 6. Safety injection & shutdown system

       Module 7. Plant protection system

       Module 8. Core protection calculator system

       Module 9. Fuel handling system

       Module 10. Instrumentation & control system

       Module 11. Plant monitoring system

       Module 12. NSSS integrity monitoring system

       Module 13. Human factor engineering and control 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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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dule 14. Component cooling water system

       Module 15. Electrical system

       Module 16. Turbine generator system

       Module 17. Condensate system

       Module 18. Radwaste management system

   14. Fundamentals on 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가. 기    간 : 1개월

     나. 교육인원 :  기술자  10명

     다. 주요 교과내용 : 원  사업 추진 정 국가의  기술 인력에게 원  

안 성  신뢰도 향상에 필요한 확률론  안 성 평가에 한 기본 지식을 제

공함.

 

       Module 1. Scope, objectives, and defining PSA

       Module 2. QA, document control, audit and internal review

       Module 3. Boolean algebra, probability, unavailability and 

                 unreliability, probability distributions, uncertainty, 

                 failure models, reliability models, data

       Module 4. Logic trees, event and fault trees

       Module 5. Sources of radioactivity

       Module 6. Initiating events

       Module 7. Core damage states

       Module 8. Safety functions and systems

       Module 9. Plant response and system requirements

       Module 10. Event sequence modelling, event trees

       Module 11. system reliability modelling, fault trees

       Module 12. Human performance analysis, organizational factors

       Module 13. Dependence assessment, component reliability models and 

                  data

       Module 14. Evaluation and quantification, software

       Module 15. Uncertainty and sensitivity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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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Introduction to Advanced Nuclear Power Reactor (SMART)

     가. 기    간 : 1개월

     나. 교육인원 :  기술자  10명

     다. 주요 교과내용 : 원  사업 추진 정 국가의  기술 인력에게 한국

이 개발 인 해수담수화 원자로 (일체형, SMART) 특성 과 시스템 기술 반에 

한 지식을 제공함.

       Module 1. Overview of SMART Technology

       Module 2. Characteristics of SMART Design

       Module 3. Core Thermal Hydraulic Design

       Module 4. Digital Core Protection and Monitoring System 

       Module 5. Reactor Shielding Design 

       Module 6. Fluid System Design

       Module 7. Water Chemistry and Corrosion Test 

       Module 8. Man/Machine Interface Design

       Module 9. Design Features of SMART Reactor Vessel Assembly

       Module 10. Main Coolant Pump Design 

       Module 11. Control Element Drive Mechanism

       Module 12. Steam Generator

       Module 13. Performance and Safety Analysis

       Module 14. Nuclear Desalination plant

       Module 15. Plant Arrangement and Coupling System

       Module 16. Experience of Desalination 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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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연구목표 연구수행내용 달성도

1,2차년도 개도국 교육훈련 수요분석

- 2회에 걸쳐 개도국 인력양성 

  책임자를 통해 조사 분석

- FNCA HRD 워크  활용 

100%

1,2차년도
KOICA 교육훈련과정 확  

운

- 한․이집트 합의사항 이행, 

  이집트 훈련생 수용

  ․2007년 2명

  ․2008년 5명

- 로그램 양국 간 력

  으로 확  운

  ․ 1단계 KOICA 교육 참가

  ․ 2단계 련기  OJT 참가

100%

1차년도
개도국 연구실 OJT 로그

램 제공

- 한․베트남 원자력 력 원

  회 합의사항 이행

  ․ 분야: 방사성폐기물 처리

  ․ 2008년 1명

100%

2차년도 연구용원자로  방사성 이 - RCA 8개회원국 11명에게 교 100%

<표 20> 연구 목표 달성도

제 5  장  목 표  달성 도   련 분 야  기여 도  

제 1   목 표  달성 도  

   

   동과제의 2007년, 2008년 연구개발 목표와 내용은 아래 <표 18>과 같다. 2년

간에 걸쳐 개발도상국 즉 이집트, 베트남, 그리고 동남아 RCA 회원국이 정부에 

요청한 한국에서의 원자력 교육훈련을 모두 수용하여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

교육센터에서 교육훈련을 제공하 다. 한 이들 국가의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인력양성에 한 수요를 악하기 해 2년간에 걸쳐 조사한 내용과 분석결과를 

보고서에 수록하 다. 수요조사 결과는 이들 국가와의 력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한 동 지역 국가들과의 력을 비하여 이들 국가에게 필요로 하는 

교육훈련 로그램을 상별로 차별화된 내용으로 15개 과정의 커리큘럼을 개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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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술 국제과정 개발운

  육과정 제공

  (방 라데시, 국, 인니, 

  말 이시아, 키스탄, 필리

  핀, 태국, 베트남)

- RACRO와 경비 분담 

2차년도
동 지역 국가 원자력발  

교육훈련 로그램 개발

- 국가 특성 고려

- 상별, 기술수 별 고려

- 15개 과정 커리큘럼 개발

100%

 

제 2  련 분 야  기여 도

   본 과제의 수행에서 개발도상국들의 원자력인력양성 수요에 한 조사 분석

에서 가치 있는 자료를 사용하 다. 상국가의 인력양성 담당자들이 자국의 인

력양성 정책에 근거하여 작성한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 분석하 다. 정부 차원에

서 개발도상국들이 요청하는 교육훈련과정을 상 국가의 우선순 를 악하고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요조사에서 FNCA HRD Workshop을 활용하 으

며  상 국의 정보를 수집하고 조사함에 있어 매우 유용하 다. 이러한 수요 조

사 방법은 개발도상국의 인력양성 황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

었다. 이집트, 베트남을 비롯한 아 리카, 동남아 지역의 9개 국가 원자력요원 19

명에게 원자력발  정책, 기획, 사업 리, 규제, 그리고 연구용 원자로  방사선 

이용 기술 등 분야별로 교육훈련을 제공하 다. 교육훈련의 효과를 높이기 해 

집체교육, 연구실 OJT 교육, 장 OJT 교육 등 특화된 교육훈련과정을 제공하

다. 이와 같은 방법은 우리의 교육훈련 역량과 교육훈련의 효과와 효율성을 높

이는 데 기여하 다. 한 동 지역 국가들의 원자력발  사업 도입에 필요한 

인 라 에서 가장 요한 요소인 인력양성을 한 교육훈련 로그램을 상

별 수 별로 구분하여 국가 특성에 맞는 교육훈련 로그램을 개발하 다. 미래를 

측하고 사 에 교육훈련 로그램을 비치하고 있음으로서 우리의 역량을 강화

하는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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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연구개 발  결 과의  활 용  계 획

 

   개발도상국이 자국의 원자력인력양성을 해 한국 정부에게 요청한 교육훈련

을 우선 으로 수용하여 이집트와 베트남 원자력요원에게 원자력발  기술자립 

 사업 리, 방사성 폐기물처리 기술 분야의 교육훈련 로그램을 제공하 다. 

교육훈련과정을 단계별로 수행하여 해당국에게 합한 교육과정이 되도록 교육

훈련의 집 도를 제고하 다. 교육훈련 재원의 효율 인 활용을 해 KOICA 교

육훈련 로그램을 이집트 원자력요원을 상으로 확  운 하 으며, 동과 아

시아․태평양 지역 해당국의 요청에 부응하도록 교육훈련 수요 조사․분석을 바

탕으로 나라별로 특성에 맞는 교육훈련 로그램을 개발하여 동 과정들을 체계

이며 지속 인 운 의 기반을 마련하 다.

   한 효율 인 원자력 인력양성 지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국내 개도국 지원

기 인 한국국제 력단(KOICA), 아태지역 력 정사무국(RCA-RO)과 력하여 

사업 수행의 효율성 제고에 노력하 다. 특히 RCA 회원국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의 훈련생을 해 연구용원자로  방사선이용기술에 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아태지역원자력 력 정 사무국 (RCARO)과 동 과정을 운 하여 재원

의 효율  활용에 노력하 다. 동 국가들과의 향후 력에 비하여 이들 국가

들에게 필요한 교육훈련 로그램을 상별  수 별로 나 어 체 15개 과정

을 개발하 다.  

   동남아, 아 리카, 동 지역의 개발도상국가로부터 한국의 경험과 기술을 배

우기 해 교육훈련 제공요청이 증가될 것이다. 이에 효율 으로 처하기 해

서는 지역별, 국가별 특성에 맞는 즉 발 분야와 비발 분야로 나 어 교육 로

그램을 개발하 다. 한 기술수 과 교육 상에 합하도록 조합하여 맞춤형 교

육훈련 로그램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카자흐스탄과 동지역 국가들

을 심으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개발 인 일체형 원자로 (SMART)에 한 

력요청이 증가할 것으로 기 된다. 동 사업으로 개발한 교육훈련 로그램이 이

들과의 력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연구용원자로 도입에 한 사업을 착

수하고 있는 네덜란드, 요르단과의 력에서는 동 사업으로 개발한 연구용원자로 

 방사선 이용기술 훈련과정이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특히 본 과제로 

개발된 15개 과정을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해외사업처의 해외사업에 필요한 

자료로 제공하 다. 한 동 자료는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연구용원자로 요르단 사

업 입찰에 필요한 기술이 자료로 활용되었다. 



- 120 -

제 7 장  연구개 발 과정 에 서  수 집 한 해 외  과학기술정 보

  본 과제기간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를 부록(1,3)에 수록하 다. 수록된 내

용은 아래와 같다.

  1. 일본이 개발도상국에게 인력양성분야에서 지원하는 활동

  2. RCA 회원국의 연구용원자로  방사선 이용기술 황 (방 라데시, 국,   

    인도네시아, 말 이시아, 키스탄, 필리핀, 태국,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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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   일 본 이  개 도 국 지 원 원자력인 력양 성  분 야 에 서  지 원하 는  활 동

1. 일본의 원자력 인 자원개발 로그램

일본은 인구 고령화와 원자력 산업이 성숙하여 원자력 분야 인 자원이 어들

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원자력 분야 과학자  기술자 수요는 매우 높다. 일

본 교육/문화/스포츠/과학기술부 (MEXT)와 통상산업성 (MITI)은 원자력 산업, 

연구개발, 교육을 지원하기 해 원자력인 자원개발 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다.

원자력 인 자원개발 로그램 기본 개념은  

첫째, 다음과 같은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함이다.

(1) 원자력 분야 기  교육과 과학을 향상시키기 해서

(2) 범 하게 인턴쉽 로그램 지원

(3) 공을 결정하는 학생들과 비원자력 공 학생을 상으로 원자력에 한 강

의와 원자력 시설 견학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한다.

(4) 원자력 교육의 핵심 커리큘럼을 향상.

둘째, 기  원자력 기술에서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함이다.

셋째, 원자력 인 자원개발 로그램은 아래 7개 실행 로그램을 가진다.

(1) 원자력 교육 지원 로그램 

   - 기간 : 2007-2009년

   - 목  : 교육커리큘럼  교육자료 개발, 강사 빙

(2) 원자력 경험 로그램 

   - 기간 : 2007-2009년

   - 목  : 연구용 원자로 실제 경험, 국제기 이나 연구소에서 인턴십 제공

(3) 기  원자력기술 강화 로그램

   - 기간 : 2007-2009년

   - 목  : 기  연구기술 연구 (구조 강도, 재료 강도, 부식/물리  특성 등)

(4) 원자력 연구 증진 로그램

   - 기간 : 2007

   - 목  : 원자력 분야 학이나 학원에 제공하는 연구  훈련 과정들

(5) 원자력 연구 기반 개발 로그램



- 125 -

   - 기간 : 2007-2009

   - 목  : 원자력 연구개발의 높은 잠재력을 지닌 학원에서 연구개발 기반 

개발을 지원

(6) 학과 인 자원개발 로그램

   - 기간 : 2007

   - 목  : 학 는 학원의 원자력공학과 인 자원 확

(7) 원자력 교육 향상 로그램의 핵심 커리큘럼

   - 기간 : 2007-2009년

   - 목  : 일본 내 학의 원자력공학과에서 사용되는 표  커리큘럼과 교육자

료 개발

2. 아시아 지역 원자력 연구개발의 인 자원개발에 기여하는 MEXT 로그램

(1) 원자력 연구원 교환 로그램

   - 연구소 청 로그램 : 

     . 기  : Japan Atomic Energy Agency (JAEA), National Institute for 

Radiological Science (NIRS), National Institute of Advanced Industrial Science 

and Technology (AIST), 등

     . 기간 : 2-12개월

     . 인원 : 40명/년

     . 형태 : OJT, 연구 수행, 실험실습

   - 일본 학 청 로그램 : 

     . 기  : 도쿄 학, 도쿄 공과 학 등

     . 기간 : 6-12개월

     . 인원 : 10명/년

     . 형태 : 연구

   - 문가 견 로그램

     . 기간 : 2개월 이내

     . 인원 : 15명/년

     . 형태 : 아시아 지역 국가가 요청하면 일본 문가 견

   - 신청 분야 (10개 분야)

     . 연구용  시험용 원자로의 운 , 설계  활용

     . 원자력 안  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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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자로 엔지니어링/원자로 화학/원자력 재료 과학

     . 원자력 물리  방사능 분석

     . 방사선 화학  처리

     . 환경 방사선 안 , 방사선 측정  방사선 방호

     . 방사성폐기물 처리처분

     . 방사선과 방사성동 원소 의학   생물학  이용

     . 성자 과학

     . 기타 

(2) 원자력 안  국제 세미나

다음 3개 국제 세미나 일본에서 개최

   - 원자력 행정 리 과정 (Administrative Management Course)

     . 기간 : 3주

     . 인원 : 8명/년

     . 내용 : 원자력 개발과 안 에 한 행정,  이해, 안  측정, 방사성 폐

기물 이슈와 방사선 이용

     . 상 : 원자력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 공공연구소의 책임  직원이나 

정부 요원

   - 안 성 분석과정

    . 기간 : 3주

    . 인원 : 8명/년

    . 내용 : 원자력 안  행정과 규제, 안  설계, 원자력 시설 안  분석과 평

가, 확률론  안 성평가 방법과 험도 평가 

    . 상 : 회원국의 원자력 시설의 안 성 분석  안 성 평가 기술 문가

  - 발 소 안  과정

    . 기간 : 3주

    . 인원 : 8명/년

    . 내용 : 원자력발 소 시스템 기술, 안  설계, 검토와 평가, 보수  검사

    . 상 : 원자력발 소 운 , 정비, 개발 분야 리자  기술 문가

(3) 강사요원 훈련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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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간 : 4-6주

   - 인원 : 2-4명/년/국가

   - 목  : 회원국 강사요원 양성

   - 내용 : 다음 분야의 강의와 실험실습

            . 운 , 설계  보호

            . 비상 방재

            . 산업  환경에 방사선 기술 이용

            . 원자로 엔지니어링

            . 원자력 안 /핵물질 보장조치 (4년마다 1회 IAEA와 공동 개최) 

(4) 원자력 안  문가 견 로그램

   - 장기 견 로그램

     . 기간 : 1-2개월

     . 인원 : 1-2명/년/국가

   - 단기 기술회의/강사 견

     . 기간 : 1주

     . 인원 : 4명/년/국가

   - 목  : 정부, 연구소, 학에 종사하는 문가들과 기술토론을 통해 회원국 

기술 기반 강화

 

3. MEXT HRD 로그램 실

(1) MEXT 로그램으로 일본에 청된 아시아 지역 국가 연구원 수

   - 원자력 연구원 교환 로그램 : 1985년 이래 1,406명

   - 원자력 안  국제세미나 : 1987년 이래 473명

   - 강사요원 양성 로그램 : 1996년 이래 93명

   - 총 훈련 실  : 1,972명

(2) MEXT 로그램으로 일본 문가가 아시아 지역 국가에 견된 수

   - 원자력 연구원 교환 로그램  : 1985년 이래 655명

   - 원자력 안  문가 견 로그램 : 1993년 이래 193명

   - 강사요원 견 로그램 : 1997년 이래 237명

   - 총 견 실  : 1,08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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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시아 지역 국가 일본 청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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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본 문가 아시아 지역 국가 견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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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NTEP (Asian Nuclear Training and Education Program)

ANTEP은 네트워크를 통해 FNCA 회원국의 기존 시설과 문가를 고유하여 회

원국의 원자력인 자원개발을 지원하는 것이 목 이다. 회원국은 호주, 뱅그라데

쉬, 국, 인도네시아, 한국, 말 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일본이다. 주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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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는 원자력 발  분야의 과학  엔지니어링, 방사선  방사성동 원소의 의학

 이용, 산업  이용, 농업  이용 등의 분야이다

ANTEP 2006년 워크 에서는 다음 사항들이 논의되었다. 동 워크 에서 회원국 

간의 메칭 로그램 확 를 해 회원국의 교육훈련 분야 필요성과 수요의 확인

하 으며, 회원국이 재 수행하고 있는 교육훈련 로그램들이 필요성과 회원국

의 필요성과 수요를 결합하 다. 총 49개 분야에서 필요성과 수요가 도출되었으

며 이  40개가 일본 로그램이었다.

ANTEP과 기타 국제 HRD 로젝트와의 력에 있어서는 IAEA 아시아 지역 

회원국 간의 웹 기반을 활용 한 교육훈련 로그램을 수행하는 Asian Network 

for Education in Nuclear technology (ANENT)과의 력이 교육훈련 네트워킹

에 상승효과를 얻을 것이다. 

5. 결론

일본은 년에 원자력 기술개발의 새로운 시 에 응하기 해 새로운 원자력 

인 자원개발 활동을 시작하 다. 새로운 응 로그램은 원자력 기술의 연구개

발에 필요한 인 자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것은 아시아 지역을 포함한  세계

의 원자력의 평화  이용에 궁극 으로 기여할 것이다. 재 MEXT 는 아시아 

지역 국가들에게 다양한 HRD 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ANTEP은 일본이 제

안하여 착수한 사업으로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인력양성 수요 응에 기여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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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이 집 트  측  교육훈 련  결 과보 고 서

M i s s i o n  Re p o r t  

T r a i n i n g  C o u r s e  O n  " N u c l e a r  En e r g y  D e v e l o p m e n t "

O r g a n i z e d  f r o m  2 D e c e m b e r  2007 t o  22 J a n u a r y  2008,  Re p u b l i c  o f  

Ko r e a .

1 .  In t r o d u c t i o n

In accordance with the bilateral cooperation agreement signed between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Arab Republic of 

Egypt in the field of the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 and based upon the 

discussions that were conducted on the ministerial level concerning the 

proposed training content and provisions to be provided to two Egyptian 

nuclear personnel in Korea, I was invited to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KAERI) to participate in the training courses on "Nuclear Energy 

Development" organized from 2 December 2007 to 22 January 2008. The main 

objectives of the training courses are to enhance the Egyptian trainees 

capacity in the nuclear power plant project pre-contacting activities and to be 

familiar with and gain information regarding the Korean experience on self- 

reliance of nuclear power technology which seems useful for development 

nuclear power plants program in Egypt.     

2.  T r a i n i n g  C o u r s e s

The training program consists of two stages. The first stage was a class- 

room training course on "nuclear energy policy, planning and project 

management" and was held in KAERI for three weeks under the cooperation 

of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and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The stage was on-the- job training (OJT) 

on the safety and licensing aspects at Korea Institute for Nuclear Safety 

(KINS) for one month. The following summarize the contents of each training 

course.

2-1  C o n t e n t  o f  t h e  c l a s s -r o o m  t r a i n i n g  c o u r s e

The training course on nuclear energy policy, planning and project 

management includes many valuable topics that seem necessary for the 

countries that decided to build its first nuclear power plant for electr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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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tion, such as Egypt. From these topics it is worth to mention the 

following:

  - Policy on human resources development

  - Korean localization policy and experience

  - Pre-project phases for nuclear power project management

  - Financing of nuclear power

  - Challenge and prospect of nuclear power

  - Non- proliferation regime and safeguards

  - Nuclear safety and radiation protection

  - Nuclear fuel cycle (front- end and back- end)

  - Sitting and environmental aspects

In addition, the training program includes several well-organized technical 

field trips and cultural visits. These visits gave me an excellent chance to be 

acquainted with the Korean capabilities and experiences on the almost nuclear 

power technology areas. The visits to DOOSAN, HYNDAI, KNFC, Kori NPP 

were very interesting and valuable. Also, cultural and historical places visits 

gave me a very good chance to know more about the great Korea civilization 

as well as the Korean daily life. 

2-2 C o n t e n t  o f  t h e  O n–T h e -J o b  t r a i n i n g  c o u r s e

The on–the job training course emphasis on the safety and licensing aspects 

in Korea. The main topics covered throughout the OJT are as follow:

  - Infrastructure for regulation of nuclear power plant 

  - Safety requirements and assessment of nuclear power plants

  - Licensing and inspection of nuclear power plant 

At the beginning of the OJT, the coordinator person from the KINS side 

provides me three valuable references. They are dealing with Nuclear Safety 

Regulation of Korea, Training Course on Basic Regulatory licensing and 

Documents and Training Aids in KINS. In addition, I have the opportunity to 

meet with some of KINS staff, upon my request, to discuss the technical 

issues that are necessary to fulfill the objectives of the OJT. In that regard, 

several meeting were organized with KINS staff and the discussion covered 

the following specific topics:

  - Nuclear power plant sitting aspects

  -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 Safety analysis reports preparation and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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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lectronic Functional Analysis & Simulation Tool (e- FAST)  

In addition, the OJT program includes two technical field trips and cultural 

visits that are financed by KAERI. These include technical visits to Pohang 

Accelerator Laboratory and Yonggwang NPP as well as cultural visits to 

Seoul and Kyungju cities. As I mentioned before these visits were interesting 

and valuable from both technical and cultural point of views.  

3- T r a i n i n g  c o u r s e s  e v a l u a t i o n  

The training courses rise up my knowledge and expertise especially on pre- 

nuclear power project phases and this value added will be very useful and 

helpful in fulfilling my current duties and responsibilities as Head of R & D 

at Nuclear Power Plants Authority which is responsible to plan, construct and 

operate the nuclear power plants in Egypt. Also, the training courses and the 

field trips assist me to gain real information regarding the Korean experience 

and self- reliance of almost all fields of the nuclear power advanced 

technology.

Last but not least, I hope this training course will be the first step and 

leading, in the near future, to further cooperation between Korean and 

Egyptian governments and organizations as well as individuals in the field of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 This hope could be achieved as Egypt 

officially declared its strategy decision to build several nuclear power plants  

and the Korea already have the Experience and the nuclear power technology. 

4 - Ac k n o w l e d g m e n t s

I would like to express my sincere thanks to th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Korea and Ministry of Electricity and Energy in Egypt who 

give me this unique opportunity and financially supported this fruitful training 

course in Korea. Also, my deep thanks to the organizations that hosted this 

training program particularly KAERI and KINS. In addition, I would like to 

thank many individuals who have helped me during attending the training 

course. I had the pleasure to work with Mr. Lee, Jae Seong who do his best 

during the OJT at KINS. Finally, I have to express my particular 

acknowledgments and sincere appreciation to Mr. Eui- Jin Lee the Manager 

of International Education Team, Nuclear Human Resources Development, 

KAERI for his instructive coordination of the whole training program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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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and for his kind support and assistance that resulted in making the 

training program highly valuable and my accommodation more enjoyable.

Prepared By:

Ibrahim Ali Saleh EL SHEHAWY

Head of R&D Sector,

Nuclear Power Plants Authority,

Cairo, EGYPY 



- 134 -

Re p o r t

T h e  M i s s i o n  i n  S o u t h  Ko r e a

 F r o m  1 /1 2/2007 t o  23/1 /2008

Prepared by: Mohamed Magdy Badr Eldin  

           G.M of QA/QC / NPPA – CAIRO

Introduction: The mission in South Korea was planned up to cooperation 

program in the nuclear field , between the Egyptian government and Korean 

government. The mission was divided into 2 main periods:

   1. From 2/12/2007-22/12/2007  Attending "IAEA/KOICA Training Course 

On    Nuclear Energy Policy, Planning, And Project Management "as 

an observer, Held in KAERI–Deajon. 

   2. From 24/12/2007 – 21/1/2008 attending the OJT in different Korean 

nuclear facilities.

1. "IAEA/KOICA Training Course On Nuclear Energy Policy, Planning, and 

Project Management "  KAERI – DEAJON

  - There was an orientation period held in KOICA in SEOUL from 

2/12/2007 to 22/12/2007

  - The course was held in KAERI –DEAJON

  - Attendants of the course were from different nationalities

  - The course covered the Korean experience in introduction of nuclear 

power to generate electricity. 

  - Different Korean nuclear program activities were covered as siting, 

construction, commissioning, licensing & operation.

  - The lecturers were very experienced as they shared before in different 

nuclear program projects.

  - The training place, audio visual aids, administrative aids, visits were very 

successful. 

2. " The OJT Period In Different Nuclear Korean Facilities " From 24/12/2007 

to 21/1/2008 

  - This period was divided to 3 sub periods done under supervision of 

Korea Hydro & Nuclear Power Co., Ltd. ("KH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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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 1
st

 from 24-28 /12/2007 in Korea Hydro & Nuclear Power Co., Ltd. 

("KHNP") Main office in SEOUL. This period covered generally KHNP 

different projects and different activities as a utility. The evaluation 

session for all OJT period planned to be in 21/1/2007 in KHNP office was 

not held due to some admistrative rearrangements there.

  - The 2
nd

 from 31/12/2007 to 4/1/2008 in KNPEI / KHNP Nuclear Power 

Education Institute. This period focused on the Korean reactors technical 

features. The institute has good capabilities either instructors or training 

aids.

  - The 3
rd

 period in "Korea Power Engineering Company(KOPEC)" From 

7/1/2008 to 18/1/2008 . This period covered more detailed subjects related 

to related different activities implemented by KOPEC as Project 

management, project economics, site and  environmental studies , PSAR , 

FSAR and Licensing.

  - This OJT period was a good period for me mainly to know the  special 

Korean features in introduction of nuclear power program. These special 

features either technical or managerial were very useful to me as I had a 

good chance to meet, hear, discuss with real field experts. 

Conclusion : The ONJ training period , in different Korean nuclear facilities , 

in addition to The training course held in Kaeri, was a good chance to have 

a wide – angle look on the Korean nuclear experience. This course can be 

considered also an introduction to Egyptian –Korean long term cooperation 

program , which can be planned after doing a detailed evaluation to results 

through the two governments.

Mohamed Magdy Badr Eldin  

G.M of QA/QC / NPPA – CAI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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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RC A 회 원국의  연구용 원자로  활 용 과 방 사 선  이 용 기술 황

1 .  방 라 데 시

 ○ 원자력 련 조직

   정부의 원자력 행정 담조직은 방 라데시원자력 원회(Bangladesh Atomic 

Energy Commission, BAEC)이며 수도 다카에 치한다. BAEC 산하에 원자력 

이용개발을 담당하는 기 은 Atomic Energy Research Establishment (AERE), 

Atomic Energy Center-Dhaka (AECD), Institute of Nuclear Medicine (INM), 

Radiation Testing and Monitoring Laboratory, Beach Sand Exploration Center

가 있다. 이  AERE가 가장 규모가 크며 원자력 이용개발을 담당하는 연구소이

다. 

 ○ 원자력연구개발 연구소

   방 라데시원자력연구원(AERE)은 산하에 9개 연구소와 센터를 두고 있으며 

주요 연구소는 아래와 같다.

   - Institute of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INST)

   - Institute of Food and Radiation Biology (IFRB)

   - Institute of Computer Science (ICS)

   - Institute of Electronics (IE)

   - Central Engineering Facilities (CEF). 

   

   Institute of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INST)는 3 MW TRIGA 

Mark-II 연구용원자로를 보유하고 있으며 산하 연구조직은 아래와 같다.

   - Nuclear and Radiation Chemistry Division (방사선화학부)

   - Reactor and Neutron Physics Division (원자로  성자 물리부)

   - Radioisotope Production Division (RI 생산부)

   - Reactor Engineering and Control Division (원자로공학  제어부)

   - Reactor Physics and Engineering Division (원자로 물리부)

   - Health Physics and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Unit

   - Isotope Hydrology Division

 ○ 연구용원자로 활용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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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MW TRIGA Mark-II 연구용원자로를 운 하고 있다 (1986. 9. 14).

   - 연구용원자로의 활용그룹과 연구 분야는 아래와 같다.

      . Neutron Activation Analysis Group

      . Neutron Radiography Group

      . Neutron Scattering Group

      . Radioisotope Production Group 

   - 연구용원자로는 주로 방사선동 원소 생산과 NAA 연구와 지원활동에 활

용한다. 주 5일 간 운 하며 출력 운  시에는 운 원 양성, 고출력 운  시에

는 방사성동 원소 생산과 NAA 연구에 활용된다. 

   - NAA 활동은 자체연구개발, 서비스 지원, 외부 과제수행, 학연 동 핵      

 심인력양성으로 구분된다.

○ 방사선 이용개발 황

   - Nuclear and Radiation Chemistry Division에서 수행하는 주요 방사선      

 이용개발업무 당당부서는 아래와 같다.

     . Radiation and Polymer Chemistry Laboratory

     . Rubber Chemistry Laboratory

     . Nuclear Analytical Laboratory

   - 방사선  폴리머 화학실험실의 주요 연구개발 활동은 아래와 같다.

     . 폴리머 강화 천연구무 가공

     . 새우/보리새우, 게 등 해산물로 부터 키틴이나 키토산 추출

     . 젤라틴 생산

     . 도장 산업용 셀락 필름 개발

     . 폴리머 구조물 생산

     . 분이나 해 류 포함 포장물질 가공

     . 나트륨 해 류를 이용한 식물 성장 진제 응용

     . 천연고무의 표면 완화

     . 아크릴 모노머를 이용한 목재 질 향상

     . 가죽 제품 표면 특성 개선

     . 방사선을 이용한 천연고무 품질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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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

 ○ 국 원자력발 연구소 (Nuclear Power Institute of China, NPIC) 황

    NPIC는 1965년 국 쓰촨성 청두(성도)시에 설립되었으며, 주요 업무는 원

자로공학 연구, 설계, 시험  운 , 원자력발 소 연구와 설계이다. NPIC는 국 

최 의 가압경수로, High Flux Engineering Test Reactor, Pulsed Reactor를 설

계하고 건설하 다. NPIC는 재 국의 원자력 시장수요에 따라 연구결과물을 

원자력 기술 이용에 수하기 해 아래와 같이 주요 8개 분야에서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 원자력을 이용한 해수 담수화

   - 원자력 기기 시험

   - Low temperature heat supply of nuclear energy

   - Radiopharmaceuticals and their related various kinds of therapy      

     facilities

   - Industrial flaw detectors

   - Drug-technetium (Mathelenediphosphonat)

   - Anti-Rheumatoid Arthritis

   - New Materials

 ○ 국 연구용원자로를 이용한 방사성동 원소 생산

   국은 시장 수요에 따라 연구용원자로를 이용하여 방사성동 원소를 생산하

는 기 은 청두의 NPIC와 뻬이찡의 CIAE(China Institute of Nuclear Energy)이

다. CIAE는 1950년 부터 RI를 생산하고 있으며, NPIC는 1980년부터 RI를 생산

하고 있다. NPIC에서 방사성동 원소를 생산하는 High Flux Engineering Test 

Reactor (HFETR, 123 MW설계 용량, 50-55 MW 운 용량)와 Mingiang Test 

Reactor (MJTR, 5 MW 설계  운 용량) 두개의 연구용원자로를 운 하고 있

다. 동 2개의 연구용원자로는 동 원소 생산설비로 Hot Cell, Semi-Hot Cell, 품

질 리 설비, 방성폐기물처리센터, 환경감시센터를 보유하고 있다. NPIC는 시장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생산설비를 개선하고 한 새로운 생산설비를 도

입하고 있다. 

 ○ NPIC 방사성동 원소 생산 황

   NPIC가 매년 생산하는 방사성동 원소 종류와 생산량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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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 60 (1 x 10 E5 Ci)

   - Ir 192 (1 x 10 E4 Ci)

   - I 131 (4,000 Ci)

   - I 125 (200 Ci)

   - Mo 99 (1 x 10 E4 Ci)

   - In 113m (50 Ci)

   - P 32 (200 Ci)

   - Sr 89 (20 Ci)

   - Ba 131 (200 Ci)

 ○ 향후 NPIC 방사성동 원소 생산 계획

   NPIC는 방사성동 원소 생산에서 HFETR의 활용도를 높이기 해 시설 개

선과 새로운 장비도입에 노력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Gel type의 W 188과 Re 188 제 이터 개발

   - I 125 소스를 이용한 규모 I 125를 생산할 수 있는 Loop 처리기술에 

한 새로운 설비 도입

   - Ho 166 의료용 방사성 동 원소 개발

   - Ir 192 Per-sealed 선원 개발

 ○ NPIC의 방사성동 원소 생산에 한 력 계획

   HFETR은 125 MW 설계용량을 가지며 방사성동 원소를 생산하는 아시아에

서는 가장 큰 연구용원자로이다. 그러나 설계용량 만큼 운 하지 못하고 있는 실

정이나 그 잠재력은 매우 큰 원자로이다. 그래서 Nordion/캐나다, Dupon/미국 등 

세계 인 방사성동 원소 생산 회사들이 NPIC를 방문하고 NPIC와의 력에 

심을 표명하고 있다. 재까지는 이들과의 구체 인 력사업은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NPIC는 이들 회사 는 심을 가지는 국가들과 력할 비가 되어 있

다.  

 

3.  인 도 네 시 아

 ○ 인도네시아 연구용원자로 이용 황

   National Nuclear Energy Agency in Indonesia (인도네시아원자력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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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TAN)은 연구용원자로 3기 즉 RSG-Gas Power 30 MW, TRIGA 2000 

Reactor Power 2 MW, Kartini Reactor Power 250 KW를 BATAN 산하 연구소 

설 , 반둥, 족자카르타에서 운 하고 있다. 반둥과 족자카르타 연구소에 있는 연

구용원자로는 노후화로 인해 사용 실 이 낮은 편이며, 주로 설 에 있는 30MW 

연구용원자로를 이용하고 있다.

 ○ BATAN 설  다목  연구용원자로 이용 황

   - RSG-GAS Power 30 MW 다목  연구용원자로의 운 조직은 원자로 운

부, 원자로 시스템부, 원자로 안 부, 행정지원부 등 4개부서와 센터장 산하에 품

질보증과 안 리 등 2개 직할 부서가 있다.

   - G.A Siwabessay Multipurpose Reactor는 풀 타입이며 감속재와 냉각재    

   를 경수를 이용한다. 

   - 농축 우라늄 (U3O8-AL)을 연료로 사용하며 1998년 이래 U3Si2-AL을   

    이용한다. 

   - PRTF 조사설비는 PWR/BWR 사용후 핵연료를 검사하기 해 갖추어진 

설비이다.

   - 조사지역에서 노심 지역 밖으로의 빠른 이동설비로는 5개의 Rabbit        

  System을 갖추고 있다.

   - Neutron Radiography Facility와 Silicon Doping Facility를 보유하고 있    

   다.

   - 보석 조사 설비를 이용하여 보석 가공에 활용하고 있다. 

4 .  말 이 시 아

 ○ 말 이시아 원자력 행정  조직

   말 이사원자력 행정조직은 Malaysia Nuclear Agency이며 산하의 연구개  

발 조직은 Malaysia Institute of Nuclear Technology (MINT)이다. 연구용원자

로 활용과 방사선 이용기술에 한 업무는 MINT에서 이루어진다.

 ○ 말 이시아 연구용원자로 활용 황

   말 이시아원자력연구소(MINT)가 보유하고 있는 연구용원자로는 1981년 착

공 1982년 완공하 으며, TRIGA Mark-II, 1 MW 용량으로 20% 농축 

U-ZrH-1.6을 연료로 사용한다. 활용분야는 아래와 같다. 동 원자로가 유일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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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3 MW 용량으로 개선 이다.  

    - Neutron Activation Analysis

    - Radioisotope Production

    - Small Angle Neutron Scattering

    - Neutron Radiography

    - Education and Manpower Training 

 ○ 말 이시아 방사선 이용기술 황

   말 이사아 원자력연구소가 수행하는 방사선 이용기술에 한 주요업무는 교

육훈련, 연구개발로 이루어져 있다. 교육훈련분야는 정부 자격기술 인증 제도에 

따라 1986년부터 방사선동 원소 이용분야와 비 괴 (RT와 UT) 검사 분야에서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재까지 약 3000명에 해 교육훈련을 제공하 으며 

아 리카 지역 수단의 훈련생에게 RT와 UT교육을 제공하 다. R&D분야의 주

요활동은 아래와 같다.

    - 이  검사용 이동식 감마 토모그래피 개발

    - 고해상도 X 이 마이크로 토모그래피 개발

    - 산업용 X 이 CT 시스템 개발

    - Dual Modality Computed Tomography 개발

    - Multi-phase Flow System 개발

    - Digital Radiography 개발

    - Laser Shearography 연구

    - 자동 UT 스캐 와 원자로 베셀 검사 개발

    -  비용 ET와 UTR 로 개발

    - Development of Acoustic Emission Testing

    - Development of Real Time Imaging System for NR

    - Development of Procedures for Detecting Underground Objects by      

   Combination of GPR

    - Mineral Exploration Activities

    - Soil Density and Moisture Detection

5 .  키 스 탄

 ○ 키스탄 원자력 행정조직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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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스탄의 원자력행정조직은 키스탄원자력 원회 (Pakistan Atomic 

Energy Commission) 이며, 키스탄원자력 원회 산하에 연구개발 기 으로 

Pakistan Institute of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PINSTECH)가 있다. 

키스탄 원자력과학기술연구소 (PINSTECH)는 환경, 산업, 보건, 신 물질개발에서

의 방사선과 방사성동 원소의 평화  이용과 이에 필요한 인 자원개발을 목

으로 설립된 국립연구소이다. 연구소 조직은 과학부, 기술부, 이   과학부, 

라즈마 물리부, 시스템지원부, 력부, 품질보증부 등 7개  부로 구성되며, 직

할부서로는 감사부와 행정부이다. 

 ○ 키스탄 연구용원자로 활용 황

    PINSTECH은 연구용원자로 PARR-I (5MW)와 PARR-II (27KW) 2기를 보

유하고 있다. PARR-I은 풀 타입으로 1966년 건설하여 1990년까지 고농축우라늄

을 연료로 사용하 으며, 재  5MW에서 10MW로 개선하여 농축우라늄을 연

료로 사용한다. PARR-II는 27 KW 용량으로 탱크-풀 타입이며 1989년부터 운

하고 있다.  PARR-I의 활용분야는 아래와 같다.

    - 방사성동 원소 생산

    - Neutron Activation Analysis Including Prompt Gamma Neutron 

      Activation Analysis

    - Gem Stone Coloring

    - Neutron Radiography

    - Neutron Diffrac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PARR-I에 설치된 주요 빔 튜 는 6개이며 설치 목 은 prompt gamma 

neutron activation analysis, powder neutron diffractometer TKSN-400, 

multi-purpose powder diffactometer, small angle neutron scattering instrument, 

neutron radiography분야에서 이용하기 해서 이다. 

방사성동 원소 생산을 한 설비로는 I-131 생산 셀 2개 (Wet, Dry), 

PAKGEN-99mTc Generator Loading Facility, Phosphorus-32 Production Cell, 

Fume Hood, Hot cell이 있다. 주요 방사성동 원소 생산은 I 131, P 32, 99mTc, 

Cr 51, Sm 153, Na 24, Br 82이다. 

Neutron Activation and Prompt Gamma Activation Analysis 분야의 연구 로

그램은 환경오염, 우라늄/토륨/포타슘 분석, 식품 독성, 방사화학분리, 원자력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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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 분석 등이 있으며 특히 NAA 실험실은 IAEA로부터 남아사아 지역의 

RRU(Regional Resources Unit)로 지정받았다. 

보석 컬러링 분야의 활용은 토 즈 푸른 색 컬러링, 보석 샘 의 분석, 보석 

용량 조사 용기 설계  제작이다. 신물질 개발에 한 연구 분야는 LiAlCo1O2, 

ALaMnRuO6, Sr2Fea-CrMoO6, BaLaFeRuO6, TiO2 등이다. 연구용원자로 활용

분야의 추진 략은 학과 연구소간의 긴 한 력이며 PINSTECH는 이러한 

긴 한 력을 해 증진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인 자원개발 분야에서는 방사선 응용과 련된 문 인력양성을 해 훈련과정

을 수행하고 있으며, 연구용원자로를 이용하여 35명의 학 박사과정 학생들이 

연구하고 있으며 한 세계 인 연구소와 학과 공동연구 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다.

PINSTECH은 새로운 연구 설비로 2개의 입자가속기를 설치하 다. 하나는 

Center for Advanced Studies in Physics (CASP)에서 운 하는 2 MeV 입자 가

속기이며 다른 하나는 National Center for Physics (NCP)에서 운 하는 10 

MeV 입자 가속기이다. 동 입자 가속기는 국제공동연구 등에 유용한 설비이며 

주변국가와 공동 연구 등에 활용을 환 한다. 

6.  필 리 핀

 ○ 필리핀원자력연구소 황

   필리핀 원자력연구소는 필리핀 유일의 원자력 연구개발기 이며 주요 업무는 

아래와 같다. 주요 연구 설비는 필리핀연구용원자로 PRR-I과 다목  조사 시설

이다.

    - 환경, 의료/보건/ 농업/ 과학기술분야의 원자력이용

    - 연구 실 의 산업체 이 , 교육훈련 서비스 등

    - 연구용원자로  조사시설 운

    - 원자력물질의 생산, 이 , 활용에 한 규제와 허가

 ○ 필리핀 연구용 원자로 (PRR-I) 활용 황

    PRR-I은 1963년에 미국의 자  지원으로 완공하 으며, 동 원소 생산, 

성자 빔 연구, Neutron Activation Analysis와 교육훈련을 목 으로 도입되었다. 

1993년 3 MW로 개선하여 운 하 으며, 2005년 운  자 의 부족과 안 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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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유로 해체를 결정하 다. 해체를 결정한 PRR-I은 재 IAEA R2D2 

Project의 모델 연구용 원자로로 선정되었다.

 ○ PRR-I 해체 로젝트 (Research Reactor Decommissioning Demonstration 

Project, R2D2P)  

    필리핀원자력연구소가 PRR-I의 해체를 결정함에 따라 IAEA는 연구용원자

로 해체의 모델로서 PRR-I을 R2D2 Project로 선정하 다. 선정 목 은 향후 연

구용원자로의 해체가 증가할 것임으로 PRR-I을 해체 모델로 선정하여 해체에 

필요한 훈련  안 성 확보 등에 한 경험을 지역 내 회원국들에게 제공하기 

해서이다. 동 로젝트는 2006년 착수되었으며 기간은 6년이다. 동 해체 로젝

트의 재 추진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해체에 따른 방사선 검출

    - 실험실 방사선 분석 시스템 구축

    - 샘  채취 룸 비

    - 이동 방사선 선원 이

    - 해체 계획서 비

    - 방사선 검출 특성화 확인

    - 해체 물질  장비 비

    - 장비 보유 유지

    - 훈련과정/워크  개최

동 로젝트의 향후 추진 활동은 아래와 같다.

    - 폐기물 장소 비

    - 핵연료 장소 비

    - 방사선 검출 활동 수행

    - 비 피폭 물질 이동

    - 비 피폭 지역 격리

    - 분해  오염 제거

    - 훈련과정/워크  개최

동 로젝트의 기 효과는 아래와 같다.

    - PRR-I을 정 로 해체

    - 해체 계획, 환경 향평가, 안 성분석보고서, 건강  안  계획, 비용    

    측 그리고 규제 차 등의 안 에 련된 자료들은 IAEA 회원국들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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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로 활용

 ○ PNRI 방사선 이용기술 황

   필리핀원자력연구소는 국민 생활 질의 향상을 해 방사선에 한 이용기술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며 방사선 이용개발 사업이 가장 높은 우선순 를 가지

는 과제이다. 주요 연구과제는 방사선 병충해 연구, 방사선 치료, 식품 조사, 물

질 방사선 조사 등이다. 기에는 Co 60 선원의 방사선 조사 시설을 주로 활용

하 으며, 근래에 들어 다목  방사선 처리와 조사 분야의 연구로 발 하고 있

다. 한 IAEA의 도움을 받아 방사화학분야와 방사선 처리 분야의 연구를 강화

하고 있다. 방사선 처리 분야 이용개발 황은 아래와 같다. 

    - Microbial Decontamination (Spices, Dehydrated Vegetables and 

      Flavor Blends 등)

    - Sterilization

    - Disinfestation

    - Irradiation of Several Food Items

    - Polymer Modification

7.  태 국

 ○ 태국 원자력행정 조직

    태국원자력 원회 (Thai Atomic Energy Commission) 산하에 원자력 행정

과 규제업무를 담당하는 Office of Atoms for Peace (OAP) 와 연구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Thailand Institute of Nuclear Technology (원자력기술연구소, TINT)

가 있다. TINT는 태국 과학기술부 산하 기 이며 원자력 연구 개발과 서비스를 

책임 맡고 있는 기 이다. 

 ○ 태국원자력연구소 (TINT) 황

    태국원자력연구소 조직은 소장 산하에 연구개발 담당 부소장, 사업  리

부서 담당 부소장으로 나 어지며 연구담당 부서는 원자력 기술  연구용 원자

로 운 부와 연구개발부, 사업  리부는 사업부와 행정 리부로 구성되어 있

다.

 ○ 태국 연구용원자로 활용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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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NT가 운 하고 있는 연구용 원자로는 1962년 도입되었으며, 원자로 노심

은 1977년 TRIGA Mark-II 타입으로 교체되어 TRR-1/Modification 1 으로 명명

하고 있으며 동 연구로는 노심, 냉각시스템, I&C 시스템, 차폐 설비로 구성된다. 

1.2 MW 용량으로 20% 농축 U-Zr를 연료로 사용한다. 주요 활용 분야는 아래와 

같다.

    - Neutron Activation Analysis

    - Neutron Radiography

    - Irradiation (Gems Coloring)

    - Radioisotope Production

    - R&D

    - Training   

 ○ 태국 방사선 이용개발 황

   태국원자력기술연구소의 방사선 이용개발 분야는 R&D분야와 서비스분야로 

나 어진다. 연구개발 분야는 돌연변이 (Mutation), Polymeric Materials, 토양병

충해 기술, 방사선 투과시험이며, 서비스분야는 비 괴검사, 보석 컬러링, 

Column Scanning ( 이  스캐닝), 농업  식품 조사 분야이다. 주요 연구 장비

와 설비는 Co 60 조사 시설과 자 빔 가속기(Electron Beam Accelerator, 

10-20 Mel)이다. 

8.  베 트 남  

  ○ 베트남 원자력 행정 조직   

    베트남 원자력행정조직은 과학기술부산하의 Vietnam Atomic Energy 

Commission (VAEC) 이다. VAEC는 원자력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아

래와 같이 산하에 7개 연구소와 센터를 운 하고 있다.

    - Institute for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Hanoi)

    - Institute for Radioactive and rare earth Technology (Hanoi)

    - Center for Non-Destructive Evaluation (Hanoi)

    - Nuclear Research Institute (Dalat)

    - Center for Applications of Nuclear Techniques in Industry (Dalat)

    - Center of Nuclear Technique (Hochiminh)

    - Center for Radiation Technology (Hochini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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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stitute for Applications of Nuclear Technique in Industry (Dalat, 

CANTI) 황

  CANTI는 2007년 4월 Dalat 소재 Nuclear Research Institute로 부터 분리된 

원자력 산업  이용 담 연구센터이며 Dalat에 치한다. CANTI의 주요 업무

는 아래와 같다.

    - 방사선 추 자 이용 (원유산업, 지하수 개발  산업 시스템에 응용)

    - 산업용 진단, 해결, 최 화 과정에 조사연구에 방사선 기술이용

      . 산업용 CT  이미지 활용

      . 방사선 선원 기술 ( 폐형 선원)

      . 원자력 분석시스템 (PGNAA Off-Belt)

      . 수  측정 등 방사선 이용분야

    - 산업  환경 분석

    - 식물 방사선 동연변이 연구

  CANTI는 석유 매장지에서 잔존 원유의 평가와 채취를 한 시뮬 이션과 모

델링에 방사선 추 자를 이용한다. 



- 148 -

부록  4 .  원자력발  도 입  국가 를  한 교육훈 련 과정  개 발  

         발 표  논 문



Transactions of the Korean Nuclear Society Autumn  Meeting
PyeongChang, Korea, October 30‐31, 2008

- 149 -

Year 1967 – 1984 1985‐1995 1996‐ Present
Contract

Type
Turn‐Key,

Component Approach
Joint Design Self‐Reliance

Training
Courses 

·Fundamentals on 
nuclear engineering

·System technology of
   NPP

·Planning and 
implementation of 
nuclear power project 
management.

·Basic design of NPP
·Quality assurance
·Safety analysis review
·Codes and standards 
·Nuclear fuel 
technology

·NSSS design and
    reactor safety
·Fuel design
·Fuel assembly 

mechanical design
·Safety analysis
·Thermal hydraulic

core design
·Fuel service and 
    fuel rod design

Share of Korean 
experiences with 
IAEA Member 
States in the 
field of 
infrastructure 
development for 
nuclear power 
program 

Region Training Needs
Asia and 
Pacific 
Region

·Nuclear policy and energy planning
·Nuclear engineering
·Nuclear safety
·Nuclear thermal hydraulics
·Nuclear fuel technology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Middle East 
Asia and 
North Africa 
Region

·Feasibility study on nuclear power 
project

·Project management of nuclear power 
project

·Construction management of NPP
·Nuclear architecture engineering
·Basic design of nuclear power plant 

system

D e v e l o p m e n t  o f  Re f e r e n c e  T r a i n i n g  C o u r s e s  f o r  t h e  C o u n t r i e s  In t r o d u c i n g  N u c l e a r  P o w e r

Eui‐Jin Lee
*

, Kyong‐Won Han, Byung‐Joo Min, Young‐Mi Nam
Nuclear Training and Education Center,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1043 Daedukdaero, Yuseong, Daejeon, Korea
*
Corresponding author: ejlee1@kaeri.re.kr

1 .  In t r o d u c t i o n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s an important issue for 
the countries introducing their first nuclear power 
plant. Countries, which are considering introducing the 
nuclear power programs, will have to establish their 
infrastructure required for such programs. Since Korea 
has successfully achieved her self‐reliance in nuclear 
power technology over the last 3 decades with a rapid 
expansion of nuclear power program, most of the 
countries have been interested in the Korean experience 
on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nd also hoped to 
share the experiences on nuclear training and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esent reference 
training courses developed at KAERI which can be 
shared with countries that need an infrastructure 
development for nuclear power.

2.  Re v i e w  a n d  An a l y s i s

KAERI’s experiences on providing training courses for 
the nuclear power personnel are reviewed to identify 
the needs on training from the countries which are 
trying to develop their nuclear power infrastructure. 
Training needs identified from the KAERI’s bilateral 
cooperation activities are put together to develop 
reference training courses for those countries.

2.1 Review of Experiences on Providing Training 
Courses for Nuclear Power Personnel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Nuclear Training 
and Education Center of KAERI in 1967, the center has 
offered various kinds of nuclear training courses for 
domestic nuclear power related personnel. At the stages 
of introduction and capacity building for nuclear power, 
from 1967 to 1984, the center provided basic training 
courses on nuclear power and fuel technology. 
Specialized training courses relied on suppliers. Also, 
IAEA training and bilateral training in foreign countries 
were utilized during this period. When the self‐
reliance program was started in the middle of 1980s, 
the center offered specialized training courses on NSSS 
design, while the suppliers offered those on the design 
and fabrication of nuclear fuel. During this period, the 
center also built up its capability for the development 
of specialized training courses on safety analysis, 
project management, nuclear fuel, etc. 
When Korea implemented successfully the self‐reliance 
program on nuclear power, IAEA and its Member 
States showed their interests in the Korean experiences 
on nuclear self‐reliance and expressed hope to share 
the experiences. During this time, KAERI offered 
KOICA training courses on nuclear policy, planning and 
project management, PSA and NDT for the IAEA 
Member States. Up to now, there have been many 
requests from IAEA Member States for taking training 
in Korea. Table 1 shows a summary of the experiences 
on providing training courses for domestic nuclear 
power personnel at KAERI [1].

Table 1. Experiences on Providing Training Courses 
for Nuclear Power Personnel

2.2 Analysis of Training Needs

In order to analyze training needs from the countries, 
bilateral cooperation experience on training and 
education were utilized. The result shows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training needs as shown in Table 2. 

Table 2. Training Needs form the Countries

   It is recognized that the countries in Asia and 
Pacific region are interested in the development of their 
basic infrastructure on human resources; the countries 
in Middle East Asia and North Africa region are 
interested in building up their infrastructure for the 
preparation of nuclear power project.

3.  D e v e l o p m e n t  o f  Re f e r e n c e  T r a i n i n g  C o u r s e s

Training and education fields which were identified at 
KAERI for the countries introducing nuclear power are 
as follows; 

- Nuclear policy and experiences on self‐reliance of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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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rget Training Courses
High‐Level ·Nuclear policy for high‐level decision makers 

Middle‐Lev
el

·Nuclear power policy, planning and project
management

·Economic considerations and national energy
    Planning
·Feasibility study on nuclear power project
·Nuclear engineering and system technology
·Safety analysis review
·Probabilistic safety analysis of NPP

·Safeguards on nuclear materials

Newcomers
’
Level

·Nuclear engineering
·Nuclear reactor safety
·Nuclear thermal hydraulics
·Health physics and radiation protection
·Introduction to nuclear power plant system
·Fundamentals on safety analysis review
·Introduction to advanced nuclear power 
reactor

- Advanced reactor design technology
- Nuclear power and nuclear fuel cycle technology
- Nuclear safety improvements
-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technology
- Radiation protection
- Radioisotope production and radiation application 

technology
- Non‐destructive testing technology
- Basic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Through its bilateral cooperation with member 
countries, KAERI provided  training courses for the 
countries, i.e., nuclear policy for high‐level decision 
makers for Vietnam [2], feasibility study on nuclear 
power project (SMART) for Arab Emirates [3], energy 
planning/safety analysis/thermal hydraulic analysis for 
Vietnam [4], nuclear policy, planning and project 
management for Egypt [5], etc.  Table 3 shows the 
developed training courses which could serve as a 
reference for providing a course to countries in need of 
an infrastructure development.

Table 3. Developed Reference Training Courses

There is wide range of infrastructure issues that need 
to be considered in introducing a nuclear power 
program.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s considered 
as one of the important issues. This means that each 
country should establish a system of training and 
education for nuclear technology in advance [6]. The 
following are examples of training to support an 
infrastructure development in terms of human 
resources;

- Nuclear policy of importance to nuclear power 
development
- Nuclear engineering
- Nuclear reactor safety
- Nuclear thermal hydraulics
- Health physics and radiation protection
- System technology of nuclear power plant
- Safety analysis review.

Nuclear power project can be categorized simply into 
pre‐project, project implementation, commissioning and 
start‐up [7]. Duration of the pre‐project stage 
depends on countries’ situation and intention. However, 
during these time owners need more practical works 
for the preparation of the project. For the achievement 
of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a country 
should consider linking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ncluding training and education with technology 
transfer from suppliers. The followings are examples of 
the training needed for a pre‐project stage;

- Economic consideration and energy planning
- Feasibility study on nuclear power project
- Nuclear power project management
- Advanced safety analysis review
- Safeguards on nuclear materials.

4 .  C o n c l u s i o n s

Fifteen reference training courses are developed in 
terms of training target audience and project phase. 
These courses need continuous improvement to be a 
useful tool for future bilateral cooperation with these 
countries. Training and education activities for the 
infrastructure development should be considered as a 
long‐term base program.  For such a long‐term 
program, training and education activities need to be 
linked with technology transfer from suppliers. Some of 
the training could be available through cooperation, 
while some others could only be available under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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