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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연구결과를 심으로 개조식 500자 이내 보고서면수 60

 2009년 9월 14일부터 18일간 오스트리아 IAEA본부에서 개최되는 제53차 IAEA 정기총회에서 

한국의 원자력 개발 반세기 주제로 제13차 한국기술 시회를 개최하 다. 시회 목 은 한국

의 지난 반세기 동안 이룩한 성과 특히 원자력 인 라  개발과 인력양성 경험을 IAEA 회원국

들에게 소개하고, 세계 6 의 원자력 발 국으로 성장한 배경이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과 인력

양성에의 투자 음을 설명하며, 한국은 원자력의 모든 분야 즉 설계, 인허가, 건설, 운 , 폐기물 

리 등의 활동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어 원  도입 정국가들에게 원 사업 수행에 매력 인 

학습의 장이 될 수 있음을 홍보하는 것이다. 특히 한국은 차세  원  개발과 인재양성을 한 

산․학․연 교육 인 라가 완벽히 갖추어 개발도상국 원자력 인력양성의 최 지임을 강조하

다.  동 시회 개최를 하여 지난 50년간의 원자력 인 라개발과 인력양성에 한 실 을 조

사․분석하 다. 지난 50년간에 축 한 원자력 인 라개발과 인력양성에 한 경험과 지식을 

홍보하는 6여 분간의 문 홍보 상물을 제작하 다. 우리나라의 실 과 력방안을 알려주는 

좌우 시패 을 제작하 으며 시회 효과를 높이기 해 SMART, 4+D 기술 등 시품을 

시하 다. 시회를 한 시 리 렛 등 홍보인쇄물을 제작하 다. 

색 인 어

(각 5개 이상)

한 기술 시, 원자력 개발 반세기, 원자력 인 라 개발, 인력양성, 국제
원자력기구, 경험과 지식, 기술자립  

어

Technical Exhibition, Half a Century of Nuclear Energy Progress, 
Nuclear Infrastructure Development,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AEA, Experience and Knowledge, technology 
Self-reliance

보 고 서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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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 사업명

   원자력 반세기 성장과 도약 IAEA 기술 시회 연구

II. 사업목   필요성

   우리나라는 세계 6 의 원자력 발 국으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가장 짧은 기

간 내 가장 은 재원으로 기술자립과정을 달성하여 OPR 1000, APR 1400 한국

표 형 원자로를 자력으로 설계하여 건설하고 있는 나라이다. 한 30MW 연구

용원자로인 HANARO의 자력 설계와 운  그리고 력생산과 해수담수화를 동

시에 추진할 수 있는 소형 일체형원자로인 SMART를 설계하고 있다. 미래 원

자로기술개발을 해 SFR, 수소 생산 원자로 등 신형 원자로 설계 사업을 추진

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개발은 지난 50년간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과 인력양성에 

지속 으로 투자한 결과이다. 그러므로 원자력 연구개발 50년, 원자력 발  30년

의 인력양성, 연구․규제기  설립운 , 기술자립과 장기 연구개발 등 특히 인

라 구축 경험과 기술 역량을 IAEA 회원국들에게 극 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III. 사업내용  범

   2009년 9월 14일부터 18일간 오스트리아 IAEA본부에서 개최되는 제53차 

IAEA 정기총회에서 한국의 원자력 개발 반세기 주제로 제13차 한국기술 시회

를 개최한다. 시회 목 은 한국의 지난 반세기 동안 이룩한 성과 특히 원자력 

인 라  개발과 인력양성 경험을 IAEA 회원국들에게 소개하고, 세계 6 의 원자

력 발 국으로 성장한 배경이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과 인력양성에의 투자 음을 

설명하며, 한국은 원자력의 모든 분야 즉 설계, 인허가, 건설, 운 , 폐기물 리 

등의 활동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어 원  도입 정국가들에게 원 사업 수행에 

매력 인 학습의 장이 될 수 있음을 홍보하는 것이다. 특히 한국은 차세  원  

개발과 인재양성을 한 산․학․연 교육 인 라가 완벽히 갖추어 개발도상국 

원자력 인력양성의 최 지임을 강조한다.

  동 시회 개최를 한 사업범 는 아래와 같다.

- 지난 50년간의 원자력 인 라개발과 인력양성에 한 실 을 조사․분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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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가 지난 50년간에 축 한 원자력 인 라개발과 인력양성에 한 경험

과 지식을 홍보하는 6여 분간의 문 홍보 상물을 제작한다.

- 우리나라의 실 과 력방안을 알려주는 좌우 시패 을 제작하고 시회 효

과를 높이기 해 시품을 시한다.

- 시회를 한 시 리 렛 등 홍보물을 제작한다. 

IV. 연구개발 결과

    본 과제를 통해 Half a Century of Nuclear Energy Progress 주제로 6여 분 

간의 문 상물을 개발하 다. 상물의 내용을 도식화하여 함축 으로 알려주

는 시좌우 패  (각 3 x 2.5m) 즉 Korean Experience on Nuclear 

Infrastructure Development,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s Top Priority 를 

제작하여 시회 기간 동안 홍보하 다. 한 지난 50년간의 우리나라의 원자력 

이용개발 역사와 미래계획, 인력양성경험, IAEA  회원국과의 인력양성에 한 

력의지를 알리는 홍보 리 렛을 제작하 다. 한 시회의 효과를 극 화하기 

해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제작한 SMART 패 과 서울 학교 벤처 기업인 필로

소피아가 개발한 4+D Technology for Nuclear System Engineering PC 구동 동

상을 시품으로 채택하 다. 

                             

V.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본 과제로 개발한 시 홍보 상물은 원자력 국제회의, 문가그룹 워크 /세

미나 등에서 한국의 원자력 인 라 개발  인력양성을 홍보하는 자료로 활용할 

것이다. 시패 은 국제원자력교육훈련센터 등 원자력교육기 에서 외국인을 

상으로 국내 원자력 기술의 우수성을 알리는 홍보자료로 활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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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Project Title

   A Study on the IAEA Technical Exhibition on Growth and Development 

during Nuclear Half a Century in Korea 

II.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Nuclear power is becoming to receive ever more importance in its role in 

solving the impending issues of today such as the depletion of fossil fuels, 

sky-rocketing oil prices, water shortage and environmental devastation, and 

all these are of global and centurial questions related to human civilization. 

Today, more than 60 IAEA Member States have expressed their keen interest 

in introducing nuclear power plants. To make their plan into being, they 

ought to prepare in advance for the enactment of necessary legal framework, 

manpower training, the preparation of required infrastructure such as nuclear 

soft-wares and hard-wares. Korea is now ranked at the 6
th
position in terms 

of nuclear power generation by supplying 36% of nation’s power demand by 

operating 20 power reactors. It is necessary that Korea’s experience and 

relevant knowledge accumulated so far in the course of implementing nuclear 

projects for the past half a century can be informative and referential to 

newly emerging IAEA Member States that are trying to develop nuclear 

power sooner or late.

III.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The Republic of Korea is holding an exhibition to share the experience 

and relevant knowledge on the development of nuclear infrastructure including 

human resources with the IAEA Member States.  It is  on display at Booth 

No. 7-9, Ground Floor of Building C, VIC Rotunda for one week from 14 to 

18 September 2009. The exhibition, under the theme "Half a Centur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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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clear Energy Progress", puts emphasis on Korea’s experience and 

knowledge accumulated in the course of implementing nuclear power projects 

particularly in the development of nuclear infrastructure including human 

resources through the past half century. The experience and knowledge could 

serve as an invaluable model to the IAEA Member States that are interested 

in nuclear power projects. 

  This project covers development of display material for the exhibition as 

follows;

o Development of 6 minute video images titled 'Half a Century of Nuclear    

 Energy Progress' to be presented for the exhibition.

o Development of panels titled 'Korean Experience on Nuclear Infrastructure          

 Development',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s Top Priority',

o Selection of display materials, i.e., SAMRT Panel which is recently         

developed by the KAERI, 4+D Technology for Nuclear Systems Engineering   

  which is developed by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o Publication of exhibition brochure which explains the development of       

Korea's nuclear energy, Korea's experience with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nd closer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the IAEA,

o Publication of the exhibition invitation card.

IV. Result of the Project and Proposal for Applications

   The 13th Exhibition for the 53rd IAEA General Conference was held at 

the IAEA in Vienna. Many IAEA staffs and representatives form the IAEA 

Member States visited at the exhibition booth. They expressed that the 

Korean experience and knowledge on nuclear infrastructure development 

including human resources could be very useful and informative for their 

nuclear energy development plan. Therefore, the developed display materials 

such as 6 minute video film, panels for the exhibition will be utilized for the 

international events to be held in Korea. Particularly, these display materials 

will be very useful for the  propagation of the Korean experience and 

knowledge accumulated during 50 years in the development of nuclear 

infrastructure including human resources to the countries that are inter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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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nuclear power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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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 과제의 개요 

제 1  연구개발의 배경  필요성

   우리나라는 세계 6 의 원자력 발 국으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기술자립과정

을 거쳐 OPR 1000, APR 1400 한국표 형 원자로를 설계하여 건설하고 있으며, 

30 MW 연구용원자로인 HANARO의 자력 설계와 운  그리고 SMART, SFR, 

수소 생산 원자로 등 신형 원자로 설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이다. 이러한 

기술개발은 지속 으로 자격을 갖춘 문인력을 양성한 정부 정책 추진의 결과

이다. 그러므로 원자력 연구개발 50년, 원자력 발  30년의 인력양성, 연구․규제

기  설립운 , 기술자립과 장기 연구개발 등 특히 인 라 구축  경험과 기술 

역량을 IAEA 회원국들에게 극 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이산화탄소 감축과 

온난화로 인한 녹색 에 지기술로 재조정되고 있는 원자력 르네상스를 맞아  

세계 으로 신규 원자력 시장이 속히 팽창되고 있다[1]. 우리나라는 OPR 1000, 

연구용원자로, 소형원자로의 해외 시장 개척에 극 으로 나서고 있다. 원  

1기당 건설비용이 약 25억 달러로 원  시장 진출에 따른 경제  산업  효과는 

국가 경제와 국제 경쟁력 제고에 크게 향을  것이다. 그러므로 해외 시장 진

출을 해 신규 원  도입 정국가들이 필요로 하는 인 라 구축에 한국이 

극 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홍보하고 강조하여야 한다. 이를 해서는 

IAEA 총회에서 우리나라의 인력양성, 기술자립 등의 인 라 구축 경험을 시하

여 신규 원  도입국가와 기술 력을 강화하고 시장 진출과 연계하는 계기를 만

들어야 한다. 기술자립과 연구개발의 건은 자격을 갖춘 문 인력을 지속 으

로 양성하여야 하며 국가 정책의 연속성과 더불어 사회 반 으로 국민들과의 

함께하여야 한다.  탄소 녹색기술과 환경보호 한 국민의 복지, 삶의 질 향상

은 국가와 사회가 추구해야할 명제이다. 그러므로 이를 원자력 기술로 달성할 수 

있다는 원자력의 비 을 사회와 국민과 함께 공유하여야 한다. 

  이를 하여 원자력 인 라 구축은 평화  원자력 이용기술의 확 에 필수

인 사항이며, 원자력의 사회  수용성을 확보하고 문화 으로 사회가 원자력

을 받아들이는 데 크게 일조할 것이다[2]. 한 원자력으로부터 얻은 이익이 사

회, 문화 모든 분야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원  도입 정국들에

게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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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연구개발 목표  범

   제13차 IAEA 기술 시회에서 한국의 원자력 인 라 구축 (인력양성, 연구․

규제 기  설립 운 , 기술자립 등)경험과 신형로 개발 등의 기술 역량과 우수성

을 IAEA 회원국들에게 소개하고, 신규 원  도입 정국가들에게 IAEA와 력

을 통해 한국이 인 라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하여 이들 국가와의 력

을 강화하고 시장 진출에 기여한다. 한국의 경험을 토 로 OPR 1000, APR 

1400, SMART, HANARO 등 원자력 개발역사와 우수한 원자력기술의 역량과 

인 라에 한 홍보자료를 개발하여 2009년 IAEA 정기총회에 시함으로써 동 분

야에 해 한국의 력의지 강조한다.  동 시회 개최를 하여 지난 50년간의 원

자력 인 라개발과 인력양성에 한 실 을 조사․분석한다. 우리나라가 지난 50

년간에 축 한 원자력 인 라개발과 인력양성에 한 경험과 지식을 홍보하는 6

여 분간의 문 홍보 상물을 제작한다. 우리나라의 실 과 력방안을 알려주

는 좌우 시패 을 제작하고 시회 효과를 높이기 해 시품을 시한다. 

시회를 한 시 리 렛 등 홍보물을 제작한다.    

제 3  연구개발의 추진체계  추진방법

  한국이 1978년 최  원  도입하기까지 비사항과 지속 으로 원 을 확 해

오는 과정에서 체득한 인력양성, 연구  규제기  설립 운 , 기술자립 등을 

해 인 라 구축 과정을 제시한다. 인 라의 가장 핵심사항인 인력양성을 기반으

로 원  가동률 1   SMART, SFR, 수소 생산 원자로 등 신형 원자로개발 

능력을 확보하 음 강조한다. IAEA 회원국의 신규 원  도입 인 라구축에 인

력양성과 교육훈련을 심으로 한국이 극 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

안한다. 시체계, 내용, 방법, 시물 등의 개발을 해 각계 자문단 구성을 구

성  운 한다. 시물( 넬, 동 상 등) 체계, 내용  세부 추진 략은 정부와 

긴 히 의․추진한다. 

  스토리 개 방식으로 홍보동 상(주제 동 상 6~7분) 아래와 같이 서론, 본

론, 결론을 개발한다.

o 서론 :  탄소 녹색기술로 재조명 받고 있는 원자력발 , 안 한 리로 국

민 신뢰 획득을 통한 지속 가능성 제고, 국민의 복지 향상과 삶의 질 향상, 미

래 수소 경제 시  구  등 원자력의 요성을 부각시키고, IAEA 회원국들이 



- 3 -

원  도입을 계획하고 착수하고 있는 원자력 르네상스 시기 도래를 강조한다

[3].

o 본론 : 한국이 최  원  도입, 지속 인 원  확 하는 과정에서 겪은 인력

양성, 연구 규제기  설립운 , 기술자립, 신형 원자로 개발 소개하고 원  설

계, 건설, 운 능력뿐 만 아니라 안 규제  핵 투명성도 세계 인 수 임을 

부각, 특히 인 라 구축분야를 인력양성/교육훈련을 심으로 정부조직  규제

/ 리, 핵 비확산과 보장조치, 부지선정/환경평가, 안 과 비상 응, 폐기물 리 

등의 분야에서 원자력 반세기 동안의 성장과 도약을  소개한다.

o 결론 : IAEA 회원국들에게 신규 원  도입 인 라 구축에 한국이 기여할 수 

있는 방안 제안한다.

  인 라개발 한국의 여량을 나타내는 보조 동 상과 시패 을 개발하여 

시한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설립 50주년에서 제작된 SMART 등 신형 원자로 

시품을 시한다. 기술 시회 기념품, 4단 리 렛, 부스 등의 제작  설치한

다. 시회 비 추진체계는 아래 그림과 같다. 

           

제 13차 IAEA 기술 시회 개최

  • 동 상 시나리오 구성  제작

  • 패   시품 제작

• 한국의 최 원  도입  확 ,

 인력양성, 기술자립, 신형로

 개발 인 라 구축 경험자료

 수집ㆍ정리

• IAEA 회원국에게 한국이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도출

자문 원단 구성

(MEST,산업체,

연구ㆍ규제기 ,

학 등)

    [ 그림 1 ]  연구개발 추진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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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원자력 인 라개발  인력양성 

자료․분석

제 1  지난 50년간의 원자력 이용개발

  원자력은 지난 50여 년 간 우리나라를 비롯한 원 보유 국가들의 경제성장을 

가능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제 화석연료의 고갈과 고 유가, 물 부족을 해결

하기 한 수단으로 녹색성장의 에 지원으로 원자력발 이 하나의 해결방안으

로 떠오르고 있다. 근래 60개 이상의 IAEA회원국이 원  도입을 신 히 고려하

고 있으며, IAEA에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4]. 원  도입 정국의 심사는 원  

도입에 필수 인 국가의 인 라를 갖추는 것이다.

   이에 응하여 IAEA는 산업 인 라, 법  규제 인 라, 안   보안 인

라, 인력  재정 인 라 등 19개 이슈를 개발하여 기술과 평가기 에 한 지침

서들을 꾸 히 개발하 다[3]. IAEA는 기술회의, 문가 견, 훈련과정 제공 등 

을 통해 회원국의 인 라 구축을 한 능력함양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은 년이 원자력 이용개발을 착수한 50년, 원자력 발 을 한지 30년이 

되는 뜻 깊은 해이다. 자원 빈국인 한국은 원자력발 이 국가 경제발 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원동력이 되었다[5]. 1962년 연구용 원자로 도입, 1978년 최  원

 운  이래 기술자립과정을 거치면서 30MW 연구용원자로 자력설계 운 , 한

국표 형원 인 OPR 1000, APR 1400을 건설 운 하고 있으며 체 력양의 

36%를 원자력으로 생산하여 세계 1 의 원  가동율을 달성하고 세계 6 의 원

자력 발 국이 되었다. 2008년도에 2030년까지 국가 력생산량의 59%를 원자력

발 으로 충당하는 '국가에 지 기본계획'을 발표하 다. 지 까지 축 된 기술

을 바탕으로 한국은 물 부족을 해결하는 소형원자로 SMART를 개발 이며, 

․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을 건설 이다. 이제 한국은 열수력 실증 시험

시설인 ATLAS를 갖추고, 차세  원자로인 SFR와 수소생산로 설계, 이로 

로세싱 공정개발, RT 융합기술 등 미래 원자력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한 

INPRO, GEN-IV, GNEP, ITER등 국제원자력 공동연구와 력사업에 극 으

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실 은 국민과의 합의를 바탕으로 인력양성을 

통해 기술 인 라를 축 하여 안 성과 안 규제 등 핵투명성을 세계 인 수

으로 높혔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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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원자력 인 라 개발 경험     

   지난 30년간 지속 인 원 건설과 기술자립으로 설계, 건설  운  능력에서 

산업기술의 신을 이루었다[6]. 원자력은 다음 세 의 경제발 과 삶의 질 향상

을 한 우리의 미래입니다. 원자력이 에 지원으로 사용되기 해서는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국민들로부터 신뢰이며 정부의 원자력 평화  이용개발에 한 강

력한 의지와 지도력이 필요하다.

   한국이 1959년 가장 먼  착수한 사업은 원자력의 평화  이용 연구개발을 

한 인력양성사업이다. 미래 원자력인력양성을 해 이미 1959년 한국원자력연

구원과 학에 원자력공학과를 설립하여 핵심 인재양성에 비하 으며, 1960년

 은 과학기술자를 선진국으로 교육을 보냈다. 이들이 핵심요원으로 성장하여 

1970년  해외로부터 원  기술을 도입하고 산업 장에 기술을 하는 모태가 

되었다. 이어 장에서 운 기술을 숙지하고 기자재 제조 인 라를 단계별로 갖

추면서 1980년 반에는 산학연이 동하여 원  기술자립계획을 실행에 옮겨 

원  기술자립을 성공 으로 달성하 다[7].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수로 핵연료 설계, 경수로 핵연료 설계, NSSS 설계, 

원  안 평가 코드 등 원  핵심기술을 개발하 으며 이를 원자력산업체에 이

하 다[8]. 1990년 원자력 규제 문기 으로 KINS를 설립하여 원 의 안  심

사, 인허가, 검사의 투명성을 제고하 으며, 방사선 방호, 실시간 환경 감시, 비상

방재 능력을 감독하는 능력을 획기 으로 발 시켜 원자력이 한층 더 국민의 신

뢰를 얻는 계기를 만들었다. 한 1975년 IAEA와 면안 조치 정을 체결한 

이래 1994년 원자력 통제기술센터를 설립하 으며 1996년 IAEA 추가 의정서에 

서명하고, 2004년 KAINAC으로 확  개편되어 수출입 통제 등 한국의 원자력 

투명성을 높혔다. 국제 Safeguards 수, 핵비확산의 국제규범 수, 핵 투명성과 

련된 국제 력 강화는 국민들로부터 원자력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반드시 필

요한 기반이다[9] [10]. 원자력 산업체 한 KHNP 운 자를 심으로 원  건설

을 지속 으로 추진함으로 건설공법을 획기 으로 향상시키고 안 성을 바탕으

로 건설 공기를 세계 최고 수 으로 단축하 다. OPR 1000, APR 1400의 설계와 

주기기 생산 비용을 낮추어 세계 최고 수 임을 인정받아 원  건설의 경재성을 

확보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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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원자력 인력양성과 IAEA와의 력

   한국의 원 도입에서 기술자립에 이르기까지의 원동력은 국민으로 부터의 신

뢰, 정부의 의지, 인력양성, 단계별 사업 리, 재원의 확보가 가장 요한 성공요

인이었다. 특히 인력양성과 지속 인 연구개발과 한 정부의 의지와 국민의 신

뢰가 필요하다. 이제 한국은 원자력 반세기를 맞이하여  탄소 녹색성장의 에

지원으로 원자력의 도약기를 맞이하고 있다.  

   한국은 원  도입의 핵심 인 라가 인력양성임을 체득하면서 우리의 경험을 

IAEA 신규 원  도입 회원국과 공유하고자 2000년 부터 노력하 다. 1997년 

KAERI 교육센터는 IAEA로부터 우수 국제연수원으로 인정을 받고 2002년 국제

원자력교육훈련센터를 설립하여 IAEA 훈련과정을 활발히 유치하고 있다. 2003년 

IAEA와 함께 WNU설립의 기 를 제공하 습니다. 2007년에는 아시아에서 최

로 제3회 WNU여름학교를 유치하여 35개국 원자력 은 과학기술자와 함께 한

국의 경험을 공유하 다. 

   은 과학기술자의 원자력계 종사기피와 문 인력의 노령화로 인한 원자력

지식 리의 우려에 IAEA와 공동으로 응하기 해 2003년 IAEA와 함께 아사

아 원자력교육훈련네트워크(ANENT)구축에 착수하여 IT기술을 목한 원자력 

온라인 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2009년 4월 성공 인 ANENT사업을 

IAEA와 함께 타 지역으로 확 하고, 발 시키기 해 약 (PA)를 체결하 다

[11]. 한국은 RCARO와 KONICOF를 설립하여 IAEA회원국들에게 한국에서 장

학생훈련, 훈련과정, 과학자방문을 할수 있도록 극 으로 력하고 있다. 한국

은 2008년부터 KAERI는 원자력 기술융합  특성을 고려하여 원자력 인 라를 

지원하는 외국인 상 석·박사 장기 교육 로그램을 오 하 습니다. 원자력 

R&D 핵심요원 교육기 으로 정부 출연연구소로서는 유일하게 우수기  인증서

를 획득하 다. 

   2008년 KINS에 설립된 국제원자력안 학교는 2009년 외국인 상 국제 안  

규제 석사과정을 오 하 다[2]. 한 GNEP에 참가하여 신규 원  도입 정국

의 HRD분야의 인 라 구축 지원활동에 극 으로 참여할 것이다. 한국은 원  

인 라 구축의 핵심인 인력양성을 해 IAEA를 비롯한 회원국 모두와 함께 

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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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기술 시회 연구개발 수행 내용

제 1  기술 시회 홍보 개요  략

   최근  세계 으로 원자력 로그램 도입이 확  추세에 있어 원자력 인

라 구축이 IAEA와 회원국들의 주요 심사이다. 따라서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가 1978년 최  원자력발 소를 도입하기 한 비과정과 이후 재까

지 지속 으로 원 을 확 해오는 과정에서 겪었던 ‘인력양성, 연구․규제기 설

립 운 , 기술자립’ 과정을 회원국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상물과 시물을 

비한다. 단순히 우리나라의 홍보차원이 아니라, 원자력 로그램의 도입 경험과 

기여의지를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TEXT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시자료를 제작

한다. 시 주제와 부제는 아래와 같이 결정하 다.

  o 시 주제 : 한국의 원자력 개발 반세기

                (Half a Century of Nuclear Energy Progress)

  o 시 부제 : 한국의 원자력 인 라개발 경험

                (Korean Experience on Nuclear Infrastructure Development)

                인력양성이 최우선 순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s Top Priority)

  상물은 지난 50년간 원자력 인 라개발에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과 투자한 

의지를 보여 다. 한 지난 30년간 지속 으로 원 건설과 기술자립으로 설계, 

건설  운  능력뿐만 아니라 안 규제  핵투명성도 세계 인 수 이라는 

을 부각시켜 우리나라의 원자력 기술능력을 보여 다. 특히 원자력 인 라 구축

을 해 비해야 할 사항을 한국의 경험을 토 로 제시하며, IAEA 회원국의 

신규 원 도입 인 라구축에 한국이 극 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그

러므로 2009년 제53차 IAEA 정기총회 한국 기술 시회 시개념은 아래와 같

다.

첫째, 한국의 지난 반세기 동안 이룩한 성과 특히 원자력 인 라 개발과 인력양

성 경험을 IAEA 회원국들에게 소개하고,

둘째, 세계 6 의 원자력 발 국으로 성장한 배경이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과 인

력양성에의 투자 음을 설명하며,

셋째, 한국은 원자력의 모든 분야 즉 설계, 인허가, 건설, 운 , 폐기물 리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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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어 원  도입 정국가들에게 원 사업 수행에 매력

인 학습의 장이 될 수 있음을 홍보하며,

넷째, 특히 한국은 차세  원  개발과 인재양성을 한 산․학․연 교육 인 라

가 완벽히 갖추어 개발도상국 원자력 인력양성의 최 지임을 강조한다. 

제 2  기술 시회 홍보물

기술 시회 홍보물 내역은 아래와 같다.

o 홍보 동 상 상  : 형 LED 55" TV를 통해 한국의 지난 50년간의 원자력 

개    발 경험에 한 동 상을 상 한다. LED 55" TV는 비엔나 지 삼성 자 

법인    으로부터 여를 받아 사용한다.

o 시패  : 3x2.5m 시패 을 제작한다. 좌측 패 은 한국의 원자력 인 라   

 개발 경험, 좌측 패 은 인 라 개발의 최우선 순 인 인력양성에 한 IAEA  

  와 회원국들과 력할 의지를 천명한다. 

o 시물 : 3종의 시물을 아래와 같이 비한다.

  - SMART 패  : 2009년 한국원자력연구원 창립 50주년을 기념하여 최근 제

작      으며 력생산과 담수화를 보여주며 방문자들과 interactive 가능한    

      SMART 패 을 시한다.

  - 4+D Technology for Nuclear Systems Engineering PC 구동 동 상 : 서울

     학교 벤처기업인 필로소피아가 개발하 으며, 원  설계, 건설, 운   

보     수,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4차원 동 상을 PC 모니터로 보여 다.

  - 한지공  : 한국 기역사 120년의 역사를 보여 다. 우리나라 에 지 발   

   역사를 4단계로 나 어 즉 불-호롱불-최 기-원자력 시 를 닥종이 인형으  

   로 제작한다.

0 홍보인쇄물 : 시홍보 인쇄물로 4단 리 렛을 제작한다. 한 시물 설명    

 서들도 비한다. 기  홍보 인쇄물도 비한다. 기념품도 다양하게 비한     

다.

제 3  기술 시회 홍보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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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회 기간 동안 2x9m 홍보부스 앙에 홍보 동 상 LED 55" TV를 배치

하여 한지공 인형을 배치하여 람자들의 흥미를 유발하도록 시한다. 시장 

우측 면에 4+D Technology for Nuclear Systems Engineering PC구동 동 상

을 상 한다. 주 동 상은 지속 으로 반복 상 하여 극 으로 홍보한다. 시 

람자들에게 기념품으로 신분증 목걸이, 4GB USB를 배포한다. 각국의 향력 

있는 표들에게는 한국원자력연구원 벤처 제품인 화장품, 비  등을 특별 기념

품으로 배포한다. 시회 리 렛외 시품 설명 자료, 기 홍보 책자를 람자들

에게 배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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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기술 시회 연구개발 수행 결과

제 1  기술 시회 홍보 동 상 

 1.  주 제

 ‘한국의 원자력 개발 반세기 - 원자력 인 라개발과 인력양성 경험 (Half a 

Century of Nuclear Energy Progress - Korean Experience on Nuclear 

Infrastructure Development,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s Top Priority)'

를 주제와 부제로 정하 다. 

 2.  상 시간 : 6분 5

 

 3.  상구성

 홍보 동 상은 롤로그, 본문, 에필로그로 구성되었다.

  가. 롤로그

  성에서 본 지구, 갈라진 땅, 무 지는 빙하, 넘치는 도 지구 온난화의 를 

보여주며, 화면이 환되어 한국의 상징인 북치는 다이나믹 코리아를 보여 다. 

이어 숲, 맑은 하늘, 아이들 모습, 청정한 미래들이 한국 지도 로 수렴된다. 이

어 원자력 르네상스를 한국이 함께 이끌어 가는 의지를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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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본문 1 원자력 신화의 핵심 인력양성

  한국의 50년  말과 60년  사회경제 으로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원자력에 

한 혜안을 갖고 국가차원의 지원과 개발에 노력을 아끼지 않았음을 보여 다. 

원자력 법 제정, 학원자력공학과 신설, 연구기  설립, 오늘날 한국의 원자력 

이용개발의 기반이 인력양성에 투자한 결과 음을 화면으로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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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본문 2 세계 6 의 원자력 강국 기 이 만들어지다

  1978년 원  도입과 함께 지속 인 원자력발 소 건설로 경험과 지식을 축

한 후 1990년  원자력 기술자립에 성공한 내용을 화면으로 보여 다. 한국의 

원자력 이용개발 4단계 즉 기술도입기, 기술축 기, 기술자립기, 미래원자로 개발

에 한 내용을 생동감 있게 보여 다[8]. 한 기술자립의 결실로 원자력 수출

로 이어지는 내용을 소개한다.

  라. 본문 3 한국의 원자력 미래 - 강력한 인 라와 미래원자로 개발

  한국의 재 건설 인 APR 1400과 개발 인 다목  원자로 SMART를 소개

한다. 한 미래를 비히여 개발하고 있는 SFR, VHTR과 Pyro-Process 

Technology를 소개한다[12] [13]. 이어 한국이 모든 분야 즉, 설계, 인허가, 건설, 

운 , 폐기물 리 등의 활동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어 원  도입 정국가들에게 

매력 인 학습의 장이 될 수 있음을 소개한다. 한 KAERI 원자력교육센터, 

KINS 국제원자력안 학교, KHNP 원자력교육원이 IAEA와 인력양성에 력하

고 있음을 회원국들에게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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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에필로그

  자막으로 인 자원이 원자력인 라 개발의 핵심임을 알리며, IAEA사무총장과 

교육과학기술부장 이 함께 손잡는 장면으로 원자력 미래를 개척하는 힘으로 한

국이 회원국과 함께 함을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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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DEO AUDIO

프롤로그

#위성에서 본 지구 

  돌아가면서 점점 커진다.

# 곳곳에 위기상징그림들.

(갈라진땅,/ 무너지는 빙하/

넘치는 파도/ 전쟁)

#화면 전환되고,

#원자력 상징그림.

#한국 북채쥔 타이트 부감.

#북 울리고,

#숲, 맑은 하늘, 아이들 모습.  

  청정한 미래 상징 그림들.

#한국지도 위로 수렴된다.

1.전 지구적 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

Depletion of fossil fuel./

Climate Change./

The Earth needs a New Energy 

Paradigm.///

  원자력 르네상스 시대를

  한국이 이끌어갑니다.

Korea is leading the Era of Nuclear 

Renaissance./// 

타이틀
      원자력개발 반세기

(Half a Century of Nuclear Energy Progress)

#미속촬영분, 

 한국의 경제력 상징하는

#그 위로 원자 상징하는 t.s

#원자력발전소로 바뀌고.

#해상, 원유 수송하는.

#빌딩세워지는

#도약과 발전을 상징하는

 그림들.

#발전소 안의 원자료 그림.

#핵폭발하는 불꽃.

 

2. 오늘날, 자타가 인정하는 

   세계 14위의 경제대국이자

   IT 강국으로 일어선 한국-. 

   세계사에 기록된 한강의 기적,        

   그 배경에는 원자력이 있습니다.

 

Korea./ 

A Major Economic Player/

Unrivaled in Information Technology./ 

The nation that achieved the Miracle of 

4. 동 상 시나리오

 이상과 같은 동 상 구성안으로 국내 원자력 원로, 정부기 , 시나리오  상 

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아 개발한 동 상 국․ 문 시나리오는 아래와 같다.

 

  < 표 1 >  동 상 시나리오 



- 16 -

the Han River.//

The driving force of Korea is the 

power of Nuclear Energy//

브릿지

  원자력신화의 핵심, 인력양성

(Legend of Nuclear Energy Development, Driven by Investment 

in Human Resources)

#청와대 Z.O 빠지면,

#역대 대통령 일하는 모습

  현재부터 역순으로 보여지고

#이승만 흑백사진으로 바뀌면,

#전쟁관련 폐허사진.

  아이울고, 부서진 건물들.

#제헌의회 자신.

#법안가결, 의사봉 내리치는 

#원자력원 최초설립 자료

#사람들 pan 

#연구하는 사람들c.u 위주로

 f.s. 섞어서.

 (원자력관련다양한 분야가

 다 보일수 있도록.)

 ** 점층적인 느낌 살려서.

3. 한국의 원자력신화를 가능하게 한 

   힘은 바로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과    

   인력양성에의 의지였습니다.

 The Korean legend of Nuclear Energy 

Development began with the futuristic 

vision and the strong leadership of the 

Korean government.///

4. 1950년대 후반.

   전쟁의 상흔 속에서도

   한국은 원자력 법안을 제정하고,

   원자력원을 설립하는 등 

   원자력 개발에 매진했습니다.

 In the late 1950s, after the Korean 

War, the government legislated the 

Atomic Energy Act and established the  

Office of Atomic Energy laying the 

foundation for the birth of nuclear 

industry in Korea.  

5. 개발의 핵심은 바로 인력양성-.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 80불, 

   연간 수출액 2천 만 불에 불과하던 

   상황에서도, 1959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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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음과 함께 

#50년대 비행장 떠나는 

 사람들 모습.

#대학 원자력공학과

 (한양대, 서울대등)

#원자력연구원, 

원자력교육센터 관련자료.

(현판달고../ 시삽하고/준공)

#트리가 MARK I,II 관련사진.

#미국 GA사관계자와 건설

현장 둘러보는 박철재 등.

   매년 수십 명의 인력을

   원자력 선진국에 파견해 

   연구력을 키웠습니다.

 The focus of investment was on 

human resources.  

From 1959 on, selected teams of 

researchers and engineers were 

dispatched to advanced countries to 

learn the basic nuclear technology.

6. 대학에 원자력 공학과를 만들고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설립한 것도

  바로 그 무렵.

  1967년에 설립된 산하 원자력 연수원은

  원자력 인력양성의 산실이었습니다.

  당시 R&D 예산의 4분의 1이 

  원자력 연구에 투자됐을 정도입니다.

 Universities established departments 

of nuclear engineering and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KAERI) was set up. Its subsidiary, the 

Nuclear Training Center, established in 

1967: it became the incubator for 

brains of nuclear energy industry./ One 

fourth of nation's R&D budget was 

injected into nuclear energy research.  

   

브릿지
  기적이 만들어지다.- 세계 6위의 원전강국 한국

(Miracle of Korea, World's 6th Power in Nuclear Energy)

#시간빠르게 흘러가는 이미지.

(역사적 사실들 중간중간 

7. 1978년, 한국은 첫 번째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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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지고.)

#그 위로 연도 나타내는 숫자, 

 디지털 표시로 빠르게 

 바뀐다.

#1978년에 멈추면,

#화면 고리 발전소 준공식

 장면 몇 컷,

#연구개발노력하는 모습들

#HANARO 원자로 관련자료

#OPR1000 관련자료

(화면효과 힘찬 것으로 쓰고)

#대학, 학생들 모습들.

#연구하는 다양한 모습들

#기술력의 4단계 C .G 

(기술도입기~ 기술자립기)

#한국의 기술력 상징하는

이미지그림.

(휴대폰, 초고속통신망, 

반도체, LED, 등 첨단 과학기

술 상품들 이미지포함)

#비상하는 한국의

 이미지

#한국지도 3D로 훑어지면,

#C.G. 원자력발전소

#이름들 소개되고.

    20여년 뒤인 1995년에는 

    연구용 원자로인 HANARO를,

    1998년에는 한국표준형 원전

    (Korean Standard Nuclear Power 

    Plant, OPR 1000)을 건설해 세계를 

    놀라게 합니다.

 In 1978, Korea built its first nuclear 

power plant.//

About 20 years late in 1995, Korea 

presented Hanaro, the nuclear reactor 

for research purposes //

And in 1998, the world was in awe as 

Korea showcases the first Korean 

Standard Nuclear Power Plant, the 

OPR 1000, thanks to the emphasis 

and investment made in manpower 

development.///

8. 세계에서 가장 짧은 기간에 

    가장 적은 재원으로 이룩한  

    기술자립의 신기원이었습니다.

 These were historical records because 

technology self-reliance was achieved 

in a very short time with the minimum  

resources. ///   

9. 현재 설비용량 17,716MWe,

    20기의 원전을 보유하고, 

    전력수요의 36%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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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자막으로

  전체 설비용량,

  원전갯수,

  전력공급중 원자력퍼센트

  표시되고.

#사람들 행복한 한국 한 가족,

 밝은 표정의 생활을 즐기는

사람들

#밤, 하나둘 불밝히는 도시.

#원전 건설중인.

#원자력 발전소 전경

 부감에 

# C.G 관련 인프라.

 부문별로 표시되면.

#수출항구모습

#컨테이너 표시되고,

#대외협력하는 모습

 - 기술인력,

 - 원자로, 증기발생기

(중국, 미국 등 수출한 발전소

모습)

    원자력으로 충당하는 

    세계 6위의 원전강국 한국.

 Currently, Korea has operation 

capacity of 17,716 MW with 20 nuclear 

power reactors supplying 36% of 

nation's electricity.  Korea now ranks 

6th in the world in nuclear power 

generation.

10.  한국은  세계 각국에 설계와 

연료분야의 기술과 인력, 원자로와 

증기발생기 등, 주기기를 수출까지 하고 

있습니다.

 Korea is currently exporting its 

know-how in nuclear design, fuel 

technology and personnel 

management, as well as major 

equipments such as nuclear reactor 

and steam generators to many 

countries in the world. 

브릿지

  한국 원자력의 미래 (The Future of Nuclear Energy in Korea)

 - 차세대 원전과 차세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인프라 -

   (Development of Next-generation Power Plants & Strong 

    Infrastructure)
#달리기하는 한국인 주자

#골프치고/김연아등

 스포츠 스타.

#각각의 이미지 사이로,

 연구하고 건설하고 교육하는

 원자력 관련영상

 CUT BACK으로 들어간다.

#APR1400모습

11. 한국의 도전은 멈추지 않습니다.

 And yet, Korea continues to test its 

limits. 

12.  안전성과 경제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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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된 내용 C.G.

#스마트, SFR, VHTR,

파이로 프로세싱 공정관련 

이미지들. 

#‘통합형 원자로계통 구조건전

성 감시시스템(I-NIMS)’

*** 각각 보여지다가

화면분할 돼서 다양하게 

변환된다.

#원전 설계, 인허가, 건설, 운

영, 폐기물처분장 건설 및 관

리 장면

#각각 교육받는

 다양한 국가사람들 C.U

 (히잡쓴 무슬림부터 인도여인

등등..)

    대폭 향상된 1400MW급 원자로,     

 APR1400을 개발하여 건설 중입니다.

    또한 일체형 다목적 원자로 SMART 

    및 SFR와, VHTR, 파이로 프로세싱 

    공정개발 등, 차세대 원자력         

    기술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A group of Korean designed nuclear 

reactors, APR 1400 are under 

construction with improved safety and 

efficiency. We are also developing 

SMART(System-integrated Modular 

Advanced Reactor) for electricity 

generation and desalination, a series 

of advanced nuclear energy systems 

such as SFR (Sodium-cooled Fast 

Reactor), VHTR (Very High 

Temperature Gas-cooled Reactor), and 

pyro-processing technology. 

13. 이와 같이 한국은 원자력의 모든 

분야 즉, 설계, 인허가, 건설, 운영, 

폐기물 관리 등의 활동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어, 원전도입 예정국가들에게 

원전사업 수행에 대한 매력적인 학습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Now, Korea has become a place 

where all activities of nuclear power 

plant life cycle, including research, 

design, licensing, construction, 

operation and waste management are 

actively taking place. This offers a 

practical education and a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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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국제원자력교육센터 전경

#교육하는 모습

#해외교육생 졸업식사진 등.

 스틸사진 컷컷 표시해주고,

#각국 깃발들

#KINS, 규제인력교육장면

(교육장면에 자막으로

KINS 표시해주고

#KHNP 교육 및 자막 표시

#대학에서 함께 연구하는

#악수하는 이미지 샷.

#IAEA 회의장면.

(최근 의장장면))

#2009년 4월 PA 체결장면

(양명승 원장)

#컴퓨터 온라인 페이지

#외국인들 클릭하면,

environment that attracts Member 

States to introduce nuclear power.   

 

14. KEARI 산하 원자력 교육센터는 

    회원국의 R&D 인력교육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국제원자력교육센터를 운영해.

    이미 2백 여 명의 해외교육생을 

    배출한 바 있습니다.

 The Nuclear Training and Education 

Center of KAERI offers training 

programs to researchers from IAEA 

Member States. Already, more than 

200 scholars from overseas completed 

their courses at the Center.  

15. KINS 국제원자력안전학교에서는

    규제인력을, KHNP에선 원자력발전

    운영인력을 교육하고,

    대학에선 회원국의 우수학생들에게

    전문가로 성장할 기회를 줍니다.  

 The International Nuclear Safety 

School (KINS) trains experts on 

monitoring and regulations, whereas 

Korea Hydro and Nuclear Power 

Company is devoted to training 

professionals responsible for 

maintaining nuclear power plants.   

16. IAEA와 함께 구축한 아시아원자력    

    교육훈련네트워크(ANENT)와 아시아  

    원자력안전네트워크(ANSN)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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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살 빠른 속도로

 흘러간다.

#빛살이 확 터지면서

 온라인 강의하는 온라인 다른

 쪽의 모습 

#서로어깨동무등, 친한 듯 

 보이는 동남아와 우리나라 

 사람들 이미지. 퀵 Z.O

 사람들 F.S (C.G로 만들기)

    원자력 온라인교육과 회원국 간      

    기술협력 및 인재양성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The Asian Nuclear Safety Network and 

Asian Network for Education in Nuclear 

Technology, which were set up in 

conjunction with IAEA, are providing 

on-line training and education as well 

as opening new possibilities for 

cooperation in the areas of technology 

and human resources. 

브릿지
  원자력을 미래를 개척하는 힘으로,- 한국이 함께 합니다.

(Let Nuclear Energy Lead Us into the Future - Join Korea)

에필로그

#자막으로 Human resources 

is the core of nuclear 

infrastructure development.

나오도록

#미래지향적 뛰어노는 아이들,

#운동하는 청소년,

#공부하는 대학생,

#일하는 근로자,

#지구의 미래와

 깨끗한 지구 환경 등

#녹색성장관련 이미지

#회원국들 회의장에 

 도열해 있는

#IAEA 사무총장과

 교과부 장관 악수하는 이미지

#자동차 힘차게 달리는 

 이미지.

#광활하게 뚫린 길.

#녹색 미래 상징하는

 그림들로 DISS.

17. 한국은 우리가 이룩한 성과를        

    토대로,

    원자력의 가능성을 세계와 

    공유하려 합니다. 

 And now, Korea offers to share its 

experience and the infinite possibilities 

of nuclear energy with the World. //

18. 한국은 IAEA와 손잡고 원자력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밝은 미래를 위한 원자력 이용개발.

 Korea and IAEA will join hands to 

write a new chapter in the histor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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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

The Nuclear Energy for a Better 

Future./// 

끝타이틀
감사합니다.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롤로그, 원자력 개발신화-인력양성투자, 원자력세계 6 의 강국, 미래 원자로 

개발과 강력한 인 라, 에필로그로 등으로 구성된 문 시나리오 내용은 아래와 

같다. 

 

Half a Century of Nuclear Energy Progress

Revision 11 - 0818 

(Narration for a 6-minute video to be presented on the occasion of 

an Exhibition for the Korea-IAEA Cooperation, 14-18 September 

2009, IAEA, Vienna, Austria)  

- Prologue -

1. Depletion of fossil fuels./

Climate Change./

The Earth needs a New Energy Paradigm.///

Korea is leading the Era of Nuclear Renaissance.///

 

(Title : Half a Century of Nuclear Energy Progress)

2. Korea./ 

A Major Economic Player/

Unrivaled in Information Technology./ 

The nation that achieved the Miracle of the Han River.//

The driving force of Korea is the power of Nuclear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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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end of Nuclear Energy Development, Driven by Investment in 

Human Resources)

3. The Korean legend of Nuclear Energy Development began with the 

futuristic vision and the strong leadership of the government.///

4. In the late 1950s, after the Korean War, the government legislated 

the Atomic Energy Act and established the Office of Atomic Energy 

laying the foundation for the birth of the nuclear industry in Korea.  

5. The focus of investment was on human resources.  

From 1959 on, selected teams of researchers and engineers were 

dispatched to advanced countries to learn the basic nuclear 

technology. 

6. Universities established departments of nuclear engineering, and 

the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KAERI) was set up. Its 

subsidiary, the Nuclear Training Center, established in 1967; it 

became the incubator for the brains of the nuclear energy industry./ 

One fourth of nation's R&D budget was injected into nuclear energy 

research.  

(Miracle of Korea, World's 6th Power in Nuclear Energy)

7. In 1978, Korea built its first nuclear power plant.//

About 20 years later in 1995, Korea presented Hanaro, the nuclear 

reactor for research purposes.//

And in 1998, the world was in awe as Korea showcases the first 

Korean Standard Nuclear Power Plant, the OPR 1000, thanks to the 

emphasis and investment made in manpower development.///

8. These were historical records because technology self-reliance 

was achieved in a very short time with the minimum resour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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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Currently, Korea has operation capacity of 17,716 MWe with 20 

nuclear power reactors supplying 36% of nation's electricity.  Korea 

now ranks 6th in the world in nuclear power generation. 

10. Korea is currently exporting its know-how in nuclear design, fuel 

technology and personnel management, as well as major equipments 

such as nuclear reactor and steam generators to many countries in 

the world. 

(The Future of Nuclear Energy in Korea - Development of Future 

Reactor Technology & Strong Infrastructure)

11. And yet, Korea continues to test its limits.

12. A group of Korean designed nuclear reactors, APR 1400 are 

under construction with improved safety and efficiency. We are also 

developing SMART (System-integrated Modular Advanced ReacTor) 

for electricity generation and desalination, and a series of advanced 

nuclear energy systems such as SFR (Sodium-cooled Fast Reactor), 

VHTR (Very High Temperature gas-cooled Reactor), and 

pyro-processing technology.

13. Now, Korea has become a place where all activities of nuclear 

power plant life cycle, including research, design, licensing, 

construction, operation and waste management are actively taking 

place. This offers a practical education and a training environment 

that attracts Member States to introduce nuclear power. 

14. The Nuclear Training and Education Center of KAERI offers 

training programs to researchers from IAEA Member States. Already, 

more than 200 scholars from overseas completed their courses at 

the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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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The International Nuclear Safety School (KINS) trains experts on 

monitoring and regulations, whereas Korea Hydro and Nuclear Power 

Company is devoted to training professionals responsible for 

maintaining nuclear power plants.   

16.  The Asian Nuclear Safety Network and Asian Network for 

Education in Nuclear Technology, which were set up in conjunction 

with IAEA, are providing on-line training and education as well as 

opening new possibilities for cooperation in the areas of technology 

and human resources.

- Epilogue - 

17. And now, Korea offers to share its experience and the infinite 

possibilities of nuclear energy with the World. //

(17번 나오는 영상에 아래 영문 자막 넣음

 Human resources is the core of nuclear infrastructure development 

브릿지 아님)

18. Korea and IAEA will join hands to write a new chapter in the 

history of energy./

The Nuclear Energy for a Better Future.///

(The Nuclear Energy for a Better Future)

Thank you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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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기술 시회 시패

  1.  시패  구성

  시패 은 시회 부제를 심으로 2개를 제작하 다. 좌측 주제는 한국의 원

자력 인 라개발, 우측은 인력양성이 인 라개발의 핵심이라는 내용으로 패 을 

표 한다.

  2.  좌측패  내용

   Korean Experience on Nuclear Infrastructure Development 지난 50년 간의 

원자력 법, 기 , 제도, 인력 등의 인 라 개발 내용을 기술 단계별, 년 별로 표

하 다[6] [7]. 

 

 [ 그림 2 ]  좌측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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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측패  내용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s Top Priority가 인 라개발의 핵심임을 알리

는 내용이다. 한국이 구축한 산․학․연 원자력인력양성 인 라 즉 KAERI 원자

력교육센터, KINS 국제원자력안 학교, KHNP 원자력교육원, 학의 원자력공학

과가 개발도상국 원자력요원양성에 IAEA 련 부서와 력하는 의지를 표 하

다.

 [ 그림 3 ]  우측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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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기술 시회 홍보 시물 

  시회 홍보 시물은 SMART 패 , 4+D technology for Nuclear Systems 

Engineering PC구동 동 상, 한국의 에 지 역사 한지 인형으로 3가지로 구성되

었다.

  1.  SMART (일체형 원자로) 패

  2009년 한국원자력연구원 설립 50주년을 맞이하여 1000x150x1500mm로 제작

한 력생산과 해수담수화가 가능한 일체형원자로 페 , 물이 나오고 력을 생

산하는 사람과 인터페이스 기능을 갖춘 모형물이다. SMART는 원자노심, 증기

발생기, 냉각재펌 , 가압기 등 주요 원자로 기기들이 하나의 압력용기 안에 설

치되어 안 성이 크게 향상된 원자로이다. 바닷물을 담수로 바꾸기 한 열에

지를 공 하고 력 생산을 하는 원자로이다. 하나의 원자로로 물과 기를 동시

에 공 함으로 단  공업지역이나, 에 지와 물 부족을 동시에 해결하는 장

이 있다. 동, 북아 리카 지역 국가들이 SMART에 많은 심을 보이고 있다. 

SMART는 2011년까지 규제기 으로부터 설계인증서를 받도록 정되어 있다. 

특히 카자흐스탄 등 앙아시아국가들도 SMART 개발에 공동 력하기를 강력

히 원하고 있다. 

 

          
  [ 그림 4 ]  SMART (일체형 원자로)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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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사  서울  기술 신 벤처기업 ㈜필로소피아 

컨텐츠 소스  PC 구동 3D 동 상

기술 시 내용

 3차원 공간에 시간과 인간공학을 한데 어우른 첨단 시
스템 공학, 원  시스템 설계, 제작, 건설, 유지, 보수, 
폐로 등 주기 리도구로서 21세기 원자력 기술 수
을 한 단계 높이는 데 추  역할을 할 것임.

  2.  4+D Technology for Nuclear Systems Engineering PC 구동 동 상

  서울 학교 벤처기업인 주식회사 필로소피아는 등록상표 "4
+
차원 기술"을 이용

하여 3차원 공간과 시간 머 인간, 경제, 물상을 한데 어우르는 유의 슈퍼 시

뮬 이터 ESSE (Engineering Super Simulation Emulation)를 개발하는 시스템 

공학 정보기술 기업이다. 2002년 01월 01일 설립되어 형 설비 객체지향 솔루션

의 선두 주자로서, 한국과 세계 시장 개발에 진력하고 있다. 이번 IAEA 기술

시회에서 시물로 채택된 "4
+
차원 기술"은 3차원 산설계를 기반으로 한 공간-

시간-인간 정보 통합의 백미로서, 원  시스템, 설계, 건설, 인허가, 교육, 운  

 보수에 활용되는 시스템 공학의 필수 도구로 떠올라 21세기 솔루션 산업 수

을 한 단계 높이는 데 추 역할을 할 것으로 기 되어 IAEA회원국으로부터 

심을 끌었다. 

 

 [ 그림 5 ]  4+D Technology for Nuclear Systems Engineering PC 구동 동 상       

        화면

 < 표 2 >  4+D Technology for Nuclear Systems Engineering PC 구동 동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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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한국의 에 지 역사 한지공  인형

  기술 시 기간  총회 참가자들의 심을 유발하고, 한국의 원자력 기술을 홍

보하기 해 한국의 기 역사 120년 즉 고  불의 사용에서부터 오늘날 원자력 

발 에까지 우리나라 에 지( 기) 발 역사를 한지인형으로 제작하 다. 고  

탄화미/부싯돌에서 등불/호롱불 그리고 1897년 기 기와 1899년 차등잔에서 

1978년 원자력시 를 개발하기까지의 역사를 한지인형으로 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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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림 6 ]  한국의 에 지 역사 한지공  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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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기술 시회 홍보 리 렛 

   시회에서 한국의 원자력 개발 반세기를 설명하는 4단 기 8쪽의 홍보 리

렛 500부를 제작하 다. 홍보 리 렛 1면은 원자력 인 라개발은 원자력의 평화

 이용을 한 안 성과 신뢰성을 갖추는 핵심이며, 특히 인력양성이 인 라개

발의 최우선임을 강조하 다. 본문에서는 첫째, 1960년부터 50년간의 한국의 원

자력 이용개발 역사와 경험 그리고 2010년 이후의 개발 내용을 기술하 다. 둘째

는 인력양성의 에서 1950-60년  주로 추진한 정책, 그리고 기술자립 등 연

별 추진 정책을 10년 단 로 개발도상국이 참고할 수 있도록 설명하 다. 셋

째, 한국이 IAEA와 력하여 인력양성에 기여한 바를 기술하 다. 연구요원 교

육훈련에서는 KAERI 원자력교육센터와 력, 규제요원 교육훈련에서는 KINS 

국제원자력안 학교와 력, 그리고 원  운 요원 교육훈련에서는 한국수력원자

력주식회사와의 력을 강조하 다.

   특히 2009년 4월 KAERI 원자력교육센터와 IAEA가 약을 맺은 아시아원자

력교육훈련네트워크 (ANENT)의 력과 동 네트워크를 통한 온라인교육훈련 활

성화 나아가 동 교육의 타지역 확 에 한 력의지를 설명하 다. 

  

  [ 그림 7 ]  홍보 리 렛 앞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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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림 8 ]  홍보 리 렛 속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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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기술 시회 기념품 

  

   시기념품으로 일반용으로 신분증 목걸이 1,000개를 비하 다. 이울러 

USB  4GB 300개, 2GB 100개 그리고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비한 화장품, 비  

세트 각각 30개와 50개를 비하 다. 동 기념품은 람자를 일반과 향력 있는 

인사들로 구분하여 배포하 다. 사무총장 기념품으로 백자(38x38x38cm) 도자기

를 비하 다. 동 백자는 한석  도 가의 에술작품으로 인증서와 함께 사무총

장에게 증정되었다. 

 < 표 3 > 기술 시회 기념품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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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기술 시회 청장

   

   본 시회를 알리기 하여 청장 250부를 제작하 다. 행사 1주일  IAEA 

내부직원에게 미리 배포하 으며, 비엔나 주재 사 도 동 청장을 련 기

에 배포하 다. 2단으로 구성되었으며 청장 내용은 아래와 같다.

 

On the occasion of the 53rd General Conference of the IAEA, The Republic of 

Korea will hold the 13th exhibition titled "Half a Century of Nuclear Energy 

progress" on the Booth No. 7-9, Ground Floor of Building C, VIC Rotunda, 

Vienna, Austria from 14 to 18 September 2009.

"Half a Century of Nuclear Energy progress" highlights the Korean 

Experience on Nuclear Infrastructure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nd 

its cooperation with the IAEA and Member States.

It is a great pleasure to invite you to our exhibition.

We look forward to seeing you there

Sincerely,

AHN, Byong Man, Ph. D.

Minister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Republic of Korea

    [ 그림 9 ]  청장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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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기술 시회 시장  배치도 

   

   제53차 IAEA 정기총회는 이 과 같이 오스트리아 비엔나 국제센터가 아니라 

IAEA가 새로 건설한 M빌딩에서 개최되었다. 기술 시회 한 총회 회의장에서 

개최되지 않고 C빌딩 1층 로툰더에서 개최되었다. 우리나라는 IAEA의 배려로 

람자가 가장 많이 다니는 동선인 7-9번 부스를 배정 받았다. 

  [ 그림 10 ]  시장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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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가 IAEA로부터 아래 그림과 같이 3x2m 시부스 3개 총 9x2m를 

시부스로 제공받았으며 사 에 동 크기에서 시회를 운 할 수 있는 배치도

를 아래와 같이 만들어 보았다.  

   [ 그림 11 ]  시장 부스 크기

 [ 그림 12 ]  시장 부스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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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림 13 ]  시장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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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진 행 내 용 비 고

9월11일( )
 삼성 자 비엔나 지법인

 - LED 55" TV 조작 교육

9월12일(토)  시장비  시품 설치 

9월13일(일)  시회 리핑 리허설

9월14일(월)  시회 개최

9월15일(화)  시회 리핑세션 개최
IAEA 사무총장

청

9월16일(수)

 - 18일( )
 시회 개최

9월18일( )

 - 19일(토)
 시회 철거  장비 수송

제 8  기술 시회 진행

  기술 시회는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지에서 장비  시품을 설치하 으며 

진행되었다. 

< 표 4 >  기술 시회 진행 일정

   기술 시회의 주 동 상을 상 하기 해 삼성 자 비엔나 지법인으로부터 

LED 55" TV를 제공받았다. 삼성 자 LED 55"TV는 최첨단 제품으로  세계에

서 가장 큰 최신 LED TV이다. 동 제품을 상물 사양과 맞는 선명한 화질로 

TV로 방 하기 해 조작교육이 필수 이었으며 9월 11일 삼성 자 비엔나 

지법인에서 진행되었다(그림 14 참조).

[ 그림 14 ] 삼성 자 비엔나 지법인 LED 55“ 

TV 조작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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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13일 (토)에는 IAEA C빌딩 1층 원형홀에서 한국에서 수송된 시품, 그

리고 삼성 자 비엔나 지법인에서 제공한 LED 55" TV, DVD 이러, 23“ 

PC 모니터를 확인하고 한국 시 으로 한국에게 배정된 7-9번 부스에 시장비

와 시품을 설치하 다(그림15 참조).

      

[ 그림 15 ]  기술 시회 장비  시품 설치

   9월14일 (일)에는 시장비와 시품의 정상 작동의 확인과 함께 리핑을 

한 리허설을 진행하 다(그림 16 참조).

[ 그림 16 ]  시품 작동 확인  리핑 리허설

   9월14일 (월)에 기술 시회가 시작되어 IAEA 직원 그리고 IAEA회원국의 

표단들이 한국의 기술 시 을 방문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특히 한국의 원자력 

인 라 구축 경험과 지난 50년간의 원자력 이용개발의 성과에 많은 심을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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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으며 우리가 비한 SMART 패 과 홍보물에 해 많은 질문을 하 다(그

림 17 참조).

[ 그림 17 ]  시회 방문자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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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기술 시회 Briefing Session

   기술 시회 리핑은 IAEA 사무총장인 Dr. Mohamed Elbaradei를 청하여 

교과부장 , 오스트리아 한국 표부 권 사인 심윤조 사와 함께 9월15일 

(화) 11:30부터 11:45분에 개최하 다.

< 표 5 >  기술 시회 Briefing Session 일정표 

시간 진 행 내 용 운 자 세부계획 담당 
인력

09:00 ~

11:20
사   비 진행요원

 o 시물 최종 검 

 o 상물 시연  시물 소개 리허설 

11:20 ~ 

11:30

행사장 이동 

안내
진행요원

 o VIP 시장 이동 안내

 o 국내VIP, 방명록 작성 안내

 o 시장 내 착석 안내

11:30 ~ 

11:32

Opening 

comment

민병주

(사회자)

 o 시 소개  환  인사말

 o 상물 상  안내

11:32 ~ 

11:38
상물 시연  o 상물 람(6분)

11:38 ~ 

11:42
시물 안내

양명승

(KAERI원

장)

 o 시물 안내

   메인 넬 ⇨ 4+D Technology  ⇨

   SMART ⇨ 한지공

11:42 ~ 

11:44

 방명록 작성  

기념사진 촬

민병주

(사회자)

 o IAEA DG, 방명록 작성 

 o 기념사진 촬 , VIP 이동

11:44 ~ 

11:45
기부  달 “  o IAEA NA DDG PACT 기부  달 

11:45 행사종료 진행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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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진행

개회사 

상물

상

◦ 사회자 멘트(11:30 ~11:32)

Good Morning!

Dr. Mohamed Elbaradei, Director General of the IAEA,

Dr. Byong Man Ahn, Minister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of Republic of Korea, Mr. Yoon-Joe Shim, 

Ambassador of the Korean Permanent Mission in Vienna, and 

Distinguished guests!

On behalf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of the Republic of Korea, I am honored to be here and extend 

warm welcome to all of you to the Korean Exhibition during the 

53th IAEA GC. especially, I would like to thank Dr. Elbaradei for 

sharing his valuable time for this exhibition.

this is the 13th Exhibi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entitled: "half 

a Century of Nuclear Energy Progress in Korea.

Over the past 5 decades, Korea has shown a grest achievement in 

nuclear technology development. and we would like to share these 

successful experiences and accumulated knowledge with the IAEA 

Member States.

단계 내용 세부내용

행사

비

사항

사

비

◦ 시물 이동  설치 

  - 주용창 : 시물 설치  시스템 작동 확인 

  - 정원표 : 패 , 인쇄물, 방명록, 명함 수거 홀더 등 기타 물품 확인 

◦ 상물 상 비 완료 

  - 이의진 : 상물 비  PDP operating 등 

◦ 사회자 리허설(11:00 ~ 12:00) 

  - 시 진행 과 KONICOF  KAERI 총회 참가자 등 참석하여 진

행, 사회자는 리허설 시 문제  보완하여 실제 발표 비

VIP 

이동

◦ 국내외 VIP, 시장 이동 

  - 장 님, 주 오스트리아 사 등

  -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 (과학  안내) 

 ※ 국내 VIP의 경우 시행사 5분여 에 미리 도착, 방명록 작성 등

    상물 시연 에 진행되도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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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will start with a short video presentation, then we will have 

few minutes of briefing on some of newly developed Korean 

nuclear technologies such as SAMRT and the Engineering Super 

Simulation Emulation using the Virtual Reality 4+D technology.

In addition, the briefing history of Korean energy is presented 

with hand-crafted artwork using Korean traditional paper Hanji.

At last, there will be a donation ceremony to IAEA's Programme 

Action for Cancer Therapy, PACT.

I hope you will enjoy the exhibition! Thank you.

( 상물 상 , 6분)

시물

안내

◦ Main Panel(11:38~11:39)

The left hand panel presents the knowledge and experience gained 

in nuclear infrsstructure development accumulated during the past 

50 years.

The panel shows what Korea to develop infrastructure in 

regulatory laws, research and education, safety, industries, and 

finance in the past half century. It also shows what Korea 

intends to do in coming years for nuclear reactors.

The right hand panel presents the importance of human resources 

in nuclear infrastructure development mostly based on Korea 

experience.

As shown in the panel, Korea has established the national 

collaboration system for the nuclear education and training among 

research institute, regulatory body, industries, and universities, and 

Korea wishes to share its experiences with the IAEA and 

Member States.    

◦ 4+D Technology for Nuclear System Engineering (11:39~11:40)

An example of Virtual Reality Engineering concept is presented.

In this context, three-dimensional (3D) space and time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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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 cost and physical coordinates are tightly integrated. We 

call it 4+D.

4+D technology makes a top notch virtual reality simulation 

possible for the nuclear systems and provides virtual information 

not only for the physical design and construction but also for the 

on-line, interactive concurrent modification. 

This 4+D technology was developed by PHILOSOPHIA Inc. which 

is venture backed company established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 SMART (11:40~11:41)

SMART (System-integrated Modular Advanced Reactor) is a 

promising small and medium category nuclear power reactor for 

multi-purpose applications, such as electricity generation and 

seawater desalination or district heating.

The basic idea of desalination utilizing the SMART is to replace 

the conventional energy source with nuclear energy to obtain 

fresh water from sea. 

Korea will achieve Design Certificates of SMART from regulatory 

body by 2011. 

한지공

설명

◦ Hanji artwork (11:41~11:42)

This Hanji artwork shows the history of Korean energy. Let's 

start form the Ancient Age. Primitive men started to use the fire 

about from 1.5 million years ago. They used the fire to heat 

home and to boil food. Around the 16 and 17 century, the water 

mill was introduced to Korea. The water mill was the first tool 

using hydro energy. This is the scene when the first electric 

lamp was turned on. It was 6th March 1997 in the Gyeongbok 

Palace, the Grand Palace of Korea. As you see, the electricity 

produced by nuclear power are used in a variety of fields in 

Korea.

방명록

작성  

기념사진

촬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 방명록 작성 (11:41~11:42), 

◦기념사진 촬  (11:43~11:44), 사무총장 이동

PACT ◦PACT 기부  달 (11:44~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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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달

  Now, it is time for a special ceremony.

  This is the 3rd year of Korean donation to PACT. The       

   Minister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will hand 

over    the donation to Mr. Warner Burkard, Deputy Director   

        General, Department of Nuclear Science and 

Applications,       IAEA

행사

종료

◦VIP 이동 안내

[ 그림 18 ]  교육과학기술부 장 , IAEA 사무총장 한국 시장으로 이동 



- 48 -

[ 그림 19 ]  IAEA 사무총장, 교육과학기술부 장  등 VIP 동 상 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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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0 ]  IAEA 사무총장 방명록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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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1 ]  IAEA 사무총장 연설

[ 그림 22 ]  기술 시회 내빈 기념사진 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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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3 ]  교육과학기술부 장  PACT 기부  달



- 52 -

제 10  기술 시회 방문자  시결과

   9월 14일부터 18일간에 개최된 기술 시회에 미국, 러시아, 일본, 국, 스웨

덴, 루마니아, 남아공,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한국 등 10개국 그리고 WNA, 

WINS 국제기구들이 참가하 다. 이번 기술 시회에 가장 많은 회원국이 시장

을 만들어 자국의 원자력 이용개발을 홍보하 다. 특히 한국은 원자력 인 라와 

인력양성에 한 주제로 시회를 개최하여 IAEA 직원들과 회원국 표단들로

부터 심을 끌었다. 시기간  총 1,000명의 IAEA 직원들과 회원국 표단들

이 한국 시 을 방문하 다. 9월 15일 IAEA 사무총장을 청하여 개최된 기술

시회 설명회에는 IAEA 간부와 회원국 표 등 100여명이 참가하여 성황을 이

루었다. IAEA 사무총장은 한국의 원자력 이용개발과 IAEA 회원국과 력하는 

한국의 노력에 치하를 하며 아래와 같이 방명록에 치하의 을 남겼다. 

[ 그림 24 ]  IAEA 사무총장 방명록 

The achievement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peaceful use of nuclear 

energy for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is impressive and a model for 

many developing countries.  

I look forward to close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the IAEA to maximize 

the use of nuclear technologies for achieving a world where every human 

being can live in dignity and prosperity.  

Many thanks and best wis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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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hamed El Baradei

15.09.2009

한국의 원자력의 평화 인 이용이 사회경제분야에 기여하는 바가 존경받을만하

며 많은 나라가 본받을 만한 국가로 인정 됩니다.

IAEA-한국 간의 력이 지속 이고 극 화되기를 원하며 이를 통해 모든 인류

가 존엄과 번  속에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하매드 앨바라디

2009년 9월 15일 

 

   시회에 참가한 10개국 시장에 IAEA 사무총장이 유일하게 한국 시장을 

공식 방문하여 한국의 노력에 한 연설을 하 다. 이것은 지난 13년간 한국이 

IAEA와 력한 실 을 높이 평가한 것이며 한국이 원자력의 평화  이용에 세

계 으로 본보기가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시회 기간 동안 가나, 캐냐 등 아 리카 표단,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 표단,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동 표단 

등이 한국 시장을 방문하여 우리나라의 력에 심을 가졌다. 특히 아 리카 

표단은 인력양성에 한 자료 요청이 특히 많이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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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5 ]  회원국 표단 방명록 서명

   이번 기술 시회에서 원자력 인 라개발과 인력양성 력에서 얻은 성과는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IAEA 60여개 회원국 이상이 원자력발 사업을 착수할 정이거나 심을 

표명하고 있다. 특히 아 리카 지역 국가들이 인력양성 분야에 한국과의 력을 

희망하고 있다.

둘째, 동과 아 리카 지역 국가들이 SMART 개발에 심을 가지며 향후 

SMART 사업 추진에 한 질문이 많았다. 이들 국가들과의 력을 해 지속

인 자료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셋째, 한국에서의 원자력 기술 단기 교육과 학의 원자력공학 교육에 한 질문

이 많았다. 이미 동남아 국가들을 상으로 수행하고 있는 KAERI, K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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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의 교육 로그램을 설명하 으며 우리나라와의 력을 강조하 다. 

넷째, 인력양성분야에서 IAEA와의 력이 특히 강조되는 시회 으며, 이번 총

회에서 2010년부터 한국이 IAEA 기술공여국으로의 환을 공포하 음으로 

IAEA와의 긴 한 력이 필요하다. 시기간 , IAEA의 Nuclear Energy 

Department와 ANENT 향후 력, Technical Cooperation Department와 

KAERI/KOICA 등의 향후 력 로그램에 해 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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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2009년도 IAEA 기술 시회를 해 우리나라의 원자력 개발 반세기, 특히 지난 

50년간 원자력 인 라와 인 자원 개발에 한 상물과 패 을 개발하 다. 

상물과 패 의 개발을 해 원자력 이용개발 50년 그리고 원자력발  30년의 역

사를 조명하 다. 인 라개발과 인력양성의 에서 정부, 연구기 , 규제기 , 

산업체, 학들이 무엇을 하 는지를 조사∙분석한 것은 자체 으로 매우 가치 

있는 작업이었다.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으로 최단 기일 내 원자력 기술자립을 

달성한 유일한 국가로 세계 속에서 기술자립의 모델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성

장과 도약은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과 산∙학∙연이 력하여 인력양성에 한 

지속 으로 투자한 결과이다. 원자력발 사업을 추진 정인 IAEA 회원국은 우

리나라의 원자력 인 라 개발과 인 자원 개발의 경험과 지식에 많은 심을 기

울이며 우리나라와의 력을 희망하고 있다. 이러한 시 에서 2009년 IAEA 총회

에서 회원국을 상으로 기술 시회를 개최한 것은 원  도입 정국과의 력 

그리고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의 해외진출에 기여할 것이다.

  본 과제로 개발한 상물과 패 , 홍보 인쇄물은 원  추진 정국에게 도움이 

될 것임으로 양국 간 는 다자간 력 사업으로 수행되는 국제행사 즉 회의/세

미니/워크 에 한국의 경험을 홍보하는 자료로 활용할 것이다. 국내 행사는 물론 

국제 행사에서도 동 자료들을 기반으로 우리나라는 원자력 이용개발에 강력한 

인 라를 갖추었으며 우수한 인 자원을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리 홍보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개발 기, 해외 견에서 시작된 인력양성은 발 단계

에 따라 원자력 기 교육부터 장훈련과 공동설계 참여로 이루어져, 기술자립을 

가능하게 한 원동력이었고 우리나라 경제의 비상을 이루어낸 과학기술발 의 기

반이었음을 홍보할 것이다. 한 우리나라는 원자력의 모든 분야 즉, 설계, 인허

가, 건설, 운 , 폐기물 리 등의 활동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어, 원 도입 

정국가들에게 원 사업 수행에 한 매력 인 학습의 장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시켜 우리나라와의 력을 강조할 것이다. 국내 원자력 기술의 해외 진출에 

필요한 인 라개발 자료로 원  도입 상국과 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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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IAEA 기술 시회 방문자 방명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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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ber States that are interested in nuclear power projects. 
  This project covers development of display material for the exhibition as follows;
o Development of 6 minute video images titled 'Half a Century of Nuclear     Energy 
Progress' to be presented for the exhibition.
o Development of panels titled 'Korean Experience on Nuclear Infrastructure           Development',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s Top Priority',
o Selection of display materials, i.e., SAMRT Panel which is recently         developed by 
the KAERI, 4+D Technology for Nuclear Systems Engineering     which is developed by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o Publication of exhibition brochure which explains the development of       Korea's 
nuclear energy, Korea's experience with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nd 
closer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the IAEA,
o Publication of the exhibition invitation card.

Subject Keywords
(About 10 words)

Technical Exhibition, Half a Century of Nuclear Energy Progress, 
Nuclear Infrastructure Development,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AEA, Experience and Knowledge, Technology Self-re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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