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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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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명성 제고률 위한 국제교육 및 교육협력체제 구축 

11. 사업목적 및 필요성 

국내 원자력 기술의 루명성과 신뢰성을 눔이고 해외 시장 진출의 기반율 확보 

하기 위해서는 관심 대상국가툴 그러고 협력이 필요한 국가들의 정책 결정자， 연 

구 및 사업 수행자， 차세대 핵심인력률과 건전한 친한 인척네트워크 구축하여 활 

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틀 인적네트워크률 통해 한국의 기술의 우수성과 

투명생을 인식시키는 것이 효과척이며 또한 기술 투명성 제고에 중요한 요소이 

다. 이률 위해서는 1AEA 훈련과정 유치， 개도국 기술지원 연수과정 개최 퉁 이툴 

국가률이 휠요로 하는 인력양성과 교육훈련 제공과 같은 협력이 매우 효과척인 

수단이 된다. 친한 인척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하고 관심국가률과의 지숙적인 협력 

율 유지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체계적인 국제 원자력교육훈련분야에 선행적인 

투자가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의 신뢰성 

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제요육 및 교육협력 구축사업은 반드시 정부차원에 

서 지원하여야 하는 과제이다. 

본 사업의 목표는 양국/기관 간 또는 국제기구와의 원자력교육훈련 협력을 

통해 협력 대상국의 원자력 관련 정책 결정자， 연구 및 사업 수행자， 그리고 

차세대 인력률에게 교육훈련율 제공하여 이률을 해외 친한 인적네트워크로 육 

성 발천시키고， 이들율 통해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 

하며 나아가 기술 수출 기반율 확대하는 것이다. 

lll. 사업내용 및 범위 

본 사업은 원자력 국제 루명성 제고와 원자력의 형화척 이용 범위 확대률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국제 원자력교육훈련 및 인력양성 협력， 개도국 우수학생 석 • 

박사과정 개설， 국제원자력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국제원자력교육훈련 

인프라 강화로 구성되어 있다. 당해 연도의 세부척인 사업 내용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 국제 원자력교육훈련 프로그랩 개발 및 운영 

- lAEA 지역간 훈련과정 개발 • 운영 

- 정부 KOICA 개도국 기술연수과정 개발 • 운영 

- 양국간 협력 교육훈련과정 개발 • 운영 

。 국제 원자력 교육훈련/인력양성 협력 

- 세계원자력대학(WNU) 교육훈련 협력 

- IAEA ANEJ\ff사업 협 력 

- FNCA 인력양성 협력 

。 개도국 우수학생/강사 KAERl 석 • 박사과정 지원 

- KAERI - UST 개도국 석박사 과정 프로그램 개설 

개도국 우수 인력 유치 

。 국제교육훈련 인프라 구축 강화 

교육훈련 교재 개발 및 운영인력 능력 함양 

- 실험실습환경 구축 

IV. 사업결과 빛 활용에 대한 건의 

l. 사업결과 

/ 

본 사업의 결과률 국제 원자력교육훈련 및 인력양성 협력， 개도국 우수학생 

석 • 박사과정 개설， 국제원자력교육훈련프로그랩 개발 및 운영， 국제원자력교육 

훈련 인프라 강화 분야로 대별하여 요약하면 다읍과 갈다. 

국제원자력 교육훈련 및 인력양생 협력분야에서는 세계원자력대학(WNU ). 아시 

아원자력교육훈련네트워크 구축(ANENT) • 아시아원자력포럽 (FNCA) 인척자원개발 

협력， 그리고 양국 간 협력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WNU와의 협력에서는 국내 원자 

력 차세대요원 앙생율 위해 l주 하계연수과정을 개최하였다. AN댄r 사업에서는 

ANENT 웹 포탈 및 사이버 플랫용의 운영과 이의 이용율 위한 교육 지원을 하였으 

며， 향후 lAEA 사이버 교육사업의 확대를 위한 KAERI - IAEA Practical 

Arrangement 체결 준비률 마쳤다. FNCA 인척자원개발 협력에서는 통남아 회왼국 

을 대상으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툴 국가들의 교육훈련 수요를 분석하여 우 

리나라가 지원해야 힐 분야를 도출하였다 양국 간 교육훈련 협력분야에서는 

한 • 베 원자력협력위원회 의제 사업 지원， 이집트 원자력요원옳 대상으로 한 한 

국의 원자력발전기슐자립경험과 사업관리에 대한 교육훈련 제공， 그러고 남아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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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카공화국과 원자력 교육훈련협력 사업 착수 업무룰 수행하였다. 또한 세계원자 

력파트너섭 (GNEP)의 lnfrastructure Development Working Group에 원자력교육센 

터가 참여하여 개발도상국 인력양성 협력 사업에 한국의 경험율 활용하기로 하였 

다 

개도국 우수학생 KAERl 석 • 박사과정은 2007년도 베트남 대학 축과의 MOU 체결 

을 바탕으로 2008년도 봄 학기부터 캠단 원자로시스템공학， 가숙기 빛 나노 법 

공학， 그러고 방사션 계측과학 분야가 개설되었으며， 각 과정 별 1명 (총 3명)이 

수학 층에 있다. 

국제교육훈련프로그랩개발 및 운영분야에서는 8개의 lAEA 지역 간 훈련과정， 

KOlCA 및 RCARO와의 협력에 의한 2개 개도국 기술지원과정. 2개의 양국 간 협력 

과정 등 총 13개의 교육훈련과정올 개설하여 외국 훈련생 226명에게 제공하였다. 

륙히 신규 과정개발에서는 충동， 아프리카 지역과의 원자력 협력 강화에 대비하 

여 이률이 원전 도입에 필요한 인프라 개발에 초첨을 두어 고우l정책 답당자， 중 

견기술자， 초급기술자 퉁 교육대상별로 필요한 원자력 전문교육과정 15개로 구성 

한 국가별 맞춤형 교육훈련프로그햄율 개발하였다， 

국제 원자력교육훈련 인프라 강화 분야에서는 한국의 연구용원자로 분야 경험 

율 쩡리하여 ‘연구용 원자로 설계 • 운영 빛 이용’이라는 제묵으로 영문교재 단행 

본율 개발하였다. 본 교재는 연구용원자로 개선 또는 신규 건설율 추진하는 국가 

틀에게 기술 자료는 물론 교육훈련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또한， 국제과정의 교육 

훈련 자료 5종율 제작하여 원자력교육센터 웹사이트에 탑재하고， 교육훈련 시설 

및 장비률 개션하였다. 한연， 국내 대학 석 • 박사과쩡 학생률이 국제과정율 자유 

롭게 참가힐 수 있도혹 문호률 개방하는 퉁 서비스를 개션하였다 

2. 활용에 대한 건의 

원자력 국제 루명성 제고와 해외 원자력 시장 진출은 국내 기술 천반에 대해 

지숙척인 인프라률 충분히 갖추고 출발되어야 한다. 이률 위해서는 한국의 원자 

력 기술에 관심율 가지고 있는 국가률과의 지속적인 협력율 가져야 하며 또한 

IAEA. \VNU 퉁 국제 원자력기구들과 함께 기술협력율 추진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착수된 개도국 우수학생 대상 석 • 박사 과정 개설은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의 투명성율 세계 속에 홍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개도국이 

필요로 하는 원자력 인프라 개발 특히 인력양성에서 이들의 차세대 핵심 인력양 

성에 협력함으로써 우리의 기술의 신뢰생과 우수성율 직접적으로 홍보하는 데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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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도움이 된다. 또한 개도국 우수학생율 국내 원자력 이용개발에 활용하여 성과 

률 얻고 장기간 국내에서 교육훈련과 연구개발 참여 한 후 구l국하여 자국에서 원 

자력 전문가로 성장하여 친한 인맥으로 발천될 것이다. 

그러므로 통 과제의 지숙척인 추진과 국제교육훈련에 대한 루자의 확대률 위해 

서 다음 사항율 건의한다. 

첫째， 투명성 제고와 해외 시장 진출의 기반 확대는 장기척인 선행 루자의 관 

점에서 지숙적으로 투자되어야 한다. 

둘째， 개도국 우수학생 또는 젊은 과학기술자률이 국내에서 원자력 석박사교육 

을 받고 이툴율 우리나라 원자력 R&D에 활용하는 장기척인 사업 추진은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의 루명생율 눔이고 해외 시장 진출의 미래를 대비하는 칙접척인 방 

법의 하나이므로 통 사업은 확대되어야 한다. 

셋째 . GNEP. IAEA INPRO 사업에서 개도국 인프라구축 지원사업의 최우선 순위 

는 인력양성과 교육훈련 사업이다. 우리나라는 경험 또는 기술 보유국 입장에서 

개발도상국 지원 사업에 활발한 참여가 필요하다. 이는 우리나라 기술의 루명성 

올 높이고 해외 진출 기반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그러므로 개도국 훈련생 

율 위한 국제협력 강화와 교육훈련프로그햄 개발 사업에 정부의 지숙적인 관심과 

예산의 확대가 필요하다. 

넷째. WNU. lAEA AN마r 퉁 국제 교육훈련 네트워크사업에 우리나라의 주도적인 

역할과 참여률 위해서는 이들 기관과 공동 협력 사업을 확대하여야 한다. 이률 

위해서는 통 기관에의 인력파견과 더불어 공통 사업수뺑에 우리가 기여할 수 있 

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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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1. Project Title 

Establishment of the lnternational Nuclear Education/Training and its 

Cooperat ion Framework for Nuclear Transparency 

11. Objective and lmportance of the Project 

Establishment and utilization of a sound human network are essential for 

the enhancement of the credit of international nucl ear communi ty on the 

transparency and technical capabi 1 i ty of Korean R&D acti vi ti es for the 

peaceful use of nuclear energy , and sharing of the developed technologies 

wi th countries in need of cooperation. Such network may involve pol icy 

decision makers , researchers , project implementers and expected next 

generation leaders from partner countries. It is because the network wi I1 

play an important role for the people involved to recognize the 

transparency and well established capability of the Korean R&D activities 

in nuclear. Cooperation by means of nuclear human resource development and 

education/training, can provide an effective mechanism for the promotion 

。 f human network with countries in need of cooperation in the field of 

nuclear energy utilization. ln order to strengthen the network of people 

from partner countries understanding properIy nuclear R&D activities in 

Korea, and maintain close cooperation with the countries , a systematic and 

long term pre-investment in this area at the level of the government is 

requi red. Accordingly , the project 。n international nucJ ear 

education/training , and establishment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framework for nuclear education/training should be supported by the 

government. 

The purpose of this project to develop and establ i sh a network of 

people from partner countries understanding properI y Korean R&D 

activities in the nuclear field through the provision of nu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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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training by bilateral and multilateral (i.e.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cooperation , targeting policy decision m와ers ， 

researchers , project implementers and expected next generation leaders 

from the countries. Then the purpose is to move further , based on the 

established network , for the enhancement of the credi t of international 

nuclear community on the transparency and technical capability of Korean 

R&D activities in the peacef띠 use of nuclear energy , and sharing of the 

developed technologies with countries in need. 

111.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This project covers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nuclear education/training programs , cooperation for nuclear human resource 

development and education/training, provision of MS and PhD courses for 

qual i fied students from developing countries , and strengthening of 

infrastructure for international nuclear education/training. De tailed scope 

of the activities are as fol1ows: 

。 않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nuclear 

education/training programs 

-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lAEA regional courses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KOICA courses for developing 

countries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bilateral cooperation based course 

。 Cooperation for nuclear human resource development and education/training 

cooperation with World Nuclear University (WNU) 

- cooperation for Asian Network for Education in Nuclear Technology 

(ANENT) of the IAEA 

cooperation for nuclear human resource development within the Forum for 

Nuclear Cooperation in Asia (FNCA) 

。 Provision of MS and PhD courses for qualified students from developing 

countries 

- Implementation of KAERI-UST MS and PhD courses for developing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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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tilization of qualified manpOlver from developing countries 

。 Strengthening of infrastructure for international nuclear 

education/ training 

- development of education/training materials and capacity building of 

course operators 

- establishment of facilities for experiments and exercise. 

lV. Result of the Project and Pr때。sal for Applications 

1. Result 

The project has shown an extensive result along with the major activity 

areas. i.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nuclear 

education/ training programs. cooperation for nuclear human resource 

development and education/training. provision of MS and PhD courses for 

qualified students from developing countries. and strengthening of 

infrastructure for international nuclear education/training. Detailed 

results are summarized below 

Cooperation for nuclear human resource development and education/ training 

was conducted with the World 싸c1 ear Universi ty (WNU). the Asian Network 

for Education in Nuclear Technology (ANENT) of the lAEA. the Forum for 

Nuclear C。이용ration in Asia (FNCA). and individual countries/organization 

。n bilateral cooperation basis. The cooperation with WNU resulted in 

operation of a one week summer course for cul tivating domestic future 

generation in nuclear field. ln KAERI-A~~NT cooperation. the Nuclear 

Training and Education Center (NTC) 얘erated the ANENT web portal and cyber 

platform. supported training on their use. and prepared a KAERI-lAEA 

Practical Arrangement for the promotion of web-base nuclear 

education/ training. In case of co。야ration with FNCA. an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need of nuclear education/ training in South East Asian 

countries. resulting in an identi fication of technical areas for 

cooperation by providing them with education / training. The bilateral 

cooperation efforts resul ted in suppor‘ ting of the project agreed by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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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Vietnam Cooperation Committee on Nuclear. provision of Korean 

experience in the development of self reliance nuclear power technology for 

nuc1 ear personnel from Egypt. and commencing of cooperation with South 

Africa. Also. NTC participated in the lnfrastructure Development Working 

Group of GENEP (Global Nuc1 ear Energy Partnership) for sharing Korean 

experience in the nuclear human resource development project targeting 

developing countries 

Regarding the provision of MS and PhD courses for qualified students from 

developing countries. KAERI-UST MS and PhD courses with 3 foreign students 

started in spring 2008 and imp1emented based on the 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concluded in 2007 universities in Vietnam. The courses were 

advance nuclear reactor system engineering. accelerator and nano-beam 

engineering. and radiation measurement science 

As for the development and imp1ementation of internationa1 nuclear 

education/training programs. 13 courses were implemented for 226 foreign 

trainees. Of these. 8 were IAEA regiona1 training courses. 2 were courses 

implemented base on cooperation with KOICA (Korea l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and RCARO (RCA Regional Office) supporting deve10ping countries. 

and 2 were courses conducted based on bilateral cooperation. ln particular 

for the new course development. a reference education/training program was 

deve1oped. which consisted of 15 subjects that can be customized to 1earner 

leve1s (i. e. high level policy maker. midd1e level project implementer. 

beginner) and project stage of countries in question (e.g. Midd1e East. 

Africa). 

For the strengthening of infrastructure for internationa1 nuclear 

education/training a textbook entit1ed ’ Research Reactor Design. Management 

and Uti lization ’ was deve1。야d presenti ng Korean experience wi th research 

reactors. The textbook wi 11 serve as reference providing technical basi s 

for people in countries considering construction of a new research reactor. 

as well as course material for carrying out internationaJ courses inthis 

field. AIso. 5 kinds of education/training contents were produced from 

international courses. and they were upload on the NTC web-si te. On the 

other hand the service of course operation was improved by aJJowing 

- VIII -



domestic undergraduate students from universities for attending 

international courses operated by NTC 

2. Proposal for Applications 

The results from this project will have to be applied in the improvement 

。f basis for each area and/or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human 

networking and course implementation , in order to achieve the long term 

goal. ln this respect , suggestions are made as follows ‘ 

The effort for the enhancement of the credi t of international nuclear 

communi ty on the transparency and technical capabi 1 i ty of Korean R&D 

activi ties for the peaceful use of nuclear energy , and sharing of the 

devel。야d technologies wi th countries in need of cooperation should be 

supported in the aspect of long term pre-investment; 

- The provision of MS and PhD courses for qualified students from 

devel opi ng countr‘ ies has worth being expanded , in the sense that the 

students after their graduation can be used as nuclear R&D manpower in 

Korea or in their home countries , contributing to the issue of nuclear 

transparency and technology sharing extensively in the long term. 

- As can be seen in GNEP and IAEA INPRO projects , human resource 

development and education/training is an important task for the 

establishment of infrastructure in developing countries introducing 

nuclear power. Korean experience will fit the involvement in the task 

and thi s wi 11 contribute greatly to the issue of nuclear transparency 

and techn이。gy sharing. Therefore the strengthening of cooperation for 

nuclear education/training with developing countries , and development of 

related education/training programs require continued support and 

promotion by the government. 

ln order to play a leading role in international nuclear 

education / training networks such as WNU and lAEA ANENT , expansion of 

cooperation projects with those is crucial. This requires financial 

support for attaching Korean staff to those organizations and for making 

tangible contri butions to such coop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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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서 트르 
L-

채 I 철 배정 빛 필요성 

국내 원자력 기술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해외 시장 진출의 기반율 확보하 

기 위해서는 관심 대상국가률 그러고 협력이 필요한 국가들의 정책 결정자， 연구 

및 사업 수행자， 차세대 핵심인력률과 건전한 친한 인적네트워크 구축하여 활용하 

여야 한다， 또한 이툴 인적네트워크률 흥해 한국의 기술의 우수성과 투명성올 인식 

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며 또한 기술 루명성 제고에 중요한 요소이다 이률 위해서는 

IAEA 훈련과정 유치 ， 개도국 기술지원 연수과정 개최 둥 이툴 국가들이 필요로 하 

는 인력양성과 교육훈련 제공과 갈은 협력이 매우 효과척인 수단이 된다. 친한 인 

척네트워크 구축율 강화하고 관심국가들과의 지숙적인 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체계적인 국제 원자력교육훈련분야에 선행적인 투자가 정부차원에서 이 

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의 신뢰성과 투명성율 제고하기 위 

한 국제교육 및 교육협력 구축사업은 반드시 정부차원에서 지원하여야 하는 과쩨이 

다. 

재 2 절 사엽목표 및 수행내용 

본 사업의 목표는 %댁/기관 간 또는 국제기구와의 원자력교육훈련 협력을 통 

해 협력 대"èI"국의 원자력 관련 정책 결정자， 연구 및 사업 수행자， 그러고 차세 

대 인력틀에게 교육훈련율 제공하여 이률율 해외 친한 인적네트워크로 육성 발천 

시키고， 이률율 통해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의 신뢰성과 투명성율 제고하며 나아 

가 기술 수출 기반율 확대하는 것이다. 

본 사업의 북표률 달성하기위한 당해 연도 업무의 세부 북표 및 수행내용은 다 

읍과 갈으며 자세한 내용은 〈표 1. 1 >에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 국제 원자력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빛 운영 

- 국제 원자력 교육훈련/인력양성 협력 

- 개도국 우수학생/강사 KAERI 석 • 박사과정 지원 

- 국제교육훈련 인프라 구축 캉화 



〈표 1.1> 투명성 제고률 위한 국제교육 및 교육협력체제 구축사업 세부폭표 및 수행 내용 

생과북표분류 생과몹표 

(1) 국제 원자력교육훈련 프로그 
랩 개발 및 운영 

(가) lAEA 지역간 훈련과정 개발 • 。 lAEA 지역간 교육훈련과정 개발 • 운영 
운영 - 8개 과정 개발 및 운영 

- 고객만쭉도 명가 및 피드백 
(나) 정부 KOICA 개도국 기술연수 。 개도국대상 원자력교육훈련과정 개발 • 운영 
과정 개발·운영 - 2008년 KOICA 정부기술지원 l개과정 운영 

- 신규과정 확대 방안 조사 
(다) 양국간 협혁 교육훈련과정 개 。 베트남/이집 E/인니/태국 퉁 양국간 협력 

발·운영 - 정부협약에 따른 교육훈련과정 개발·운영 
。 효랑스/남아공/스페인과의 교육훈련 협력 조 

κ 사 

- 기완간 협력협정에 기반한 교육훈련 협력 

. •. ‘ •......•..••..•..•..••.•...•... ..•. . ..• ‘ ..•..••.••.••. . “ .•• ‘ .•.. . •..• . ..•....... 
조사 

(2) 국제 원자력 교육훈련/인력 
양생 협력 

(가) 세계원자력대학(WNU) 교육훈 。 세계원자력대학(~'U) 교육훈련 협력 

련 협력 - 국내산학연원자력인력대상 1주과정 

‘ 
개설 (7월， 약70명) 

、 ‘ <
- WNU 사무국 인력파견 협력 및 WNU 여름학 

\ 교(카나다) 국내참가자 지원 

(나) IAEA ANENT사업 협력 ' 1 ; 。 아시아원자력교육훈련네E워크(ANENT) 협력 
、 -AN태T 웹포탈 운영 

- E- training 과정 개발 • 운영 
- E-training 교육자료 수집 • 탑재 

。 아시아원자력협력포럼(FNCA) 인력개발사업 
(다) FNCA 인력양성 협력 “ 협력 

- 회원국간 인력양성 정보 • 자료 • 인력 교류 

(3) 게도국 우수학생/강사 KAERI 
석 ·박사과정 지원 ‘ ‘ 

(가) KAERI - UST 개도국 석박사 과 。 개도국 (빼E낭) 대상 3개 M태[-lIST 석 • 박사과정 
정 프로그햄 개셜 개설 

- 신형 원자로시스댐 공학 (석사과정 1 명) 
- 가속기 및 멈 나노 공학 (박사과정 l 명) 
- 양자에너지 웅용 화학공학 (박사과정 l명) 

(나) 개도국 우수 인력 유치 。 상기 3개 과정 각 1명 지원 

。 기타 개도국으로 대상 확대 가능성 조사 
- 우수 학생/강사 수요 조사 · 분석 

(4 ) 국제교육훈련 언프라 구축 
강화 

끼
 
/ 

」



생과북표분류 생과북표 

(가) 교육훈련 교재 개발 및 운영 。 영문 교육훈련 교재개발 
인력 능력 함양 - 국제 원자력교육훈련 영문 교재 개발 • 연 

찬(I총) // 연구용원자로 교육훈련과정 
사이버 영문교육자료 제작 • 탑재 (5종) 

。 교육훈련 개발·운영인력 교육융 통한 능력 
함양 

(나) 실험실습환경 구축 。 방사실습선장 계비측 구 실축습 및 교육 환경 구축 
교안개발 

재 3 절 사업 추진 체계 빛 전략 

1. 추진채채 

원자력 기솔루명성 저|고 

및 회|외시장핀훌 경륙돈l 

국제적 수준므l 

굴로엎 인재앙성므l 요할 

KAERI 크극Ja l 원^~럭 
O~3~더101 

(JH sõ크극 UST-KAERI 
석·박사과정운영) 

L 관랫발현 j 교육훈련과갱 
훈엉껴l겨I .JH，선 

우수국Jal원자력 
교육훈련프로그램 

교육훈련 사후관리 /고객만족도 몽가 

국쩌l 윈자릭교육훈련 

( IA~ 교육훈련 l 
조프트료二l흔엠 ’ 

KOICA. Y드극f즈} 를영혁 
인력양성과정 

매CA 협력 )Il[ 
명문교육톨린 

iilJ\l’ JH‘t 

사이버 교육혼힌 | 
~프프2t극1;11륙 | 

ANE NT 
너얀프혁크협력 

[그림 1.1] 사업 추진 체계도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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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 전략 

국제기구와의 교육훈련 협력을 통한 협력효율 극대화 

• IAEA 교육훈련과정 공동 개발 

• IAEA/KOICA 교육훈련과정 다변화를 통한 개도국 지원 원자력 교육훈련과정 

확대 

.IAEA 아시아 원자력교육훈련 네트워크(ANENT) 구축사업의 주도 

- 세계원자력대학(WNU)과의 협력율 통한 국제교육훈련 활성화 

• 매년 개최되는 WNU 여름학교에의 주도척 참여 (강사지원 및 학생참여 지원) 

• WNU와의 협력율 롱한 교육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 

- 양국간/기관간 교육훈련 협력 활성화 

• 선진국 교육훈련 시스템 분석 활용을 통한 교육역량 강화 

• 개도국 대상 맞춤형 교육훈련프로그램 제공율 통한 협력기반 확대 

- 국제 교육훈련사업 시스랩 및 운영체제 구축 

• 개도국 UST-KAERI 원자력 석 • 박사과정 개설 

• 한국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UST)과 연계， 개도국 KAERI 석 • 박사과정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교육훈련 인프라 강화률 롱한 국제적 수준의 전문 원자력 인력개발센터로 성장 

• 교육훈련 전문인력 양성， 영문교재 개발 연찬， 훈련과정 운영 지원 시스템 

개선 

·지속적인 교육훈련 사후관리 및 고객만축도 명가 피드백을 통한 역랑 강화 

• 국제 원자력전문교육기관 설립율 위한 타당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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쩨 2 장 해외 인적네트워크 구축 및 인력양성 협력 

채 1 절 KAERI 국제 원자력 아카데미 개설 

1. KAERI 국채 원자력 아카데미 추진 

가. 배정 

미국은 정부 지금지원 하에 유럽， 아시아 퉁의 젊은 원자력과학 기술자와 우 

수 원자력 관련 학생율 미국에 적극척으로 유치하여 원자력 기술을 습득할 수 있 

는 정책울 지숙척으로 추진하고 있다. 륙히 국럽연구소인 ANL , BNL , SNL율 중심 

으로 다양한 원자력 교육프로그랩을 제공하여 자국의 연구소와 산업체에서 종사 

할 수 있는 해외 인재 활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 정부의 인력양성 

에 대한 지원효과는 미국 원전 사업의 해외 진출에 기반이 되었으며， 지금까지도 

원자력 이용기술 분야에서 미국이 천 분야에서 우위률 점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프랑스는 원전사업의 해외진출율 위해 쩡부/연구소/산업체가 콘소시옴 형 

태로 AREVA 그룹율 결성하고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젊은 과학기술자률과 원자력 

전공 학부생에게 정부 지원 장학금으로 프랑스 대학과 연구소에서 교육훈련율 제 

공하고 있다. 륙히 CEA는 과학기술협력 협정을 맺고 협약국률의 전문 인력에게 l 

개월에서 l년 정도의 다양한 형태의 원자력교육프로그램율 제공하고 있다. 이률 

이 자국에서 프랑스 원전도입과 기술협력 강화률 위해 창구역할율 하고 있다. 일 

본은 1970년대부터 과학기술문화스포츠부 산하에 원자력과학기술자 교환프로그램 

율 두고 아시아 주연국가와 남미， 동구 퉁의 개발도상국가률의 원자력 전공자 또 

는 학부 학생률에게 장기 교육훈련프로그램율 제공하고 있다. JAEA동의 연구소률 

충심으로 원자력이용개발 전 분야에서 l개월에서 1년간의 OJT 교육율 제공하고 

있으며， 통경공업대 퉁 107ß 원자력 관현 대학에서 석 • 박사과정율 제공하고 있 

다. 이러한 결과로 아시아 지역의 원자력시장에서 일본이 톡보적인 위치률 접하 

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미국， 중국， 영국， 스웨멘 퉁 선진국들과 활발한 

인력교류와 공동 연구를 수행하여 일본 원자력기술의 루명성과 신뢰성 제고률 통 

해 원자력 이용개발 사업율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원자력 국제 투명성 제고사업이 2006년도 

확수되면서 원자력교육센터는 기존의 국제교육훈련프로그램을 바탕으로 개도국 우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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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생 석 • 박사과정 제공과 선진국 원자력전공학생 잠확사업을 기획하였다 이중 

개도국 우수 학생 석 • 박사과정 제공사업은 2007년부터 착수되었으며， 선진국 원자 

력 전공학생 학학사업은 항후 점진적인 착수가 권고되었다 이에 따라 원자력교육 

센터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IAEA. KOICA. 앙국간 협력 단기 국제교육훈련과정， 

세계원자력 대학과 IAEA 사업인 아시아원자력교육훈련네트워크 (ANENT) 구축사업 

과 새로이 착수된 해외 인적네트구축사업 등 모두률 포항하는 교육훈련체제가 요구 

되었다 원자력교육센터의 전체 교육훈련프로그램을 당은 교육체제는 아래 [그림 

2. 1]과 같다 

(KAB며 국경l 휩자력 아카데미) 

스! 형 

연구소/대학 

미국정무 

[그립 2. 2) KAERI 국제 원자력 아카데미 체계도 

나.북객 

동남아 개도국 학생/젊은 과학기술자률에게 KAERI R&D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현장 충심 과학기술대학원대학(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의 원자 

력 석 • 박사과정율 제공하여 KAERI 연구개발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친한 인척네 

트워크 구축에 의한 국제위상제고와 해외 진출 기반확대， 나아가 우수 해외 과학기 

술자의 활용으로 KAERI 연구 성과률 증진한다 KAERI 핵심 R&D 사업 ‘신형 원자로 

개발 (고속로， 수소 생산로， 일체형원자로)’ , ‘연구용 원자로개발’ , ‘양자 가숙기 

개발’ , ‘핵융합 기술개발’ , ‘핵연료주기 기술개발’ , ‘첨단 방사션 과학기술 연구’ , 

‘원자력 안천 및 열 수력학 연구’ 분야에 베트남 학생/젊은 과학 기술자률에게 연 

구개발 현장중심의 UST 석 • 박사과정율 제공하여. KAERl 연구개발사업의 루명성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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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고하고， 해외 시장 진출율 위한 친한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다. μERI 국제원자력 아카데미 내용 

개발도상국 우수 학생 및 강사요원을 대상으로 KAERI가 UST와 연계하여 제공하 

는 석 · 박사교육훈련프로그램의 내용은 아래 〈표 2. 1>와 같다. 

〈표 2.2) KAERI 개도국 석 • 박사과정 내용 

범위 
KAERI R&D 충심 장기 교육프로그램 운영 

(석 박사， 박사 후 연수 동) 

대상국가 
- 정부 국제 원자력협력 충점 대상국: 베트남，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방글라데시， 카자흐스탄 둥 개발도상국가 

교육대상 
개도국의 차세대 원자력 리더로 성장할 원자력 천공 학부 졸업생 

과 젊은 과학기술자 

- 제1단계 3-20'영 (2007-2010) ‘ 
학생규모 ’ - 제2단계 20-40명 (2011 -2015 ) 

- KAERI-UST( 과학기술대학원대학) 캠퍼스， KAIST 퉁 학연 협동 
- 6 개석 · 박사천공분야 

개설학과 • 첨단 신형 원자로 공학 • 가숙기/나노 법 응용기술 

• 혜이저 및 플라즈마 기슐 • 양자 화학 웅용공학 

• 첨단 방사선 웅용 기술 • 원자력 안전 및 열수력학 

교육륙성 - KAERI R&D 과제 참여 실험실습 중심의 도제식 교육 

학위연계 - 한국과학기술대학원대학(UST)과 학위연계 MOU 체결 

재 원 - 원자력 국제 투명성제고 사업 

2. 개도국 한국원자력연구원 (KAERI) 석 • 박사과정 게셜 운영 

가. 빼트남 학생 션발과 철차 

개도국 KAERI 석 • 박사과정 대상국은 베트남으로 선정되었다 베트남 우수 학 

생과 강사요원에게 석 • 박사과정을 제공하기 위해 2006년부터 2007년에 걸쳐 탈릿 

대학， 하노이공과대학， 하노이국랍대학교 자연과학대학과 ‘원자력 연구 및 교육’에 

관한 MOU를 체결하였다 MOU 체결의 후속조치로 2008년도에 들어 상기 베트남 대학 

률의 총장 추천으로 3명， 죽 하노이공과대학 강사요원 l 인l 달릿 대학교 장사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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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이 한국과학기술대학원 대학에 입학 전형 절차에 따라 학생 선발 작업이 추진되 

었다. 베트남 학생 선발 절차는 아래 〈표 2.2>와 같다. 

〈표 2.3> 개도국 학생 KAERI 석 • 박사과정 선발 절차 

구분 일정 절차 

(1) KAERI 선발공고 
- KAERI 서한 

‘08. 4. 25 
KAERI 원장 공한발송 

- UST 외국인 선발기준 ~ IX.IT / HUT /뻐S 총장 

- UST 홈페이지 
(2 ) 베트남대학 척격자 선 

‘07. 5. 15 IX.IT/ HUT/HUS 적격자 
청 KAERI 제출 서류제출 ~ KAERI 

(3) KAERI 심사 ‘07. 5. 20 KAERI 원장/전공분야 및 지도교수결정 

(4) UST 원서점수(서류께출) ‘07. 10. 22 KAERI ~ UST 

(5) UST 영어시험 ‘07. 11. 4 UST 별도 장소/일정 공고 

(6) 1차 심사(서휴전형위원회 ) ‘07. 11. 6 UST/지도교수 

(7) 1차 전형 합격자 발표 ’ 07. 11. 7 UST 홈페이지 

(8) 2차 전형(전공 십충연접) ’ 07.1 1. 21 -23 UST/지도교수 
‘ 

(9 ) 교학위원회 심사 ’ 07. 11. 29 UST / 
(10) 대학원위원회 최종심사 ‘07. 12. 4 UST 

(ll ) 최종합격자 선정(총장) ‘07. 12. 6 UST/ KAERI 항공권 발송 

(1 2) 최종합격자 발표 ‘07. 12. 7 UST 홈페이지 

(13) 입학 동록 ‘08. 1. 3-4 ‘에 
(14) 학생 입국 ‘08. 2 

(1 5) 신입생 오리앤테이션 ‘08.2.26-27 y 
(1 6) 수강 ‘08.3. 2 KAERI-UST 캠퍼스 

나. KAERl 석 • 악샤과쟁 학샤 운영 혜제 

KAERI 석 • 박사과정의 취특학점은 아래 〈표 2.3>와 갈이 공롱기초， 일반교과， 

현장연구， 세미나， 연구지도로 구성되어 있다. 

〈표 2.4> 석 • 박사과정 학점 취특 구분 

과폭/과정 석사(학점) 박사(학점) 

공통교양 3 6 
일반교과 12 18 
현장연구 12 30 
세미나 3 6 
연구지도 6 12 
계 36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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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대학원대학과 출연(연) 규정에 따라 외국인 학생에 대한 연수 장려 

금( 장학금 )은 아래 〈표 2.4>와 갈다. 

〈표 2.5> KAERI 개도국 석 • 박사과정 학생 지원내역 

항 북 내 역 석사과갱/인 박사과정/인 

。 UST 교육비 연수 장려금에 포함 (500만원) (500만원) 

。 연수 장려금 
(석사) 145만원/월 x 12월 

1.740만원 2.100만원 
( 박사) 175만원/월 x 12월 

。 중식보조 5 ‘ 5만원/윌 x 12월 66만원 66만원 

。 의료보험/산재보험 총 8. 788%(2.38~/0.608%/ 1. 3%/4.5~) /월 
154만원 185만원 

/고용보험/국민연금 x 연수 장혀금 총액 

총액 、 1.960만원 2.351만원 
“ ‘ 

다. KAERI 석 • 박사 과갱 학생 및 과쩡운영 

2008년부터 KAERI 석 • 박사과정에 참가한 베트남 하노이공과대학교와 달닷대학 

교 강사요원의 인적사항과 과정엽은 아래 〈표 2.5>와 같다 

〈표 2.6> 베트남 KAERI 석 • 박사과정 학생 빛 천공 

구분 과갱영 인척사항 교육기간 지도교수 

석사 신형 원자로시스랩공학 
Mr. Nguyen Van Thai 2008.3 - 2010.2 

송철화박사 
(하노이공대 강사요원) (2년) 

박사 기속기 및 나노 법 공학 
Ms. Trinh Thi Tu Anh 2008.3 - 2011.2 

조용섭박사 
(달닷대학교 강사요원) (3년) 

박사 방사선 계측 과학 M(r당탓 Ho대an학g교 Sy‘ Mi 며， Tuan “ 선팡민박사 
깎사요원) 

계 3 명 

통 석 • 박사과정 참가 베트남 학생틀에 대한 교육커리물럽과 시간표는 아래 〈표 

2.6>에서 〈표 2.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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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7> Mr. Thai 신형 원자로시스템 공학 석사과정 커리률렵 

Cu rr iculum (1) : Master Cou rse 

Classi f ication Lecturers 

Semester Cou rse 일반 현정 교앙/ 연구 Remarks 
교과 연구 세미니 지도 

Pr incipa l 

1st semester Nuclear Reactor Engineer ing (t) 3 3 J.J.Jeono 잃반교과 

Fluid Flow and The rmodynam ics 3 3 C.H. Sono 일반교과 

10 Nuclear Reactor Mater ia ls (1) 2 2 H.J. Chuno 현징연구(타 연구일) 

Thes is I'/ork (1) 2 2 C.H. Song 연구지도 

2때 semester Nuclear Aeac tor Therma l--Hydraul ics (1) 3 3 C. H.Song 일반교과 

Nuclear Aeactor Mater ia ls (1) 2 2 H.J. Chung 현장연구(티 얻구일) 

14 Advanc어 Encineer ing 뼈tehnat ics (11 4 4 C. H.Sono 현정연구(지도교수) 

공통 교앙 (특톨강표， 3 3 온무 운영 
I.!X.N I T/회，2회=GUN ITI 

Thesis I'/ork (1) 2 2 C. H.Sono 연구지도 
f 

3rd semester 않n\lsct ive 뼈at Transfer 3 3 C. H .Sα10 일반교과 

얘Jc l ear Reactor Se fety (1) 2 2 J.J.Jeong 현장연구 (EI 연구싫) 

12 Exper imen ts of Nuclear x 2 2 B.J.Yun 현장연구(타 연구일) 
Therrna l쉬Ydrau li cs (11 

않mi nar l 、 3 3 C.H. Song 서|미나 

‘ . 
Thesls I'/ork (1) 2 2 C.H. Sono 얻구지도 

4th semester 얘vanced Nuclear Aeactor Sνs t e"， (11 3 3 Invited 월반교과 

씨J lt i-phase Fl ow and 뼈at Transfer 4 4 C.H. Sono 힌장연구(지도교수) 

9 
Spec ial T∞ ics in Nuclear Aeactor 2 2 T.S.Kwon 현장얻구(티연구싫) Engineerino (1) 

a.T. Exam . 

π'lEIsis C.H. Song 졸업논문 

45 15 18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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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Ms. Anh 가숙기 빛 나노 법 공학 박사과정 시간표 

시간 화 수 목 二n1-

연구지도 1교시 

연구지도(2.0/0.0/0 이 
(09: 00- ) 

담당교수 조용섭 2교시 
학생 ’ Anh (10:00- ) 

3교시 
(1 1:00- ) 

4교시 
(1 2:00- ) 

f 

5교시 / (13:00- ) 

6교시 

(14 ’ 00‘ ) ι’ 

‘ 
l 

l 7교시 

이온원 연구 (15 ‘ 00- ) 

현장연구(4.010.0/4.0) 
8교시 

가속기 물리 개론 이온법 분석 빛 담당교수 . 홍인석 일반교과(3.0/3.0/0.0 ) 나노측정특론 학생 Li. Anh (1 6: 00‘ ) 답당교수 ‘ 장지호 현장연구(2.011.011. 0) 
학생 Li, Anh 담당교수 

n、9교시 김준곤(지질자원연구원) 

、、“
(1 7:00- ) 학생 Gao, Li, 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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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Mr.Tuan 방사선 계축과학 박사과정 시간표 

시간 웰 화 

09 ‘% 
10:00 〈심화교과〉 

Radiation 

10:00 De tec tion and 

11 :00 Measurement 
(09 :00‘ '11:50) 
(KAERI , RI통 

11:00 204호실) 
12:00 

12:00 
13 ‘ 00 /‘ 
13:00 〈현장연구〉 닮r 
14:00 산업척 

웅용연구률 
14 ’% 위한융합 
15:00 비파괴 

15:00 방사화분석 

16:00 기술 
t 

(1 5: 00-16: 50) ‘ <

16:00 (KAERl Rl동 / 

17 ‘% 214호) 

17: 00 ‘ l @‘ 

18:00 / ‘*、. 

수 

i 

\ 

〈현장연구〉 
Devel opment of 
multie1emental 
anal ysis code 
(1 4:00- 17 ‘ 50 ) 

( K~ERI Rl 
214호)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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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교과〉 

Non-Destructi ve 
El emental 
Analysis 

(09 : 00- 11: 50 ) 
(KAERl , RI통 

204호실) 

/ 
j 

/ 
/ 

ι 

￠、

二l
。

〈연구지도〉 

Development of 
PGAA Database 

and codes 
(9 ‘ 00- 10: 50) 

(KAERl RI 
214호) 

I 



제 2 철 세계원자력대학(WNU) 협력 

1. 째계원자력대학 현황 

최근 원자력시장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연서 원자력의 지식전달과 향후 원자력계 

률 이률어갈 젊은 원자력 전문가률 육성하는 것이 중요한 관심분야로 떠오르고 있 

다. 또한 원자력기술의 활용은 그 륙성상 륙정 국가 내에서의 문제뿐만 아니 라， 주 

연국율 포함한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미래 원자력 기술율 주도해 

갈 젊은 원자력과학기술자들이 갖추어야 자질은 기술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원자력 

관련 국제법의 척용과 국제기구의 역할 퉁 정치적， 경제적 분야까지 아우르는 체계 

적이고 실질척인 경협과 노하우까지도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술의 연숙성과 

유지보즌을 위한 대웅책 마련은 한 국가만의 문제률 념어 국제사회가 공통으로 해 

결해야할 숙제로， 적극적인 국제협력 숙에서 강구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지난 1 999년 이후， lAEA 과학포렴과 총회 및 국제회의 

에서 국제원자력대학 (INU: lnternationa \ Nuclear University)의 설립 필요성율 

여러 차례 제안하여 법세계척인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였다. 그러고 제안한 INU 설 

립 타당성 연구사업을 통해， 현재의 세계원자력대학(World Nuclear University: 

WNU)이 설립되기까지의 기초자료와 이론객 배경을 제공하였다[1]. 

세계원자력대학은 원자력에너지의 명화척 이용과 원자력 지식의 보존 및 계승 

강화를 우l하여 IAEA를 비롯한 원자력관련 국제기구들의 지원 하에 2003년 9월 영국 

런언에서 설립된 세계 약 30여 개국 원자력관련 교육 및 연구기관률의 네트워크이 

다. WNU의 공동 설립 후원기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 경제협력개발기구 산하 원 

자력기구(OECD Nuc1 ear Energy Agency: OECD/NEA ), 세계원전사업자협회 (Wor \d 

Association of Nuclear Operators: WANO ), 세계원자력산업협회 (World Nuc \ ear 

Association: WNA)가 있다 세계원자력대학의 임무는 원자력 국제공동체률 강화시 

키고 발천시켜， (1) 천 인류가 사용할 수 있는 깨끗한 에너지률 생산힐 수 있는 검 

증된 기술로서의 원자력 이용분야와 (2) 방사션육종， 의학， 영양학， 산업발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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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숙 가능한 발전율 위한 미래의 유일한 대안 에너지”인 원 

자력과학기술이 발전할 수 있도록 톱는데 있다. WNU는 별도의 캠퍼스 없이 영국 련 

언에 본부를 두고 29개국 회원국 대표 연구기관률과 공동 연구룰 수행하고 공통 교 

과과정율 개발해가고 있다 WNU본부의 조직은 존 리치 총장， 한스 블릭스 명에총장 

그러고 밥 할리 명예부총장과 WNU 회원국에서 따견된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 

떠
 



으며 조직구성도는 [그립 2.21와 같다. 

Chancellor 
Hans Blix 

Vice-Chancellor 
Bob Hawley 

1 "1 
$·$ 

값F
 

*· 
뽕
없
 

I 
[그립 2.31 WNU 조직 구성도 

세계원자력대학의 주요 활동은 다옵과 갈이 6가지 주요 프로그랩으로 분류될 수 

있다. 

〈표 2.10> 세계원자력대학 주요 활동 프로그램 

1. Faci/itate MI씨'tinationaJ Academic Cooperatω" 

A primary WNU function is to enhance international nuclear education by: (A) fostering 

c∞peration among institutions of nuclear learning; and (B) strengthening their ability to meet 

the needs of an expanding global nuclear industry. With guidance from a WNU Academic 

Council (composed of top educators and industry reps), the WNUCC will operate 

• A website, offering a comprehensive compendium of courses offered by le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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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clear universities, along with a global job-market exchange 

• Peer-Support Visits to belp universities strengthen (and introduce) nuclear coursework 

• Cooperation-Building Workshops, to facilitate mutual accreditation and facility-sharing 

agreements, and student & lecturer exchanges 

2_ Build Nuclear Leadership 

The flagship of WNU programmes is the WNU Summer Institute. This unique six-week 

course occurs in a different country each year, offering an inspiring career opportunity for 

some 100 outstanding young nuclear professionals and academics from around the world 

The WNU-SI programme combines an extensive series of "big picture"presentations from 

world-class experts with daily team-building exercises. ln the process, WNU Fellows become 

part of a global network of future nuclear leaders 

Now in plarming are analogous leader-building programmes for senior nuclear and 

regulatory executives 

• WNU International Nuclear Executive Seminars 

• WNU Advanced Nuclear Management Programme 

3. Fosler Policy Consensus on Inslilulionul und Technological lnnovalion. 

An inherent WNU strength is that the partnership spans the realms of govemment, 

indusσy， and academia. This strength will be employed in Programme #3: a seminar series 

designed to facilitate creative exchange -and consensus-building- on the global future of 

nuclear power. Participants in these candid off-the-record sessions will include policy-makers, 

industry leadern and experts from many countries, who wi\l convene to discuss current 

proposals to strengthen both the technological and institutional foundations of the rapidly 

expanding global nuclear industry 

4. Enhullce Puhlic Underslanding 

The WNU’s status as a centre of objective expertise 00 nuclear science and teclmology 

offern import없1t opportunities to disseminate authoritative information 00 crucial topics where 

public discourse is often fraught with myth and misunderntanding. These opportunities are 

being pUnlued in Programme #4 through three initiatives: 

• A travelling one-day presentation titled "Nuclear Power Today" will describe how the 

global nuclear indusσy works 

• WNU Executive Seminars for Opinion Leadern will feature authoritative experts on 

topics of public interest and concem 

• WNU Secondary School Support will, in cooperation with national nuclear societies 

and dcawing upon best practices in many countries, develop a training program for 

science teachers, along with high-quality, universally translatable primer materials 

5. Shupe &ientijic & Regulatoη COIIsensus 011 lssues Affecting Nuclear Operations 

I 
J 



The experience 업ld expertise reposed within the institutions of the WNU partnership offer 

a unique opportunity to assemble the world’s leading scientific and industry experts to 

review, with objectivity and balance, key issues that remain both contentious and of great 

import due to their effect on standard-setting and regulatory pra띠ice. With a view to 

building an authoritative 21“ century foundation for standards that are both sound and 

facilitative of nuclear operations, WNU Scientific Sessions are envisaged on several 

significant topics, including: 

• Low-Dose Radiation 

• Real Consequences of Nuclear Accidents 

• Emerging Regulatory Issues 

•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Facilities 

6_ Strengtlren lnlernal;onal Wor1!ψrce Profossionalism 

Where need is seen, the WNU partnership facilitates training to enhance the 

professionalism of the global nuclear workforce. Three such initiatives are currently being 

developed: 

The one-week WNU Expert-Level Orientation Course "Today’s Global Nuclear 

Industry" , launched in B이ing in July 2007, covers the full range of industry 

。perations， including the intemational legal framework 

The WNU School of Uranium Production, hosted in the Czech Republic, offers on-site 

courses both to miners and regulators 

The WNU Work Experience Progr3D1ffie will seek to match promising graduate 

students with two- to three-month intemship opportunities in key enterprises of the 

global nuclear industry. 

2_ WNU 여름학교 프로그램 협 력 

l . 

세계원자력대학은 2004년 6월 바엔나에서 가진 WNU 지원활동에 관한 기술회의에 

서 정기척인 교육프로그램인 여름학교(5ummer lnsti tute: 51) 개최률 결정하였다 

회의에서는 이러한 정기적 프로그램은 션발된 참가자뿐만 아니라， 각국의 산업체， 

정부， 연구기관 및 대학 동 모두에게 이특이 될 것임을 강조하고， WNU 여름학교 프 

로그램의 구성 률과 지침을 함께 제시하였다. 

여름학교의 주된 북척은 원자력과학기술 분야의 차세대 리더툴울 대상으로 차별 

화된 교육기회률 제공하는 데 있다. 참가자는 전 세계에서 선발된 학생 및 젊은 원 

자력전문가로 구성되며 다읍과 갈은 교육묵표를 가진 6주 과정의 러더십 교육훈련 

율제공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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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 기술의 명화적 이용에 관한 최신 지식과， 이를 둘러싼 국제척인 정 

치， 환경， 사회척 이슈에 대한 이해 및 토론 

- 원자력 응용분야의 세계척인 선두주자 및 교육자률과의 토론기회 제공 

세계 각국에서 참가한 동료률과의 실제적인 텀워크 활동 경험 빛 결숙력 있 

는 유대관계 형성 

- 원자력 과학기술에의 기여 확대에 일조할 수 있도록 톡려 

이 프로그램은 기존 강의실에서 학습힐 수 없는 원자력 신기술， 핵비확산 정잭 

을 포함한 원자력 이용의 국제 관계， 기후변화 협약 동 원자력율 둘러싼 국제 환경 

의 변화 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젊은 원자력 과학기술자률에게 매우 실제적이 

고 유용한 지식율 제공하고 있다， 원자력 과학기술 분야의 미래 글로벌 리더십 배 

양을 위한 륙수한 교육 경험율 천 세계에서 선택된 젊은 전문가 집단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여름학교 커 리률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강의 및 토론(Lecture and Q&A) 환경과 원자력， 원자력 국제 정세 빛 이슈， 

원자력 산업， 원자력 신기술 퉁 이상 4 가지 주제에 대하여 약 40인의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강의로서， 기술적인 측면보다는 과거의 원자력， 환경 연천사 

부터 현재의 정책 현횡 및 미래의 원자력 쩡세 퉁， 원자력과 관련한 근본적인 

축연을다루는고급교육 

소그룹 토의 및 북습(Take-away Points and Group Work): 경험 많은 원자력 전 

문가인 멘토를 중심으로 당일 강의에 대한 북습， 단체토론l 각국의 현빵과 개 

인적인 견해， 사혜연구 동율 공유하면서， 주제에 대한 이해를 톱고 회의 빔 토 

론 경험율 제공 

- 이슈 토론 및 프로젝트 발표(Issue Forum and Presentation): 원전도입. 4세대 

원자로， 핵연료주기， 재처리， 폐기물처분장， 핵비확산， 의료방사선이용 퉁， 현 

재 세계척인 이슈가 되고 있는 분야에 대해 관심 있는 참가자률이 소그룹을 구 

성하여 심도 김은 토론과 자료조사， 단체 협의를 통한 프로젝트 수행， 결과발 

표률 통해， 전문적인 지식 습묵은 물론 지도력과 공통체 의식을 함양 

- 륙별강연(Distinguished Speaker Presentations): 일주일에 약 2회， 원자력관 

련 산업체 대표， 관련기구 고위급 인사， 세계적인 석학 동 륙별강연자률 초청 

하여， 원자력과 연관된 정치， 경처11. 사회， 연구개발 분야의 세계척인 이슈률에 

대한 천문가적인 견해와 경험율 공유하고， 미래 원자력 리더률율 위한 논쟁과 

도전율 유발할 수 있는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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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시찰(Technical Tours) 1주일 간 원자력 및 관련 산업체， 연구시설 퉁율 

견학하고 현장 강의를 통해， 차세대 원자력 리더률 위한 천문가로서의 실질척 

인 경힘을 확대하고 의혹율 고추l시킬 수 있는 현장 체협 

역대 WNU-SI의 개최국과 참가 인원을 〈표 2.10)에 나타내었다. 제l차 여름학교 

는 미국 아이다호 풀스， 제2차 여름학교는 스웨댄 스룩흘륨과 프랑스에서 개최되었 

고， 제3차 WNU 여름학교는 한국에서 개최되었다[3). 그리고 제4차 W ‘IU-SI는 캐나다 

에서 개최되었으며， 제5차 WNU 여름학교는 2009년 7월 5일부터 8웰15일까지 6주간 

영국의 욱스퍼드대학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표 2.11 > 역대 세계원자력대학 여름학교 개최국 및 참가자 

회차 년도 주최 참가국수 
참가인원 한국참가자 KAERI참가지 

(명) 수(명) 수(영) 

2005 미국 33 77 0 0 
r 

2 2006 스워1벤/a랑스 34 89 ‘ 7 

/ 
3 

3 2007 한국 35 102 13 3 
」

’ 4 2008 캐나다 36 100 . 8 3 

우리나라는 제3차 메U-SI률 아시아 지역에서 최초로 유치함으로서 개최지로서의 

위상율 놓이고， 원자력 산업과 R&D 분야에서 선도척인 역할 수행을 통해 국제사회 

에 우리나라의 원자력 기술개발 연구의 확대와 원자력기술 수출율 위한 기반으로 

활용하고자 하였으며， 산업시찰 및 국내강사률 흥해 우리나라의 원자력 산업기술 

수준율 홍보함으로써 세계 숙에 우리나라 이미지 제고와 친한 인척 네트워크률 구 

축하였다. 또한 본 교육훈련 행사를 통해 국내 피교육자률에게 세계 원자력계의 차 

세대 리더들과의 네트워크 형성 기회률 제공함으로서 무형의 차세대 자산율 확보하 

는 계기률 마련할 수 있었다. 

〈표 2.10)에서와 갈이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2006년부터 직원의 WNU-SI 참가 

를 장려하여 매년 3명씩 참가해 왔으며， 원자력교육센터에서는 이률 참가자 중 일 

부는 원자력교육센터에서 참가경비률 지원하였다. 앞으로 WNU-SI에 참가하는 KAERI 

참가자의 선정 방법을 체계화하고자l 작년까지 개별적으로 매U에 직접 참가지원율 

해오던 방식을 바꾸어， 올해부터는 WNU-SI 참가 지원 창구률 원자력교육센터로 일 

원화하고 연구심의위원회률 거치는 KAERI 자체 선발과정과 교육센터 오리엔테이션 

율 거쳐 WNU본부에 일괄 신챙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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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WNU 1주 하게과갱 공동 개최 

최근 \VNU는 범세계적인 네트워크로서 중등학교 원자력교육 프로그댐부터 Senior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원자력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을 수 

행힐 수 있는 국가들과 긴벌하게 상호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원자력 

교육센터에서는 2007년 WNU 여름학교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반으로 하여 WNU가 공동 

으로 세계 원자력발전 이슈에 관한 WNU 1주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하였다. 이 과 

정은 우리나라 빛 아시아 지역의 젊은 원자력 전문인력툴율 대상으로 KAERI 국제교 

육훈련센터(INTEC)에서 2008년 7월에 개최되었다. 

WNU 1주과정은. 6주과정인 WNU 여름학교 프로그램의 강의 내용을에 기반율 둔 

강의 중심의 1주 과정으로， 젊은 원자력인력틀에게 원자력 과학기술의 이용에 관한 

지식을 중진시키고 미래 원자력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시야률 넓히는 것율 묵척으 

로 한다. 그러고 국제적인 원자력전문가률이 오늘날 원자력의 주요 이슈틀에 관한 

강의로 원자력분야의 흉미를 고무시켜주는 미래에 대한 비전과 전체적인 전망 그리 

고 실제적인 지식율 제공하는 것율 북표로 한다. 

주최기관인 KAERI 원자력교육센터는 이 과정 운영을 위해 교육생 모집， 한국강 

사 지원， 강사 빛 쿄육생의 숙소 및 식사 제공， 강의설， 교육장비， 교육자료 등을 

제작하고 WNU는 KAERI와 공동으로 프로그램율 개발하고 강사률 션정한다. 참가자는 

우리나라 또는 아시아 지역 내의 원자력산업체 직원， 원자력 연구기관 직원 및 원 

자력공학 전공 대학생 퉁율 대상으로 50-100여명 모집한다. WNU 1주과정은 매년 여 

름에 일주일 간 KAERI에서 실시한다. 

이 교육의 커리률럽은 207R의 모률로 구성되며 각각의 모률률은 강의와 토론을 

합하여 l시간 30분씩 할당되어 있다. 5일 동안 매일 4개의 모률에 대한 캉의와 토 

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저녁식사 시간 및 그 이후에 강사률과 자유 토론시간을 가 

질 수 있다 프로그램의 기본 일정은 다음과 같다 

〈표 2.12> WNU l-Week Course 상세 일정 

'NU J-'eek C.ωrse 

'Key Issues in the World Nuclear Industry Today' 

7월 7일 ( 월 09.00-09.30 0야ning 

09.30-10.00 Introduction to the World Nuclear Universi ty and 
the Course 

m 

녕
 



10.00-10.30 
11. 00- 12. 30 
14.00- 15.30 
16.00-17.30 

7월 8일 (화 09.00-10.30 
11. 00-12. 30 
14.00-15.30 

16.00-17 ‘ 30 

7월 9일 (수 09.00- 10.30 

11.00- 12.30 
14.00- 15.30 
16.00-17.30 

7월 10일 (폭 09.00-10.30 

11. 00-12. 30 
14.00-15.30 
16.00-17.30 

7월 11 일 (금) 09.00-10.30 
11 ‘ 00-12.30 
14.00- 15.30 
16.00- 16.30 

4. 후축 협력 계획 

π、e Necessity of Nuclear Power 
World Energy Outlook 

Nuclear Economics 
Global Environmental Cha11enge and Nuclear Power 

Nuclear Safety 

Nuclear Law 
Non-proliferation Regime and Security 

Nuclear Fuel 

Nuclear Reactors 
BWR Technology and Gen 111 NPP Experience 

HWR Technology and Sustainable [농velopment 
PWR Technology and Korean Experience 

Radiation and Hea1th 
Waste Management 
Decommissioning 
Nuclear Transport 

New Nuclear Technology 
Fusion Technology 
Nuclear Politics & Public Acceptance 
Closing Ceremony 

세계원자력대학은 원자력 교육훈련의 국가 및 지 역 네트워크률 아우르는 법세계 

적인 네트워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 속에 우리나라 원자력기술의 위 

상율 정립하고 원자력산업의 해외 기술수출 기반율 다지기 위해서는 세계원자력대 

학율 비롯하여 아시아원자력교육훈련네트워크 (ANENT) 퉁 국제적인 네트워크에 적 

극적이고도 지숙척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ANENT와 WNU는 갈은 시기에 회원국의 지속척인 원자력 이용개발 중진을 북표로 

원자력 지식관리와 보존율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셀힘되었다 ANENT와 

WNU의 차이점은 ANENT는 아시아 지역 네트워크이며. WNU는 전 세계지역율 모두 망 

라한 협력네트워크라는 점이다. 또한 ANENT는 원자력교육훈련 활동의 증진에 초점 

울 두고 있으며. WNU는 왼자력 정책， 세계적인 이슈에 관심율 두고 교육훈련 활통 

율 하고 있어 정책척인 부분을 광범위하게 연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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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NU는 아시아， 유럽 그러고 아메리카 대륙율 망라한 원자력교육훈련 네트워크들 

율 연결한 원자력 정보 검색 서비스률 갖춘 WNU 웹사이트 개발율 시작하고 있다. 

WNU는 이러한 웹사이트률 개발하기 위해 여러 지역네트워크 및 국가 네트워크률의 

협력율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한국이 선도하고 있는 ANENT와의 협력을 

우선시 하고 있다. 

ANEì'rr는 아시아지역 회원국 간의 교육훈련 증진율 위해 이미 웹포털 즉 Cyber 

Platform율 개발하여 시험 운영하고 있다 또한 Cyber Platform에 교육자료률 탑재 

함에 있어， 분류체계가 Wl\'U 분류체계와 유사하게 원자력발전， 원자력 안션， 원자력 

기초과학기술， 핵비확산 등으로 분류하고 있어서 자료 공유에 이점이 있다. 그러므 

로 ANENT가 추구하는 회원국 간의 지식 증진율 위한 교육 자료와 WNU의 교육 자료 

률 웹포탈 상에서 상호 공동 활용한다연 교육자료 제작에 충북 투자를 줄일 수 있 

율 뿐 만 하니라 시간 절감과 더불어 상호 업무 분답과 보완 활동으로 인해 여러 

가지 상승효과률 얻게 될 것이다 

또한 WNU 여름학교 강의내용을 사이버 교육 자료로 개발하여 원자력교육센터 웹 

사이트 및 AN태r Cyber Platform에 탑재하여 사이버 교육자료로 활용하고자 WNU와 

협력하고 있다. 이 교육자료는 WNU 여릅학교에 참여하지 못한 전 세계 젊은 과학기 

술자률에게 지식자료로 제공힐 것이며 WNU가 앞으로 자체개발하는 사이버 교육 사 

업에 한국 기술이 진출하는 기반으로 활용힐 수 있율 것이다. 

Wl\'U는 자체적으로 ‘Nuclear Energy in the 21st Centries’와 “ Nucl ear Engl i sh’ 

동의 책율 WNU 출판사를 통해 발간하고 있으며， 세계 원자력과 관련된 다른 출판물 

률과 관련된 활동률을 장려하고 있다. 원자력교육센터는 WNU 출판사률 흥해서 발간 

되거나 WNU 활동에 협력하는 책률의 번역본율 발간할 수 있율 것이다. WNU 출판물 

은 국제척인 시각과 이슈률이 반영되어 있어서， 이률을 국내 원자력교육에 활용함 

으로서 국내 교육의 수준율 높이고 교육생의 국제적인 자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WNU가 보유하고 있는 인맥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세계적인 수준의 강사 초빙 

및 국제적인 이슈 중심의 KAERI와 WNU간 공동 원자력교육 프로그램율 적극척으로 

개발하여 운영한다면 KAERI 원자력교육센터가 아시아 지역에서 국제적인 교육율 답 

탕하는 아시아지역 원자력교육 허브의 역할을 다 할 수 있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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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3 절 IAEA 아시아원자력교육훈련네트워크(ANENT) 협력 

1. lAEA ANENT 사엽 현황 총괄 

가. ANENT 추진 배정 및 현황 

아시아원자력교육훈련 네트워크 (ANÐ\~: Asian Network for Education in 

Nuclear Technology)는 IAEA 사업으로서 세계적인 원자력지식관리의 필요성 과 이 

에 대한 아시아 지역에서의 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아시아지역 원자력교 

육훈련 활성화률 북척으로 2004년 2월에 발촉 되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한국율 대표하여 IAEA의 AN돼r 발촉에 기여하였으며， 발혹 

이후에는 5개의 그룹활통 충 “햄기반 원자력교육훈련 데이터/정보 교류n 활동을 담 

당하여 추진하는 동시에 천반적인 ANENT 사업 추진율 션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6년 까지는 ANENT 웹포탈 및 사이버플랫폼율 개발하여 

운영하는 퉁 기반 구축에 기여하였으며， 의장국 역힐 (2005.10 - 2007.11)도 수행 

하였다. ANENT 웹포탈 및 이에 추가된 사이버플랫폼의 개발 빛 개선은 장기간 수행 

되어 왔으므로 이에 대한 현황율 [그립 2.31와 같이 정리하였다. 

20여 2005 2006 2001 20<월 

핵밴느반규」 \ J, ,. υ【 r-'I...... ........ ...... 
: 뻐액뻐. / 번 ‘γ ? 반! 변 

WPD핵opmen니 CP Development RTC 

Workshop Expert Mission 

Demonstration ’ 1 

& revision 

Pilot course 

Revision 

〔그림 2.41 ANENT 웹포탈 및 사이버플랫폼의 개발/개선 추진 내역 

2007년부터는 ANENT 사업의 활생화 일환으로 RAS0047 사업 (Suppor‘ ting 

Web-based Nuclear Education and Training through Regional Networking)율 추진 

- 22 -



하게 됨에 따라 한국은 일차 개발된 ANENT 웹포탈 빛 사이버플랫폼의 활용율 중심 

으로 RAS0047 사업 수행에 있어서 선도적 역힐율 하고 있다. [그립 2.4l에 도시한 

바와 갈이 ANENT 웹포탈 및 사이버 플랫폼의 활용은 기존의 교육훈련 과정/자료의 

수집 탑재를 통한 제공과 e-training 퉁 웹기반 과정을 수행하는 데 있으며， 동시 

에 이를 원활하게 하기위한 ANENT 회원국툴의 IT 기반을 구축 하도록 하는데 있다. 

RAS0047 사업 제l차년도인 2007년에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추진함으로서 사업 추진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한 바 있다. 

- IAEA ANENT 사업 의장국 역할 수행 

- ANENT 웹포탈 운영 빛 사이 버플랫풍 개션/시 연 

- 기존 교육훈련 과정/자료 수집 

- lAEA e-Training 개최 

Maklng Avallabl, 0' 
Caur:‘ .. and Materlals 

Exlstlng couru & mat.rlal 

New cour ••• and ma’.rl.l. 

Jolnt operatlon 0' cour... • 

MS coun. for nucl .. r Ingln .. rlng 

Cyb.r Platform 

• 
ANENT Web-p ortal (www.an. nt..j •••• org) Str.ngthanlng Infnstrudur. In MS 

[그립 2.5l RAS007 사업에서의 ANENT 웹포탈/사이버플랫폼의 역할 

냐. μERI의 2008년 활동 내용 

잉 

AN마r 사업 추진에 있어서 KAERl는 2008년에도 예전과 같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 

였다， 구체적으로. KAERI는 ANENT 웹포탈의 운영 빛 활용율 중심으로 다읍과 같이 

ANENT 사업의 주요 활동에 참여하고 기여하였다. 

- 웹포탈/사이버플랫폼 운영 및 개선 1) 시스템 운영 관리. 2) 자료 62건 탑 

재. 3) 웹포탈 메뉴 조정 빛 과정 접근 단계 단순화 퉁 사용자 연의성 개선， 

4) 개선 및 Back-up 서버 설치 운영에 대한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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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원자력교육훈련 과정/자료 수집 지원 IAEA 교육훈련 자료 수집 방안 

(lndex 퉁) 수립 및 수집 (1 9과정)지원， 

- lAEA e-Training 추진 2007 e-training 성과 명가， 향후 e-training 계획 및 

e-training (SYMPACTS , MESSAGE) 준비 

- IAEA 지역 훈련과정 실시 사이버플랫폼 이용에 관한 강사대상교육을 위한 과 

정설계， 강사 매뉴얼 제작， 훈련용 임시서버 설치운영， 강의 및 실습 실시 

- KAERI-IAEA 협력 협약 추진 ANENT 웹 시스템의 이용증진， ANENT 웹 시스템의 

공동 운영， 웹기반 과정 및 e-Training을 통한 원자력 지식관리 증진율 위한 

협력협약 (Practical Arrangement) 체결 협의 및 문안 작성 

- 2008 ANENT 기술회의 참가‘ 2008년 한국의 추진 실적 퉁율 발표하고 향후 추 

진계획 협의 

이상과 같은 활통 내용을 [그립 2.5] 에 도시하였으며 각각에 대한 자세한 내용 

율 항몹별로 다음에 기술하고 자 한다. 참고로 ANENT 사업은 매년말 경에 개최되는 

운영위원회률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사업 주기가 KAERI의 과제 운영 주기와 

다소 차이가 있다 따라서 [그립 2.5]는 ANENT 사업주기에 맞추어 활동율 도시한 

것이고 본 보고서에서는 KAERI의 2008 사업 기간에 해탕하는 부분율 기솔하고자 한 

다. 

2008 2때9 

’1 I 12 I 1 I 2 I • I • I 5 I , I 7 I • I • I ,. I t1 

‘llaterili‘ 
c.‘ ...... 

εTγ'alnlng I ._1γ“ .“ .. 

T얘’llng the 
r ........ 

。oeration 여 

ANENTWeb 
portal 

KAERI’s Input 

”’‘-

，~ 

*‘”이 •. "‘,., 

51"'!: α8m. y {O.6 senior+ 0.2 junior’ 
Web maintenance & improvement: $10,000 

[그림 2.6] 때ERI의 2008 사업기간 중 ANENT 사업 참여활통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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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향푸 천망 및 KAERI의 2009 활동 계획 

원자력교육센터가 정부와 원자력연구원의 방침과 지원에 따라 ANENT 참여에 있 

어 꾸준하고 적극적인 노력율 기울인 결과 2008 ANENT 회의에서도 주요성과률 제시 

할 수 있었다. 이를 롱하여 한국원자력연구원을 포함하는 한국의 원자력교육훈련 

국제화 혹진에 기여하였으며 이 분야의 한국의 선도적 역할 유지에 기여하였다고 

생각된다， 한연， 이번 회의에서는 타 네트워크와의 협력에 대하여 많은 토의가 있 

었으나， 현재 ANENT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RAS 0047 (웹기반 교육훈련 네트워 

크 지원) 사업율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가시적 성과를 얻어내는 것이 우선적으로 중 

요하다고 생각되었다. 

원자력교육센터의 입장에서 ANENT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일틀을 중심으로 현안 

과 향후 대책에 대한 의견을 종합하여 ANENT 사업 참여자회의 (2장 3절 7 참조)에 

서 발표한 내용은 〈표 2.12>와 갈다. 

〈표 2.13> 한국의 역할 관점에서의 ANENT 사업 현안 및 방안 

Areas ’ssues Remarks ’ 

Ma‘erìal colledion - Agreement - 1I is a lop priority aclivity. 
- Review, selection. conversion an예 - Time may oot be enough. 
uploading - Action plan needs to be established 

(EM) 

e .. Training .. Operation of planned courses 
.. Customization .. Early stn of cooperation for 

.. More courses (K헤. Decom. etc.) 
customization is essential . 

Train the trainers .. Next step training required .. Focus 011 course design & C0 l1tel1t5, 
(Infraslruclure) - CM rolo providing basic training for beginners 

.. Promotion of n렸ional training 011 .. Discussion may be required . 
CP 

.. Strengthening MS infrastructure 

WPICP op.ration ‘ Further revision .. Use CI currert version with minimum 
.. Operation system ‘ 

revision RAS0047 is suggested 

.. Back에Jp server .. Forr훌vision. advance arrangemen1 is 
required. 

한국의 의건과 ANENT 사업 참여자 회의에서 토의된 내용율 종합하여 볼 때， 원 

자력교육센터의 선도척 역힐 (웹기반 교육훈련 정보/자료 교환 중진)을 충실히 수 

행하기 위한 2009년 활동은 다음과 같이 생각된다. 

- 에너지 계획분야 e - training 수행 (2009.2) 

ANENT 사이버플랫폼에 관한 제2차 지역훈련 수행 

수집된 교육훈련 자료 탑재 방안 제시 빛 탑재 추진 (용역 또는 fellowship 

동으로 수행 예상) 

야
 ι 



- 회원국의 ANENT 웹 포탈/사이버플랫폼에 대한 feedback에 대한 조치 (IAEA와 

기본 방향 협의 필요) 

- 회원국내 ANENT 사이버플랫폼 교육 실시에 대한 기술 지원 

- ANENT 웹 포탈/사이버플랫폼의 지숙척인 보완 및 운영 

ANENT 사업의 일환인 RAS 0047 사업은 4개년 사업으로서 이체 제 3차년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성과 가시화” 단계 이므로 본 사업에 대한 원자력교육센터의 참여 

가 종전과 같이 정부와 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지숙적인 지원율 받아 국가의 원자력 

위상율 높이고， 자체 교육훈련 능력을 션진화 하며 l 기술 수출을 위한 국제 인적내 

트워크 구축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륙히 현재 추진 중인 ANENT에 대한 

KAER1-1AEA 협력 협약이 체결 되어 이 협력 툴 하에서 KAER1의 션도적 역할이 강화 

되기률 기대한다. 

2. 웹포탈/사이버플랫폼 운영 빛 깨션 

가. 시스댐 운영 관리 

ANENT 웹포탈/사이버플랫폼에 대한 기본객인 운영 관리는 1) 서버관리와 2) 사 

용자 퉁록 및 통계관리로 구분된다. 

서버관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갈은 활동율 하였다. 

- URL 동륙관리 

- 모니터링 

- Back- up 빛 VOD 서버 설치 

- 보안 점검 

ANENT 웹포탈 및 사이버풀랫폼의 사용 충 유사시에 이에 대한 조치률 취하도록 

만천율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서버률 모니터렁 하였다 

- 사용 웹 서버의 로그 정보 분석 (설치 시점 이후의 총 누척 정보) 

- LMS 의 강화 및 수강자 현황 

- 실시간 서버스 모니터멍에 대한 정보 분석 

〈표 2.14> 일반정보 로그분석 예 

l 일반 정보 내용 

생공한요청 건수 

일일 명균 생공한 요챙 건수 

706 , 571 

2,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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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정보 내용 건수/랑 

성공한 페이지 요청 건수 692970 

일일 명균 생공한 페이지 요청 건수 222 
실패한 요챙 건수 36 , 204 

재전송된 요청 건수 4, 121 

요챙한 고유한 화일 건수 5, 232 
접숙한 고유한 호스트 수 3, 981 

분석 불가능한 로그화얼 줄 수 68 ,974 

분석을 요청하지 않은 로그화일 줄 수 38 ,904 

천송 데이타랑 475.28 giga바이트 

일일 명균 데이타 전송랑 1. 53 giga바이트 

사용자 퉁록에 관하여는 ANENT 사이트 퉁록에 대한 안내 ， 대리퉁록， ID/ PW 안 

내， 사용자 동급 조정 풍의 업무률 수행하였다. 통계관리에 대해서는 륙별히 수행 

된 것이 없었다. 

나. 자료/대이터 탑재 빛 과쟁 운영 

NETDB에 회원국 자료률 탑재하도록 안내률 하였으나 륙별히 입력된 것이 없었 

다. 이에 대해서는 i\J'JENT 참가국 운영자회의에서 데이터를 입력하도록 협력해 줄 

것율 건의 하였다. 당해연도에 주로 탑재한 자료로서는 ANENT 회원국 운영자회의 

및 ANENT 사이버플랫폼에 관한 지역훈련 자료 등 62건을 탑재하였다. 한연 IAEA의 

교육훈련자료 수집을 위한 임시저장을 지원하였으며 이의 일환으로 과정 분류 (분 

야 분류) 체계도 수립하였다 (제2장 3절 3 참조). 

과정 운영에 대해서는 SYMPACTS e-training 준비 (제2장 3절 4). 그러고 ANE>IT 

사이버플랫용에 관한 지역과정 및 샘플과정 운영 (제2장 3절 5)율 수행하였다. 

다. 웹포탈 메뉴 초청 및 사이배플랫폼 게션 

그동안 ANENT 웹포탈과 사이버플랫폼을 사용하면서， 륙히 e-training과 본 시스 

랩 사용에 관한 지역훈련과정율 윷진하면서 ， 발견되거나 사용자둘로부터 제안율 받 

은 사항률율 반영하기 우l하여 조정 및 개션율 하였다. 핵심적인 개선 기능으로는 

과정 단계 단순화를 통해 현재 Course 선택 -) Subject 선택 -) Lesson 선택 단계 

를 거쳐 Lesson에 듣게 되는 단계 Course 단계에서 Lesson율 둘율 수 있도륙 한 것 

이었다. 또한 Certifi cate의 출력 개선， My learning room의 기능 개선 Course 

Management Type에 Internet Source 추가， 포탈 메뉴 조정 퉁율 통해 학습자의 연 

의성 향상하고， lAEA의 Comments 반영， 그리고 운영상에서 발생했던 에러사항의 수 

정에 대해서도 조치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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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청 단계 단순화 개선 전의 과정 단계에서는 [그림 2 . 6] 에 표시한 바와 갈이 

Course에 Notice , Forum , Survey 퉁이 있으며 ， Course에 Subject률 만률연 각각의 

Subject에 Notice Forum, Survey. Lesson 퉁이 만률어 진다. 학습자가 Lesson율 듣 

기 위해서는 Course 선택 -) Subject 선택 -) Lesson 선택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 

또한 Course 단계에서는 Course에 대한 Noti ce , Forum 동의 내용만 볼 수 있고， 

Subject에 있는 Notice , Forum 둥은 볼 수가 없어 새로 퉁륙된 것율 확인하기 위해 

서는 각각의 Subject률 모두 확인해야 한다 

[그립 2.7] 기폰 과정 체계도 

이률 개선하여 Course 단계에서 기폰의 Subject 단계에서 볼 수 있는 왼쭉 메뉴 

률 불 수 있도룩 하고， Notice. Forum, FAQ 풍 각각 헤이지에서 Subject가 선택되 

지 않는 경우에는 Course에 풍룩된 내용과 모든 Subject에 있는 내용율 보여주도록 

하였다 ( [그립 2.7] 참조). 또한 Subject률 션택하는 경우에는 선택된 Subject의 

내용만 표시하여 필요한 경우 Subject 별로 션택하여 불 수 있도록 하였다. 

Su비ect 

[그립 2. 8] 단순화한 과쩡 체계도 

이률 구현하기 위해서 우선 현재 3단계로 되어 있는 웹페이지의 구조률 2단계로 

수쟁하고 Notice , Forum 퉁에 연결되어 있는 렁크률 모두 수정하였다 또한，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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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베이스에서 개별 Subject의 Notice. Forum 퉁의 항북의 내용율 가져오던 SQL 

Query 문들을 Course에 개설된 Subject률 검색할 수 있는 SQL Query 문율 작성하여 

Subject 러스트률 가져온 후 Subject 들에 포함된 모든 Noti ce. Forum 퉁의 항묵을 

가져오도룩 SQL Query 문률을 수정하였다 

Certificate 출력 끼션 Course가 완료된 후. Course manager가 Certificate 

정보률 입력하고 나면 학습자률은 Post-Learning에서 ’ Print certificate’ 렁크를 

통해 certificate률 출력할 수 있다. 그런데 개선 이천의 시스랩에서는 출력율 위 

한 Certi ficate가 현재 ffI깨L 페이지로 되어 있어서 학습자의 브라우저 설정에 따라 

그 모양이 제대로 나오지 않거나. Certificate에 률어가는 내용의 앙에 따라 모양 

이 연하는 경우가 있다 

이률 개선하기 위해 Certificate률 HTML 페이지에서 PDF로 출력할 수 있도록 하 

였다. PDF로 개선을 하연 학습자툴의 브라우저 환경에 상관없이 Adobe Acroba t 

Reader가 셜치되어 있으연 통일하게 프린트할 수 있다. 또한 PDF 파일율 로컬 디스 

크에 저장힐 수 있어 Certificate를 출력하기 위해 매번 시스템에 접숙할 필요가 

없으면 이메일 풍으로 첨부해서 전송하는 일퉁이 가능하게 된다. 

Course Manageaent Type애 Internet Source 추가 개선 이전의 시스랩에는 

개설할 수 있는 강화 운영의 종류로서 1 ) 퉁혹 승인이 필요 없이 둥록 후 바로 강 

화를 진뺑힐 수 있는 Open course. 2) Course manager에 의해 퉁륙 승인율 받아야 

하는 Approval course. 그러고 3) 학습자가 퉁륙힐 수 있는 강화 목록에는 나타나 

지 않고 과정 관리자에 의해서만 등록이 가능한 Closed course가 있었다. 

이 세 가지 이외에 외부 시스템을 연결할 수 있는 lnternet Source를 강화 운영 

종류에 추가하였다. lnternet Source의 운영은 학습자률의 퉁륙은 필요치 않으며 , 

과정 북륙에 과정 명을 보여주고 외부 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에 대한 렁크률 표시함 

으로서 이 렁크의 클릭율 통해 외부 시스템으로 이동힐 수 있도록 하였다. 

My Learning Roo. 게션 : 개선 전의 싸 Learning Room에는 학습자가 동록한 모 

든 Course의 Subject에 있는 Notice. Forum 그러고 Lesson율 모아서 보여주어 학습 

자가 각각의 Subject에 툴어가지 않고도 My Learning Room에서 직접 학습율 힐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헤이지의 한계 때문에 Notice. Forum. Lesson 각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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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최근 5개씩만을 보여주어 Subject가 많아지는 경우에는 각 Subject에 새로 추 

가된 모든 사항이 표시가 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으며， 과정 단계를 단순화하게 됩 

으로서 기존의 기능이 크게 차별화되지 않게 되었다. 

이를 개선하여 My Learning 페이지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정 ， 동록 승인 

대기 중인 과정 그러고 완료된 과정 목록만율 보여주고 과정 렁크률 통해 해당 과 

정 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도룩 하였다 ( [그립 2.8]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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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2.9] My Learning Room 화면 

딩 

웹포탈 갯 화면/때뉴 조정 [그립 2.9] 과 같이 왼쪽 하단의 “ Cyber Learning" 

메뉴률 상단으로 이동시키고， “Photo Album"율 Board의 서브 메뉴로 이동시켰 

다. 

lAEA의 Comments 사항 반영 IAEA에서 나왔던 Comments 중에서 다읍 사항율 

반영하였다. 

Notice의 새로운 메시지에 대해 표시 

Noti ce와 Forum에 파일 첨부 기능을 추가. 

- Course와 Subject 단계로 나누어져 있는 Notice , Forum을 한 단계로 단일화. 

동록관리 페이지에서 학습자 개인의 퉁록정보률 본 후 퉁륙관리 첫 페이지가 

아닌 이전 페이지로 이동 

- Course 퉁록 정보에 Country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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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2.101 개선된 ANENT 웹포탈 화연 

라. Upgrading 빛 Back- up 서배 셜치 운영에 대한 방안 검토 

본장의 3절 4에서 기술하는 바와 같이 e-training 성과 검토률 위한 lAEA 미션 

에서는 예ENT 사이버플랫폼의 upgrading과 back- up 서버 설치에 관한 문제도 검토 

하였다 

ANENT 사이버 플랫폼의 Upgrading에 대해서는 새로운 웹기반 기술을 활용하고， 

부촉한 기능율 보완하며， 사용자 연의성율 향상 시켜야하는 관점에서 필요성은 인 

정하였다 다만 Upgrading의 시기에 대해서는 e - training 운영율 롱하여 ANENT 사 

이버 플랫폼의 성능을 확인하였고 부분적 보완으로 기존 시스랩의 운영을 당분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다 따라서 Upgrading에 대하여 당장 대책율 

준비하는 것은 일단 유보하기로 하였다， 

lAEA에 ANEJ'JT 사이버 플랫폼율 포함하는 웹포탈의 Mirror 사이트를 설치하는 방 

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우선 Mirror 사이트라는 용어 자체가 lAEA에서 의도하는 

북척에 맞지 않다는 의켠에 따라 용어를 나륨대로 다시 정하기로 하였다. IAEA가 

의도하는 목적율 확인해 본 결과 만약에 대비하여 북제된 시스템을 별도로 확보 유 

지하고， 기술적인 시험을 톡자척으로 수행할 수 있도룩 하며， 필요시 톡립적인 과 

정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그립 2 . 101 에 제시한 

바와 갈이 세 가지 기술적 방안 즉 back- up site , synchronized site 및 

independent site 개념 및 용어를 정의 하고 합묵적성과 기술척 현안율 검토하였 

다. 그 결과 우선은 back- up site로부터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independent site로 

션환하며 데이터 및 콘텐츠 교환은 주기적으로 각자 해결하는 안이 채택되었다. 이 

이
 



를 추진하기 위하여 기술적으로는 back-up si te률 IAEA에 구축하기 위하여 ANENT 

웹포탈 시스템의 북제본과 설치 지침이 IAEA에 제공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행정 

척으로는 KAERI와 IAEA 간에 이의 수행을 위한 공식척인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결론척으로 다읍과 같이 업무률 추진하기로 하였다 

행정척 조치로서 IAEA와 KAERI가 공식적으로 ANENT 웹포탈/사이버플랫폼 

사본율 KAERI로부터 lAEA에 전달하는 것율 합의합 (lAEA의 공식서한) 

- KAERl가 ANENT 웹포탈/사이버플랫폼 사본 소프트웨어률 설치 지침서와 함께 

lAEA에 제공합 

IAEA가 자체 서버에 ANENT 웹포탈/사이버플랫폼 사본 소프트혜어를 셜치함 

- 과정 데이터와 자료률 정기적으로 요환함 (예: 매 3개월) 

이후 선결 조건인 공식척인 합의 (Practical Arrangement 체결로 발전됩) 

지연으로 2008년에는 back-up 서버설치에 대한 활동은 별도로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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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2.11] ANENT 사이버플랫폼 사본율 IAEA에 설치하는 방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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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폰 원자력모육훈련 과정/자료 수집 지원 

가. 과정/자료 수집 방안 수립 

본장의 제3절 4에서 기술하는 바와 같이 e-training 성과 검토률 위한 IAEA 미 

션에서는 기존의 IAEA 교육훈련 과정/자료 수집에 대한 방안도 검토하였다 이 문 

제는 2007'건에 일차 검토하여 과정/자료 목록율 작생하고 수집 철차를 제시한 바 

있다. 이률 바탕으로 본 검토에서는 수집율 워하여 fellowship 프로그햄율 추진할 

경우 구체적인 수집활동 지침율 주는 방안 수럽에 주력하였다. 

우선 기존의 lAEA 교육훈련자료 수집， e-training 자료로 전환 및 AN댐T 사이버 

플랫폼에 탑재 운영하는 것에 대하여 추진 방안율 준비하였다. 우선 소제파악， 수 

집， indexing , 임시 저장， 전문가 검토， e-training 자료로 전환， 그러고 탑재에 

이르는 절차도률 [그립 2.111과 갈이 제시하였으며 전반부에 해당하는 (입시저장까 

지 ) 절차률에 대해서는 구체적 인 방안율 채시하였다 

던란펀 괜관권 관굉김 괜월희 

Quallty I I ANINT Separat.d 
check I web 

& I 1 or 
Indexlng I I W,""'ard 

[그럽 2.121 기존의 IAEA 교육훈련자료 수집， 전환 및 탑재 절차 

수집 대상 과정/자료의 위치파악 및 수집율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기존에 작성 

된 교육훈련 과정 북록율 IAEA의 관련 부서와 유사한 APC (Agency Program Codes) 

에 따라 재정리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수집 업무를 착수하도록 하였다. APC는 〈표 

2.14>에 제시한 바와 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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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5) lAEA Agency Program Code 

lAEA Departments APC 
A. Nuclear Power 

Department of Nuclear B Nuclear Fuel Cycle and Materials Technologies 

Energy (NE) c. Capaci ty Bui lding and Nuclear Knowledge Maintenance 

for Sustainable Energy Development 
D. Nuclear Science 

E. F∞d and Agriculture 

F. Human Heal th 
Department of Sciences and 

G. Water Resources 
Applications (NA) 

H. Assessment and Management of Marine and Terrestrial 

Environments 

1. Radioisotope Prod니ction and Radiation Technology 

Department of Nuclear 
J. Safety of 사lclear Instal1ations 

K. Radiation and Transport Safety 
Safety and Security (NS) 

L. Management of Radioactive Waste M. Nuclear Security 
Department of Safeguards N. Safeguards 

(SG) o. Verification in Iraq Pursuant t。 배SC Resolutions 
Department of Management P. Public Information 뻐d Communication 

(MT) Q,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양 (ICT) 

사업기술 담당자 (Technical Officer)에게는 기술 분야의 중요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과정/자료률 수집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권고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지침율 제시하였다. 

공식 또는 비공식적으로 TO와 과정/자료를 소유한 직원간에 긴밀한 협조 및 

communication 이 선결 조건임. 또한 일반 ANENT 시이버플랫폼 사용자률에게 

공개가 제한되는 과정/자료률에 대한 대책율 강구해야 합. 예툴 툴어 PESS의 

경우에는 NKM과 부서 간에 문서화된 협약을 맺기를 원하고 있음 

- 수집대상 자료률은 문서 ( text ). ppt. 비디오 또는 다른 형태의 것으로 되어 

있율 수 있읍. 따라서 천자척 (Electronic copy)로 수집해야 될 것이며 hard 

copy로 만 되어 있는 경우에는 8can 또는 digitize 해야 할 것임. 

lndex로서는 수집 자료의 외형척 완생도률 검사한 후 course prospectus. 수집 

일자， 수집자 명 퉁율 명시해야 합. 

수집한 자료의 임시저장율 고려해야 하며 임시저장 방안으로서는 ANENT 사이버플 

랫폼에 장소를 마련하는 것이 있읍. 이를 위하여 2008년 1/4 분기 중에 조치를 

취할 것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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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척으로 IAEA와 INDEX에 대한 의견 교환을 하여 일차적인 안올 확정하였다. 

나. 과갱/자료 수집 지원 

한면 원자력교육센터는 ANEl\rr 사이버플랫폼의 과정 분류 체계 
APC에 따라 2단계까지률 척용하여 수립하였다 ( [그립 2.12] 창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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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입시저장 장소률 제공하기 위하여 AN댐r 사이버플랫폼 상에서 ’ Material 

Collection’으로 불리는 송인 과정 (Approval Course)을 개설하고 과정관리자가 허 

락한 사용자 률 만이 본 과정 내에 있는 πfile storage ’ 기농융 사용하도록 하였 

다. 

다. IAEA의 자책 과갱/자료 수집 활동 

lAEA에서는 2008년 9월-10월 2개월간 필리핀 빛 이스라엘로부터 fel10w률 받아 

교육훈련자료 수집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수집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갈은 절차와 

지침에 따라 수행되었다. 수집된 각 자료에 대하여 표 <2. 15)와 갈이 정보률 수집 

하여 정리하였다 

상기 수집 활통율 통하여 23 개의 교육훈련 과정에 대한 자료가 수집되었다. 이 

에 대하여 주요정보률 중심으로 수집자료 결과률 정리하여 ANENT 회원국 운영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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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에 보고된 예률 [그립 2.13)에 제시하였다. 

〈표 2.16> Sample Material Data Collection Form 

~ SOURCE Mr. M. P. Dias - RCA Coordinator 
~ TRAINING ACTIVITY IAEA/RCA RTC on Research Reactor Neutronic Calculations 
~ DATE CONDUCTED : 2006/07/03-2006/07/14 
’ VENUE Daejeon. Korea 
~ TC-PROJECT (number and t i t I e) ’ RAS/4/D24 - Radioisotope Production and 

Neut ron 많am 뼈pl ications 
~ FO째AT : CD 
~ SYLLABUS AVA I LABLE : YES 
~ TEXT BOOK : NONE 
’ LI ST OF EXPERT LECTURERS : YES 
~ SHORT RESUME OF LECTURES : NONE 
~ CONTENTS 

• Lectures 
- WIMSD Computer Code 
- Introduct ion to WIMSD and MCNP Librar ies 
- NeutronicAspect 01 theSaletyAnalysis01 RI Target Irradiation 
- User Requirements Irom the ViewPoint 01 Beam Appl icat ion 
- Neutronics Design 01 the Co ld Neutron Source 
- Neutronic Analysis 01 the TRIGA Research Reactor uSing WIMSD ‘ 

CITATION and MCNP Computer Codes 
- In-core Fuel Management and Reconliguration Study 01 the Current 

TRIGA Core for Increased Isotope Production 
- Production of Radioisotopes lor Medical Use using Medium Flux 

Research Reactors 
- Practice of the Neutronics Safety Analysis for the Irradiation in 

H얘NARO 

• Exerci ses 
• Country Re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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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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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2.14] lAEA 기존 교육훈련자료 수집 북록 예시 

I뾰A fellow 률은 이와 강이 수집한 자료률을 AN마T 사이버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임시저장 소에 저장하였다. [그럼 2. 14] 에 저장현황율 도시하였다 

- “ 

[그립 2.15] 수집된 lAEA 교육훈련자료 임시저장 

- 38 -



향후 본 교육훈련 과정/자료 수집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위한 수집자들이 도출 

한 현안과 권고사항은 다읍과 갈았다， 

- Copyright Issues: A disclaimer is recommended to be drawn up and placed 

。n the ANENT cyber-platform to preclude users from unduly copying training 

materials incompletely or in a manner which would render the educational 

resources deficient or erroneous in any way. 

Ti llel iness of Training Materials: Some training materials have a 

“ 1 imited shelf-l ife" , owing to the fast-paced developments in the field 

which necessi tate constant upgrading or refinement of training modules. 

For cases like this (such as in the field of diagnostic imaging) , a clause 

describing this limi ted duration should be added. 

Establishing CJose Cooperation with RCA: The good c∞peration 

establ ished wi th the RCA Office , in the person of Mr. M. Di as (RCA 

Coordinator ), could be further strengthened in order to obtain maximum 

support towards web-based nuclear education and training. The RCA 

conducts many training events annually which would be particularly useful 

for sharing through the ANENT Cyber Platform. 

Notification on Training Activities: Since timeliness and 

appropriateness of the education and training materials are of importance , 

it would be valuable to establish a c1 0se and regular contact with the 

departments regularly organizing training activities. In order to lessen 

the effort required from the NKM Unit , an lnter-Office Memorandum 

enjoining the admini strators of key web si tes (TCPR lDE, Nuclear Safety 

Training Website, etc.) to provide information on upcoming training 

activities or publications should be explored. 

Standardization of Education and Training Materials: The good 

cooperation emphasized above would also be useful so as to mutually reach 

agreement on a standard format/content of tr‘ aining and education 

materials , contents in order to include: Project Number and Title; 

Syllabus/ Agenda; Li st of Lecturers with corresponding contact and other 

relevant information; Notes or Text of PowerPoint Presentations; 

Exercises/Case Studies; Photos and Appendices , or accompanying video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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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ectures , among others 

- Securing Peraission froa the Educational Material Provider: Some 

training materials obtained (1. e. those from the IlMRP Section of NAHU) 

came with a restrìction that they were for 1imited access only and cou1d 

not be reproduced for other entities or for other purposes other than for 

those of the participants of the said training courses. Matters 1ike 

these wou1d have to be worked out through cooperation between the NKM 

Section, the material provider (Technica1 Divisions) and the lega1 

authorities in the Agency. 

- Proaoting Col1aboration with Other E- Training and Learning Platforas: 

Li nkages wi th academic insti tutes a1so handl ing or dealing with 

educational materials on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would be valuable. 

Establishing web links where , for example. distance learning materials can 

also be made available to ANENT cyber-platform users would be useful in 

this regard. 

라. IAEA의 과청/자료 생산 빛 회원국 자료 수집 

IAEA는 2007년 ANENT 회원국 운영자 회의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ANENT 회원국률 

에게 모든 가농한 자료 (any kind of materials. data. 1 ists such as the areas 

。 f nuclear power. radiation protection. radiation safety. non-power 

application in any format including ful1 course audio and video materials , 

multimedia presentations. electronic data in Word/ PPT/ PDF and hard copies) 

률 IAEA에 제공해 줄 것율 요청하였다. 또한 IAEA는 자료 수집 시 다융과 갈은 정 

보률 명시해 줄 것율 요청하였다. 

Name of the materials 

- Academic fie1d/ subject (Please refer the IAEA programme code below instead 

of the IAEA organizational structure) 

- Type of the event(s) where the materials were used (examples: nationa l! 

regional/ international workshop/ training course. undergraduate/ 

postgraduate education ) 

- Organizer/ Coordinators of the events 

- Period of the event(s) [year/month/date] 

- Format of the material [video/ web-source/ electronic data in Word. 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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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hard copiesl 

Reference material (course prospectus , application form , recruitment 

information , if any) 

- Date of collection [year/ month/ datel 

1nformation of the collector [name , organization , address , E-mail , TEL , 

FAX1. 

이와 같은 요청에 대하여 일부 회원국들은 다읍과 같이 자료 제공율 제안하였 

다. 

- 말레이시아 Radiation Protection for Officers - Modules 1 and 2’ 

- 인도네시아 National TC on 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PSA) 1 in 2006 

National TC on 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PSA) 11 in 2007 

Regional TC on QC Test Procedures for Nuc1ear 1nstrumentation 

Maintenance in 2007 under RAS/4 / 027. 

이스라엘 Radiation De tectors 

Dosimetry Measurement 

- 인도 ， 

Synchrotron Radiation Applications 

EGS5 Monte Carlo for Medical Physics Simulations 

MCNP Monte Carlo for Radiation Simulations 

1ndian Association of Nuclear Chemists and Allied Scientists 

(I삐CAS): http:/ /www.iancas.org/ 

한국의 경우에는 Practical Arrangement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유보 되었다. 그 

러나 향후 자료 제공에 대비하여 원자력교육센터 웹사이트 상에 탑재한 자료 중 선 

택척으로 Li nk 방식으로 제공하는 방안율 [그럽 2. 151dhk 같이 구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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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fnallc IInk of a IIsted c。‘Irse on ANENT slte 
wlth the correspondlng contents av.‘lable on NTC 혀te 

wlthoutany ’urther I얘 .. n process 
by systematlc arrangement between 빼e two sltes. 

Log .. n Log.jn 

Tralnlng C떼t.nts 

c二L그 

c윤=그 

ANENT Web-slte NTC Web-site 

[그림 2. 16) Li nk 방식에 의한 교육훈련 자료 제공 방안 

마. 향후추진 방안 

lAEA의 기존 자료 수집활동에 대해서는 계숙적으로 필요한 기술척 지원율 힐 예 

정이다. 현재 예상하기로는 IAEA가 제2차 fellowship 프로그램올 추진하여 추가적 

인 수집활동율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연 이미 수집된 자료에 대해서는 원자력교육 

센터에서 자료률의 내용과 륙성율 파악한 후 ANENT 웹포탈에 탑재하는 방안을 IAEA 

에 제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IAEA가 추진 방안율 결정하게 될 것이며 필요시 원 

자력교육센터가 탑재활통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한국융 포함한 회원국 자료수집에 대해서는 IAEA중심으로 향후 추진 방안이 협 

의되어야 할 것이며， 원자력교육센터의 입장에서는 자체 요육훈련자료 생산 및 제 

공 방법을 강구해야 힐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1 ink 방식에 의한 자료제공의 경우 

에 대벼하여 기술적인 문제를 점검해야 힐 것이다. 

이외에 IAEA가 스페인과 이태리의 대학과 계약율 체결하여 생산한 교육훈련자료 

는 2009년 충 탑재 빛 시험을 완료해야 할 것으로 본다. 

4. lAEA e - Trai ning 생과 명가 및 계획 

가.배정 

원자력교육센터에서는 2007년 11월 26-30일 기간 중 IAEA의 “에너지 계획”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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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training을 실시하였다. 본 과정의 명청은 ’ e-Training course on evaluating 

external cost of health and environmental impacts of nuclear power and other 

energy options’이었다. 이 과청은 IAEA의 PESS (Planning and Energy Study 

Section)가 개발한 에너지 옵션에 대한 명가 코드인 SYMPACfS (Symplefied 

Approach for Estimating Environmental Impacts and External Costs of 

Electri city Generation)률 ANENT 사이버플랫폼에 탑재하여 이의 사용법율 습특시 

키기 위한 것이었다. IAEA에서는 이러한 형식의 e-training율 처읍 시도한 것이었 

으묘로 이에 대한 성과를 명가하고 향후 대책을 세위기 위한 관계자 간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활동 게요 

IAEA는 e-Training 성과률 명가하기위한 관계자간 협의를 IAEA 전문가 미션 형 

식으로 추진하였으며 총궐적인 내용은 다읍과 같다. 

- 활동 명 Expert Mission to review the e-training course on energy 

planning ( 에너지 계획에 대한 사이버교육 수행성과 검토 IAEA 전문가 미션) 

- 수행 북척 2007년 11월 ANENT 사이버플랫폼율 사용하여 “에너지 계획”에 대 

하여 한국에서 수뺑한 사이버교육 (e-training) 성과를 명가하고 향후 개선 

방안 및 정기적 수행 방안율 수립합. 

기간/장소 2008. 2. 18-22 , 비엔나 

- 전문가: 민영주， 한경원 (KAER1) 

IAEA 축 참석자 Mr. Y. Yanev, Ms. K. Hanamitsu (IAEA/I\'KM l, Mr. A. Jalal , 

Ms. A.Miketa (IAEA/PESS) 퉁 

- 수행 내용: 발표 빛 토의를 통한 명가 빛 향후 e-training 추진계획 수립， 사 

이버플랫폼 인프라 강화 (8ack-up 설치 및 개선 동) , 기존자료 수집 방안 검 

토 

본 전문가 미션으로 수행한 활동 중 e-training에 관한 사항은 다음에 기술하였 

으며 나머지 사항률은 2장 3절 3 및 4에서 각 각 기술하였다. 

다. 명가 내용 

본 원자력교유훈련셈터에서 PESS 빛 ANENT와 협력하여 실시한 에너지 계획분야 

e-training에 대한 생과를 발표하였다. PESS 축에서도 과정운영 경험율 요약하여 

발표하였다 [ 1‘ 발표에 이어 관계자률과의 토의가 있었다 

” 
써
 



발표 및 토의 결과 천체척으로 성공척이었다는 결론을 내혔다. 륙히 다읍 관점 

에서 의미가 있었다고 보았다 

- 과정 디자인 및 운영관점에서 lAEA e - training의 첫 시도였으며 참석자률 적 

극인 호용 하에서 이의 타당성율 시연하였음. 

- 이률 롱하여 관계되는 요소들 간의 상호관계률 배우고 향후 정규척 인 과정 운 

영율 위한 실제적인 고려 사항툴율 도출할 수 있었음. 

- PESS , NKM 및 KAERI의 협력 실현으로 lAEA 내 부서 간 협력 및 국제 협력의 

좋은 본보기가 되었읍. 

이에 따라 에너지 계획 분야 e- training은 기존의 협력관계률 유지하면서 상기 

e- training에서 얻은 경험율 토대로 하고 도출된 개선사항률을 보완하여 계속 추진 

하는 것이 바랍직하다는 결론도 내혔다. 보완 사항으로서는 발표 자료에 구체척으 

로 언급되어 있으며 륙히 토의 과정에서는 internet based Video Conference 방법 

율 도입하자는 의견이 제시 되었다. 개선에 대한 주요사항을 포괄척으로 정리하면 

다융과 같다. 

- i nternet based Video Conference 방법율 도입 

- 사이버 플랫폼에 대한 접근생과 사이버 플랫폼 기능의 사용자 연의성 향상 

- 과정 콘벤츠 내용의 개선 (용어 정의 퉁) 

- 과정관리자와 학습자 간의 cO lDIDunication 강화 (좀더 분명한 안내， 학습 진도 

파악 동) 

라. e - training 채획 수랍 

에너지 계획 분야 e-training에 대하여 PESS와 협의한 결과 RAS0047 참가국 충 

서아시아지역 국가률 대상 전언과 유사한 e - training (SIMPACTS 소프트웨어 이용) 

율 internet based video conference 기법울 도입하여 2008년 11월 중에 추진하기 

로 하였다. 이률 위하여 Polycom CVX 시스템을 함께 검토하였으며 PESS 축에서 기 

술척인 방침율 정하고 이에 따라 KAERI와 시험을 해 보기로 하였다. e- training의 

갱규척 인 운영은 MESSAGE 소프트웨어를 。1용한 과정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MESSAGE 과정은 준비과정과 본 과정으로 구분하여 준비과정율 e- training으로 하며 

준비과정율 이수해야만 본 과정 (집합식 교육)에 동륙을 힐 수 있도록 할 예정이 

다. 이률 위하어 MESSAGE e- training 시험운영율 2008년 중에 실시하기로 하였다 

시험운영 준비 사항으로서는 탑재할 과정 콘댄츠와 ANENT 사이버 플랫폼 간의 호완 

성 문제률 해결하고 콘텐츠 개발이 완료되면 사이버 플랫폼에 탑재하여 성능율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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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하는 것이다. 

원자력지식관리 분야 e- training에 대하여 NKM에서는 Trieste Summer School 

2006 자료와 발간중인 원자력지식관리 기슐보고서를 토대로 Multimedia Contents률 

개발하고 있으며 2008년 5월에 완료 예정이다. 이것이 완료되면 ANENT 사이버 플랫 

품에 탑재하여 RAS0047 사업의 일환으로 2008년 중에 계획된 원자력지식관리 지역 

워크숍에 부분적 프로그랩으로 활용하여 성능과 내용을 접겸하고， 2009년에는 시법 

과정율 운영하기로 하였다. 준비 사항으로서는 탑재할 과정 콘텐츠와 ANENT 사이버 

플랫용 간의 호완생 문제률 해결하고 콘벤츠 개발이 완료되면 사이버 플랫폼에 탑 

재하여 성능율 시험하는 것이다. 이률 위하여 NKl씨 관계자는 사전 시험 및 점검용으 

로 콘벤츠 샘플을 KAERI에 제공하였다. 

마. e - training 설시 준비 

2008년 중 e- training은 IAEA의 사청으로 당초 계획과는 조금 다르게 추진되었 

다. 에너지 계획에 대해서는 SYMPACfS에 대한 과정이 유보되어 준비 만 하였고， 

MESSAGE에 대한 과정은 2009년 2월에 개최하도록 Host Government Agreement률 맺 

었다. 한연 지식관리에 대한 e-training은 lAEA 륙에서 콘벤츠률 개발하는 선에 머 

물러 한국 축의 활동은 없었다 

SYMPACfS에 대한 과정은 서아시아 국가를올 대상으로 2008년 11월 10-14일 중에 

개초하기로 IAEA와 KAERI 간에 합의률 하고 추진하였으나 IAEA 측의 사정으로 개최 

직전에 유보되었다. 이로 인하여 원자력교육센터에서는 상기과정 실시를 위한 준비 

률 하는데 까지 업무를 수행하였다. 본 e-Training 실시 준비 내용은 다읍과 갈다. 

- 과정 개설 빛 콘벤츠 탑재: 해탕과정율 개설하여 과쩡참가자률이 둥룩할 수 

있도혹 준비하였다. 다만 과정 담당자 (I뻐A Ms. Miketa)가 개설 확정율 하기 

전에는 ANENT 사이버플랫폼의 과정 몹록 상에 나타나지 않도록 하였다. 

- 참가자 기슐지침 착생 최근의 ANENT 웹포탈 및 사이버플랫폼에 대한 개선 사 

항율 반영하여 기술지침 자료률 보완하였다. 

MESSAGE에 대한 과정은 IAEA의 PESS 축 제안으로 2009년 2월 16-27일 기간 중에 

개최하기로 하고 이를 KAERI가 유치하기위한 Government Host Agreement률 체결하 

였다 MESSAGE 교육 콘텐츠는 아직 IAEA로부터 제공받지 못하여 이를 ANENT 사이버 

플랫폼에 탑재하고 interface 문제를 시험하는 (customization) 문제는 2009년 초 

에 수행힐 것으로 계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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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AEA 지역 훈련과갱 실시 

가. 과쩡 게요 

ANENT 사업의 일환으로 개발한 ANENT 사이버플랫폼의 활용율 중진하기위하여 

ANENT 회원국의 웹기반 교육훈련 답당자률율 대상으로 수행한 지역훈련 과정의 개 

요는 다읍과 같다. 

- 과정 명 The IAEA RAS/0/047 Regional Training Course to Train the Trainers 

。n Cyber Platform Development and Course Operation 

- 북척: 훈련생이 자국 내에서 주촉이 되어 ANENT 사이버 플랫폼율 이용한 원자력 

교육훈련의 기술적 수행율 답당하고 이용자들에게 본 사이버 플랫폼의 이용법율 

교육훈련 할 수 있는 역량율 함양시킴. 

- 기간/장소 2008. 7. 7-11 , 비엔나 

- Technical Officer: K. Hanamitsu (IAEA/NKM) 

- 강사 한경원 (KAERI) , Ramanamurthy (인도) 

- 훈련생 ANENT 회원국의 웹기반 교육훈련 답탕자 / 
본 과정율 수행함에 있어서 원자력교육센터의 직원이 강사로 참가하여 ANENT 

사이버플랫폼 개발에 대한 강의와 시연올 하고l 이의 사용에 대한 실습율 수행하였 

다 이률 위하여 원자력교육센터에서는 수개월 간의 체계척인 준비률 하였으며， 과 

정 종료 후에는 과정참가자들의 개선 요구 사항들에 대한 척절한 조치를 하였다. 

나. 과정 준비 

과정 준비는 현황 검토 및 계획으로부터 시작하여 [그립 2.16]에 도시한 바와 

갈이 과정 설계에 이어서 시스템 정비 (검토 및 개션)와 강사매뉴얼 제착을 영행하 

였다. 이툴 활통 결과률 바탕으로 학습자률의 과정 참가 준바에 필요한 기술 지침 

율 작성하여 배포하였다. 이에 따라 학습자률은 ANENT 사이버플랫폼 상에서 사전 

실습율 하도록 하였다. 한연 과정 수행에 필요한 ANENT 사이버플랫폼 입시서버률 

교육훈련 현장에 설치하는 동시에 캉의 자료를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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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171 ANENT 사이버풀랫폼에 관한 지역훈련과정 준비 일정 

~갱 셜채: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갈이 본 훈련의 목적은 피 교육자 (강사)가 본 

교육훈련을 이수한 후 자국 내에서 주축이 되어 ANENT 사이버 플랫폼율 이용한 원 

자력교육훈련의 기술척 수행울 답당하고 이용자들에게 본 사이버 플랫폼의 이용법 

을 교육훈련 할 수 있는 역량율 함양시키는 것이다 또한 부차적으로 본 과정율 롱 

하여 ANENT 사이버플랫폼의 개선 . ANENT 회원국의 관련 인프라 구축 및 향후 과정 

운영 방안에 대한 구상을 하는 것이 목표가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럼 2 . 171와 

갈이 과정의 전체 체계률 구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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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럽 2.18] ANENT 사이버플랫폼에 관한 지역 훈련과쩡 총괄 체계 

- 47 -



이러한 체계 하에서 원자력교육센터의 역할 관점에서 강의 및 실습의 최소 북표 

는 제시한 바와 갈이 과정 참가자 각 개인이 기본 요건율 갖훈 연습용 과정율 만률 

어 ANENT 사이버플랫폼 상에서 과정운영 천 주요공정율 성공적으로 실현하도록 하 

는 것이었다. 나아가 개인의 기술적 배경 및 능력에 따라 교육훈련 기간 중 또는 

매뉴얼율 이용한 자습율 롱하여 다양한 과정율 운영하고 보조기능율 효율적으로 활 

용할 수 있는 역량율 함양시키는 것이었다. [그립 2.18]은 위에서 언급한 ANENT 사 

이배플랫폼의 개발에 대한 캉의 및 시연 그러고 이의 실습에 대한 내용율 설계한 

것이다. 

~꽉~ 

단현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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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2.19) ANENT 사이버폴랫폼에 관한 지역 훈련과정 장의， 
시연 및 실습 체계 

ANENT 사이버플랫폼율 이용한 과정운영을 하는 실습율 제한된 시간 내에 효과척 

으로 수행하기위해서는 각 교육훈련 참가자가 ANENT 사이배플랫폼 상에서 스스로 

준비한 샘플과정을 운영하고 동시에 타 참가자가 운영하는 과정율 이수하도록 고안 

하였다. 이러한 노혁의 일환으로 최대한 사헌 준비 및 사전 실습을 힐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구상하였다. 각 참가자의 역할율 과정 관리자， 강사 및 학습자의 역할 

을 통시에 수행하는 방안율 수립하였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 역할은 다음과 같다. 

- 과정 관리자: 한 개의 샘플과정 (샘플과정 부분 창조)을 개설하고 샘플과정의 

subject 수에 따라 강사를 지명 (최소 2명) 한 후 과정관리 전체 

Process룰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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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 지정된 각각의 강사 자격으로 강사역할 전체 Process룰 수행 

- 학습자: 타 참가자가 개설한 l개 과정에 퉁륙하여 학습 전체 Process룰 수행. 이 

때 나IS 기능의 상호 연계성율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과정에 최소 3명의 

학습자가 필요하므로 개별척인 3명의 학습자 역할율 해야 합. 

이와 같은 역할율 동시에 실현하기 위하여 참가자 전체률 A와 B 2개의 그룹으로 

연성하고 두 그룹 간에 서로 학습자가 되어출 상대룰 정하여 [그립 2.19]와 같이 

코드 번호를 지정하였다 

GroupA Group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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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이 교육훈련 참가자의 그룹 연성 빛 역할에 대한 코드 부여 

시스댐 정비 및 ul뉴얼 째작; 본 훈련율 계기로 하여 기 개발된 ANENT 웹포탈 

과 사이버플랫폼의 기능율 재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은 개선하였다. 시스랩 검토는 

모의과정을 만률어 총팔 관리자， 과정관리자， 강사 및 학습자의 역힐에 따라 이률 

실제로 운영하면서 제반 사항율 점검하였다. 모의 과정 수행은 웹포탈 퉁록부터 시 

작하여 과정관리자의 과정 개설， 강사의 과정자료 준비， 학생의 과정 퉁륙， 학생의 

학습 활동， 강사의 학습관리， 강사 및 과정관리자의 학습명가， 과정관리자의 수료 

중 발급 및 데이터 관리 그러고 학생의 성적 및 수료증 조회의 천 절차를 따라 수 

행하였다 이때 모니터에 나타나는 매 장연을 북사하여 PPT 자료로 쩡리하였다. 많 

은 경우에 PPT 자료 한 페이지에 일련의 절차에 해당하는 장연들을 연계하여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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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서 설명 없이도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륙별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설명 

문율 넣었다 이와 같이 생산된 PPT 자료둘율 14개 모률로 된 총괄 공쩡 도표에 체 

계적으로 연계시킴으로서 원하는 모률율 클릭하면 관계되는 PPT 자료률이 차례로 

나타나게 하였다1. 이와 갈은 기능율 [그립 2 . 20l 에 제시하였다. 이 기능은 강사가 

실습을 위한 설명율 할 때 필요한 부분율 클릭하여 보여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연l 학습자률이 교육훈련 기간 중 실습에 활용하는 연의생율 도모하기 위하여 

LMS (Learning Management System) 절차에 따라 세부척인 내용울 Hard copy본으로 

출력한 것율 학습자률에게 배포하도룩 하였다 

Instruction Manual 

[그립 2.21l 강사 매뉴얼 제작 개념 및 절차 

기술 지첨 작생 위에서 준비한 기술적인 사항률을 쩡리하여 기술지침서를 작 

성하고 이률 훈련 참가자률에게 사전에 배포하였다. 이 지침서에 제시된 내용 항북 

은다음과같다. 

강의 빛 실습목표 

- 강의 및 실습 내용 

- 실습장 현황 

- 실습 방법 (매뉴얼 포함) 

- 실습을 위한 사전 준비 내용 

- ANENT 사이버 플랫폼 상에서의 사천실습 안내 

사천 설습‘ 훈련 기간 중 제한된 시간 내에 효과척으로 설습율 수행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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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훈련 참가자들이 각자 본국에서 ANENT 사이버 플랫품율 

롱하여 사전실습율 하도록 하였다 이률 위하여 ANENT 사이버 플랫폼 상에 본 과정 

을 개설하고 참가자들이 퉁록 하도록 하였다. 등록자률은 샘플과정을 학습해 보게 

하고， fi le storage에 넣어준 매뉴얼을 다운로드 받게 하며， 최종적으로 Course 

Manager로 지정받아 매뉴얼에 따라 임의로 과정율 개설하고 운영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 [그립 2.21] 참조). 과정 동륙 및 과정 개설/운영을 위해서 원자력교육센 

터에서는 지숙척으로 ANENT 사이벼풀랫폼을 모니터링 하고 필요한 승인 조치 빛 발 

생되는 사천실습상의 문제점률에 대한 질의/웅답 업무를 수행하였다. 

J 응ξ· 원찬;니 ;‘i↑눴 

[그립 2.22] ANENT 웹 상에서의 사전 퉁록 및 File Storage 현황 

임시서벼 셜치 : 주어진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실습율 하기위하여 교육훈련 현 

장에 임시서버를 설치하고 참가자 각개인의 PC와 연결한 local network율 구축하였 

다 임시서버 설치에 사용한 software는 VMware 였다. ANENT 웹포탈 및 사이버 플 

랫폼 프로그램율 이미지화 하여 원격으로 전송하였으나 어려웅이 있었고 전송된 프 

로그랩의 탑재도 용이하지 않았다. 기술적 원리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였으나 

실제로 실현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결국 한국의 개발자가 교육훈련 참석차 현지에 

가서 해결하였다. 임시서버률 이용할 경우 주의할 점은 e-mai 1 발송 풍의 기능이 

차단됩으로서 일어나는 작동 중지 에러 그러고 인터넬 연결 자료률은 접근이 안 되 

는 불연 동으로 생각되며 예측할 수없는 에러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설치하 

되
 



고 충분한 테스트률 할 필요가 있다. 

다. 과쟁 설시 

본 과정율 실시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갈다. 

- 개최 기간/장소 2008. 7. 7-11. 비엔나 IAEA 

- 참가자 회원국 17개국 17명 

- 훈련내용 : 회원국의 강사률율 대상으로 ANENT 사이버 플랫폼에 대한 개발내용 

소개， 시연 및 실습수행 

- 주요활동 : 과정설계， 강사 매뉴얼 제작， 훈련용 임시서버 설치운영， 강의 및 실 

습실시 

실습 수행을 위하여 실습 매뉴얼율 참고로 하여 이에 따라 각자의 실습 역할율 

지정하여 사이버 플랫폼 사이트에 퉁룩하도록 하였다. 기본척 실습 방향은 각자 최 

소 조건을 만혹시키는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수료중율 발급하는 천 버S 

(Learning Management System) 과쩡율 실습하는 것이었다. 이때 동료 참가자는 교 

대로 학습자 역할율 하도록 하였다. 본래 계획은 천 LMS 과정을 4단계로 구분하여 

매 단계 시작 초기에 학습 매뉴얼을 사용하여 설명율 하고 실습율 하기로 하였으 

나， 실제 상황에서는 매뉴얼율 따라 각자 실습율 활발히 하였으며 각개인의 진도에 

차이가 많이 있었다. 따라서 공롱척인 질문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체률 대상으 

로 설명하고， 웹상에서의 진도 점검율 하였다. 실습 초기에는 많은 질문과 문제점 

제기가 있었으며， 이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설명하고， 발견된 부분적인 문제률은 현 

장에서 해결해 주었다. 최종적으로 각자가 운영한 과정의 수료증율 웹상에서 함께 

확인하였다. 

본 과정은 결과적으로 계획한 바와 갈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었다 ( [그림 2.22] 

참조) 그러나 그 중간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일률도 발생하였다. 이 

러한 경험율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초기에는 PC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고 연결션이 부록하여 hardware 적인 준비 시 

간이 많이 소요되었읍. 

웹서버 운영 중 에러 (중지 및 기능상의 에러)가 여러 밴 발생하였으나 개발자의 

참가로 적절히 대처할 수 있었읍. 

- 실습은 미리 배포한 매뉴얼율 중심으로 stage 별로 설명하고 개인 실습율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개인별 진도에 차이가 많고， 매뉴얼만 보고도 실습이 가능 

하여 설명이 거의 없이 실습이 진행되었읍. 다만 몇 번의 충요한 시정에 총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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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점검 및 실습 안내를 하였읍. 

- 실습 초기에는 통시 다발 적으로 질문이 나오고 에러도 발생하여 강사률의 어려 

용이 많았읍. 

[그럽 2.23] AN돼r 사이버플랫폼 실습 장연 

라. 토의 몇 셜문 진행 

토의 빛 설문 진행은 통료 강사와 lAEA 직원이 함께하였다. 토의에서는 ANENT 

사이버 풀랫폼에서 각국이 톡자척으로 과정율 운영하는 방안과 사이버 플랫폼 이용 

에 대한 국내 과정 운영을 원활하케 하는 방안， 그러고 차기과정율 개최할 경우의 

방향 퉁율 주로 꺼론하였다. 

설문은 ANENT 사이버 플랫폼 운영， 과정 프로그램， 그러고 운영 서비스 에 관하 

여 시행하였으며 대체로 만혹한다는 결과률 보였다. 설문은 hard copy 및 사이버 

플랫폼 상에서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무기명율 션호하는 참가자들은 Hard copy 설 

문지를 사용하였으며 많은 참가자률은 웹상에서 수행하였다. 

마. 과정 후축 조치 및 천망 

본 훈련과정율 운영한 성과 및 경험 그러고 향후 추진 사항은 다읍과 같다 

- 북척한 바와 같이 ANENT 사이버 플랫폼 상에서 각 훈련생률이 각자의 과정율 개 

설하여 수료증 발급까지의 주요과정율 실습하였읍. 이에 따라 일부 참가자률은 

ANENT 사이버플랫폼에 대한 자체 교육 및 이률 이용한 톡자척 과정 운영율 위한 

지원율 요망하였읍. 

- 콘텐츠 제작 부분이 가장 시간이 많아 소요되었으며， 강사기능에 부분적으로 이 

상이 발견되어 조치하기로 하였읍. 또한 해당되는 부분의 매뉴얼율 정비하기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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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융. 

설습올 위한 임시 서버 설치/운영은 효과척이었으며， 기술적인 지원이 절대척으 

로 필요하였읍. 특히 입시 서버의 륙수성 (예 자동 e-mai 1 발송이 되지 않아 충 

롤을 일으킴)율 사천에 검겁힐 필요가 있었읍. 

- 참가자률은 차기 과정율 개설하게 되면 과정 설계 및 다양한 콘텐츠 제작 퉁， 심 

도률 한 단계 높이기를 희망하였읍. 

- 단기척 후속 조치사항으로는 밸견된 문제검 해결， 학습 매뉴얼 갱비 ， 훈련 자료 

탑재 (발표， 실습， 설문) . 그러고 훈련 생과 분석/정리가 필요함. 충기척으로는， 

한국 측 자료 탑재 방안. upgrading 검토. EP 과정 실시 준비 퉁이 필요하며 , 관 

련 활동을 지원하기위한 사이버플랫품의 지속척인 유지보수가 필요하다고 생각 

됨. 

총괄척으로， 본 훈련과쩡 운영과 갈은 활동들이 체계적이고 효과척으로 RAS0047 

사업 목표 달생에 연계되게 함으로써. ANENT 사업이 지속가능한 발전울 이루케 하 

고， 이를 롱하여 국제원자력교육훈련 활성화에 대한 한국의 기여와 이의 활용이 균 

형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기률 기대한다. 

/ 

/ 

/ 

- 54 -



6. KAERI - IAEA 협 력 협 약 추진 

가. 필요생 및 북객 

IAEA 지원으로 KAERI가 개발한 ANENT 웹포탈 및 사이버 플랫폼의 활용성이 증가 

되기 시작하였다. 기존 교유훈련자료률울 수집하고 있어 곧 이률율 탑재 운영해야 

하며 특히 에너지계획 분야에 대한 e-trai ning이 정기적인 프로그랩으로 운영되어 

야 하고 타 분야에 대한 e-Training 도 추진해야하는 상화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따라 IAEA는 Backup 서벼률 IAEA 본부에 설치하기를 원하였으며 KAERI 입장에서는 

기존의 방식대로 ANEt\'T 웹포탈 및 사이버 플랫폼의 운영 및 활용에 있어서 IAEA나 

회원국이 요구하는 대로 무조건 제공하기에는 한계에 도달했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 

다- 일차척으로는 Backup 서버 설치를 계기로 IAEA로부터 공식 요청 서한율 받기로 

하였으나 이것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Practical Arrangement 형식의 KAERI - lAEA 협 

력 협 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발전하였다. 

따라서 본 계약은 ANENT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 주체인 IAEA와 선도척 

역할을 하고 있는 KAERI가. ANENT 웹포탈 및 사이버 플랫폼의 운영 및 활용에 있어 

서의 KAERI-IAEA 간 협력을 보다 체계화 하고 활용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것이 목 

적이었다. 

나. 협력 내용 

본 협력은 4상방이 주기적으로 사업계획율 협의하고 성과률 점검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며 협력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ANENT 웹 시스템 (웹포탈 빛 사이버 플랫폼)의 이용 증진 

- ANENT 웹 시스뱀의 유지 및 운영 

웹기반 과정 빛 e-training율 통한 원자력지식관리 및 인력자원 역량 증진 

- 원자력 교육훈련에 관계되는 정보 및 자료 교환 

다. 추진 절차 및 철과 

본 협 약에 대해서는 2008년 중반까지 구두로 의 견이 교환 되 먼 중 8월 초에 

KAERI 측에서 협약 문안을 작성하여 IAEA에 제시하였다 (부록 6 참조). 그 후 IAEA 

축과의 실무적인 협의를 하먼 중 협의가 지연되어 9월 IAEA에 정기 총회에서 서명 

식을 갖기도 했던 계획이 변경 되었다- 다시 10월 SAG뾰 회의에서 서명하기로 계획 

하였으나 IAEA 축의 의견이 늦어져 2008년 충에는 양축이 합의한 문안율 작성하는 

선에서 마무리 되었다 합의된 문안은 [그립 2.23]와 부록 6에 제시하였다 

또
 



라. 향후 추진 계획 

2009년 초반에 2008년에 합의한 협약 문안에 대한 최종 확인 및 서명식이 있을 

것A로 기대된다. 본 협약이 체결되면 협력사업계획에 대한 협의 및 ANENT 웹 시스 

랩에 대한 Backup 설치 (IAEA 본부)에 대한 활동도 추진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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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2.24] 2008년 중 준비왼 KAERI - IAEA 간 매ENT 협력 협약 문안 (안 

7. 2008 ANENT 기술회의 참가 

가. 총괄척 사항 

2008년 ANENT 사업 실척율 병가하고 2009년 계획율 수립하기 위하여 2008년 11 

월 충국 북경에서 ANENT 참가국운영자 회의률 개최하였다. 원자력교육센터에서도 1 

인이 참석하여 2008년 한국의 추진 실척 퉁을 발표하고 향후 추진계획율 협의하였 

다. 

본 회의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은 다융과 갈다. 

- 회의 명 IAEA Technical Meeting on Asian Network for Education in Nuclear 

Techno 1 ogy (ANENT) 

- 회의 기간 2008.11.25-28 

- 주관 및 개최 lAEA 주관> CIAE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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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자: 회원국 15명 14개국 (방글라데시，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한국， 말 

레이시아， 몽고， 파키스탄， 필리핀， 시리아， 스리랑카， UAE , 베트남， 예벤) 

협력 엠버 2명 (Ð\JEN , MEPhl , ‘,YNU) 

참관 1 명 (일본. KIT) 

IAEA: 2명 

- 프로그램 ClAE의 교육훈련 소개， ANENT 사업 총괄， 2008 사업 성과 발표， 참 

가국 현황 및 활동 발표， 현안 토의 , 2009 활동계획 수립 , 

나. ANENT 사업생각 발표 

본 회의에서 원자력교육센터 참가자는 2008년 사업기간 중 전문가 자격으로 활 

통한 실적율 정리하여 발표하였으며， KAERI가 기여한 ANENT 웹포탈 및 사이버 플랫 

홈 개발에 대한 발표률 하였다. 이외에 IAEA 및 회원국에서도 발표률 하였다.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Overview of RAS/01047 TC Regional Project Activities on ’ Supporting 

Web-8ased Nuclear Education and Training through Regional Networking ’ 

(IAEA) 

- Development of ANENT Web- portal and Cyber Platform (KAERI) 

- Expert Mission to Review the e-Training Course on Energy Planning 

(KAERI) 

- Regional Training Course to Train the Trainers on Cyber Platform 

Development and Course Operation (KAERI) 

Expert Mission to NESTet (Nuclear Engineering Science and TechnoJogy: 

Education and Technology Conference (HUT, 베트남) 

Fel10wship Programme (PNRI , 필 리 핀 ) 

ANENT 웹포탈 및 사이버 플랫폼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단계척으로 개발된 경위룰 

소개하고， 개발된 내용 그러고 이의 생능 실충 및 활용 현황율 설명하였다. 이어서 

회원국률이 정보 및 자료를 지숙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며， 현 시스램에 대하 

여 최소한의 보완으로 활용을 활성화 할 것과 지속척인 운영에 대한 노력과 자원의 

투입이 필요합율 강조하였다. 

E-Training에 관해서는 2007년 말에 한국에서 유치하여 수행한 성과 및 이에 대 

한 명가 그러고 향후 대책에 대하여 검토된 내용율 보고하였다. E-trai ning은 IAEA 

가 개발한 에너지 계획분야에 대한 콘텐츠률 ANENT 사이버 플랫폼에 탑재하여 원격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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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율 시도한 것이었다. 본 원격훈련은 성공척으로 수행된 것으로 명가하였으며， 

사용자의 연의성율 향상시킬 펠요성 퉁 개선사항이 제안되었읍율 보고하였다. 또한 

에너지 계획분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E-training율 실시하기로 계획하였음을 보고 

하였다. 

회원국 강사 대상으로 ANENT 사이버플랫폼 사용에 대하여 실시한 지역훈련에 대 

하여 발표하였다. 본 훈련은 2008년 7월 IAEA에서 개최되었으며 한국에서는 강사로 

서 참가하였다. 본 발표에서는 실습율 포함하는 훈련 과정 셜계， 매뉴얼 작생， 사 

이버 플랫폼 정비 빛 훈련용 임시 서버설치， 참석자 준비 지칩 제시 및 사전 온라 

인 퉁록/실습， 그러고 운영 성과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최종적으로 운영에서 발견 

된 문제점률의 조치 및 차기 과정에 대한 제얀 사항도 보고하였다. 

IAEA의 여러 부서에 산재해 있는 기존의 교육훈련자료률 수집하기위하여 IAEA는 

fellowship 프로그랩을 활용하였다. 이스라엘과 필리핀에서 각 1명씩 션발하여 2개 

월간 (2008.9-10) lAEA에 체류하변서 교육훈련 자률률 수집하게 하였다. 이 결과를 

필리핀의 회의 참가자가 보고하였다. 주요 보고 내용은 수집된 자료 묵륙 및 내용 

그러고 향후 이률 A.NENT 플랫폼에 탑재하여 활용하기위하여 고려해야 될 사항률에 

대한 제안이었다. 

/ 

다. 한국의 현황 및 연간 추진질객 발표 

한국의 연간 추진실적은 기 개발된 ANENT 웹포탈 및 사이버 플랫폼의 활용율 충 

심으로 보고하였다. 우선 원자력교육훈련에 관한 한국의 일발 현항올 설명하고 륙 

히 주요 국제과정 (원자력 산업 이슈에 관한 WNU 일주과정， 한국의 원자력발천기술 

경험에 관한 KOICA 과챙， 한국의 비발전 분야 기술에 관한 RCA-RO 과정) 운영에 대 

하여 보고하였다. 이어서 위에서 발표한 e-Training 및 회원국 강사 대상 지역훈련 

에 대하여 한국이 기여한 부분율 요약하여 보고하였다 또한 기존 교육훈련자료 수 

집 활동에 대한 지원 그러고 ANENT 웹포탈 및 사이버 플랫폼 운영/개션 활통에 대 

하여 보고하였다. 결론적으로 회원국률이 교육훈련 정보/자료를 ANENT 웹포탈에 제 

공해 줄 것， 현 시스댐에 대한 최소의 사전에 협의된 보완으로 운영하도록 할 것， 

펠로우십과 전문가 미션에 의한 교육훈련자료 수집 및 탑재， 그리고 e-Training 

(에너지 계획， 지식관리 둥) 및 지역훈련율 2009 활통으로 제안하였다. 

라. 회의 주요 내용 

본 회의에서 토의된 2008년 ANENT 사업성과는 다읍과 갈았다. 

- 교육훈련자료 수집 (IAEA 자료 33건， 회원국자료 10건， 용역 콘댄츠 2건， 

% 



lAEA 생산 1 건) 

- 에녀지 계획에 대한 e-Training 수행 및 계획 수립 

ANENT 사이버 플랫폼에 대한 지역훈련 및 개선 

- ANENT에 대한 IAEA-ENEN 협력협약 준비 

한편， 2009년 ANENT 사업의 2009년 주요 계획은 다음과 같았다. 

교육훈련 과정/자료 수집 계속 (펠로우십 포함) , 수집된 과정/자료의 탑재 

(1 ink 포함) 운영， ANENT WP/CP에 대한 회원국의 Feedback (조치 포함) 

- e-Training 계속 추진 (에너지 계획 분야) 

- 지식관리에 대한 지역훈련 (필리핀)， ANENT CP에 대한 제2차 지역훈련 ( lAEA , 

한국 또는 시리아) 

- 회원국에서의 플랫폼 이용 교육 추진 (방글라데시， 시리아) 

- ANENT에 대한 lAEA-EI'JEN 협력협약 체결， 2009 회의에 AFRA , ALCAL , FNCA (협 

력 의사 타진 서한 포함)를 초챙하여 ANENT와의 협력방안 모잭 

- ANENT에 관한 소개 책자 발간 

- 2009 ANENT 회의를 UAE에서 개최 

채 4 절 FNCA 원자력인척자원개발(HRD) 협력 

1. 추진 배정 

일본은 1999년 3월 FNCA (Forum for Nuc1 ear Cooperation in Asia)의 전신인 

ICNCA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Nuclear Cooperation in Asia)의 결의안으로 

아시아 회원국의 원자력인력양성 중진율 롱해 원자력의 명화적 이용 기술의 지속척 

인 개발을 축진하고자 원자력 인적자원 개발(Human Resources Development in the 

Nuclear Field , HRD)을 FNCA 분과 프로젝트로 채택하였다. 일본 JAEA (전 일본원자 

력연구소) 원자력연수원의 주도로 1999년 11월 제1차 FNCA HRD 워크숍 개최를 시작 

으로 2007년까지 9차혜의 워크숍율 개최하여 회원국 간 원자력 인적자원개발에 대 

한 정보와 자료 교환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 목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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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A HRD분과는 회원국 간의 원자력 인척자원개발 활통에 대한 협력올 흥해 아 

시아 지역의 원자력 기술개발과 활용의 증진율 묵적으로 한다. 매년 워크숍을 개최 

하여 회원국의 원자력 인척자원개발 필요생 • 현황 정보교환하고l 원자력교육훈련 

형태， 교육훈련 개발， 교육훈련 인프라 개발 수요 및 현황에 대해 협의하며， 공통 

협력사업의 도출‘ 상호 협력과 지원을 옥척으로 한다 또한 이외의 활동으로 워크 

숍에서 발표된 Country Reports와 협의내용융 JAEA 간행물로 발간하며 회원국 간의 

공동 협력율 위한 제안. 3년 계획 동에 대해 협의한다. 

3. 추진 현황 및 설척 

。 제l차년도 워크숍 (1 999년 ， 일본 JAERI) 

- 회원국의 원자력인척자원개발 필요성과 현황 정보 교환 

- 회원국별 원자력교육훈련 형태 ， 교육훈련개발， 교육훈련 인프라 수요 협의 

- HRD 과제 3년 계획수립 

。 제2차년도 워크숍 (2000'견， 일본 JAERI) 

- 회원국별로 핑요로 하는 교육훈련형태 ， 교육과정개발， 인프라 개발의 현황 따 

악 

• 강사요원 양성 과정， 사이버 교육기법 도입， 훈련센터설립 퉁 

- HRD분과 JAERI 연수원홈페이지률 흉한 정보교환 

- 차기년도 의제 협의 

。 제3차년도 워크숍 (2001 년， 한국 KAERI) 

- 회원국이 공통척으로 필요로 하는 영문 교육자료 생산 배포 

- RI 및 연구용 원자로 이용 안전생 확보를 위한 HRD 시나리오 정보 교환 

- 젊은 세대률 위한 원자력인력양성 정보교환 (한국이 아시아 지역 젊은 세대 

원자력 네트워크 구축 제안) 

- 일본 MEXT 과학자교환계획 활용 

인도네시아 계안 ’ Asian lnstitute of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 

(AINST) 설립 협의， 한국의 lAEA International Nuclear University (I NU ) 셜 

립추진 제안 협의 

。 제4차년도 워크숍 (2002년 ， 필리핀 PNR1 ) 

- 회원국에서 공롱으로 사용되는 방사선 방호분야 교육과정， 교재리스트 

JAERl!NuTEC에서 정리 회원국 배포. KAERlINTC는 lAEA와의 교재 충북 여부 확 

인， 교육자료 HRD 프로젝트 홈페이지 탑재 (일본이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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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교육과정 제공) . 회원국 연수기관 교육프로그램 FNCA HRD 홈페이지 탑재 

E-learning system 도입에 앞서 CD-ROM 교육자료 생산 및 교환(한국은 

KARRI/NTC 사이버교육시스템 설명) 

- 회원국 원자력 인적자원 기초자료 수요 조사 

- 한국이 제안한 lAEA INU 설립 척극 지원， 인도네시아 제 안 AINST. 고위급 회 

의와 총회에서 추가 논의 필요 

일본이 Fundamental Reactor Physics Q&A 영문교재 배포 

。 제5차년도 워크숍 (2003년， 태국 OAEP) 

회원국의 2002년도 원자력 인적자원 기초 자료 조사 Upclate 빛 원자력 관련 

학회와 협의에 관한 자료조사 수행 

FNCA 회원국은 한국이 coordinator 역할율 하고 있는 lAEA 주도의 아시아 

교육훈련 네트워크 (Asian Network For Education in 씨c1 ear Techno 1 ogy; 

ANENT) 추진사업 참여 

- E-learning 자료률 포함한 교육훈련자료는 FNCA 회원국률이 분답하는 Task 

Force 구성 

- 일본 MEXT 과학자 교환프로그램율 석 • 박사 과정 학생까지 확대 예정 

HRD model method를 Ft\CA HRD 분과에서 협의 

- HRD 기초 자료 분석 2004년도 뻐D 워크삼에서 발표 

。 제6차년도 워크숍 (2004년， 말레이시아 MINT) 

- 회원국의 원자력 인적자원 개발 현항 정보교환 

- 회원국의 원자력 인적자원개발의 역사적 정책 정험과 추진내용 

원자력 인적자원개발 전략 모델 수럽 토론(3개 분류 RI 이용국가， 원전도 

입예정 국가， 원전 운영 중인 국가) 

IAEA ANENT (한국 주도) 퉁 타 네트워크와의 협력 방안 협의 

- CD-Rom 교육자료 조사 및 FNCA HRD Web-site 탑재 자료 협의 

- HRD 프로젝트 명가 (지속성 유지) 

HRD 프로젝트 향후 계획 (2005 워크삽 베트남에서 개최 ) 

o 체7차년도 워크숍 (2005년， 베트남 달라트) 

회원국의 원자력 인척자원개발 현황과 경험 교환 

- 2004년 FNCA 총회회의에서 제안한 Asia Nuclear University (ANU) 설립 개넙 

및 추진 방안 협의 

원자력 인적자원개발 모텔 요약 

- 일본이 제안한 FNCA HRD 향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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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제8차년도 워크숍 (2006년， 충국， 센젠) 

- ANU를 ANTEP(Asian Nuclear Training and Education Program )으로 영칭 

변경 회원국 교육훈련 수요조사 

- ANTEP 회원국 간 파이롯 프로그램 작성 

- 한국은 원자력발전 및 연구용 원자로 활용분야 교육프로그램 제공국으로 역할 

수행 

- 교육프로그램 제공 제원은 일본의 경우 MEXT 프로그램 ， 

IAEA TC 재원 활용 또는 양자 간 협의 

기타 회원국은 

한국은 KAERI에서 수행하고 IAEA/KOICA지원 개도국 연수 프로그램과 lAEA 

TC 활용 

o 쩨9차년도 워크숍 (2007년，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 

- 지난 3년간의 FNCA HRD 활통 점검 ， 인격자원개발 정보/자료 교류 특히 HRD 

모옐협의 회원국 모두에게 유익 

- 제3차 ANTEP(Asian Nuclear Training and Education Program) 회원국 수요 

조사 결과 협의， ANTEP 일본 쩡부 과학자 교환프로그램 일환으로 수행， 기 

타 경우 회원국 간 IAEA TC 또는 양국 간 협력 재원 활용 권고 

- 한국은 IAEA TC 또는 KOICA 기술지원 연수사업으로 회원국 교육훈련 요청에 

부웅 

- 교육훈련 상승효과률 위해 때TEP과 ANENT , ANSN 퉁 lAEA 사업과 연계 제안 

。 아시아 지역 원자력협력 연구왜낼 개최 (2007. 10.29-30, 일본) 

- 동 회의에서 회원국 원자력발전분야 HRD 현황발표 

- C[씨에 원자력올 포함하기 위한 공통성명 초안 토의 (향후 장관급회의 보고) 

o 제10차년도 워크숍 (2008년， 방그라데시 ， 다카) 

- 회원국 원자력 인척자원개발 현황 발표 

- ANTEP 기본 개념과 회원국 수요조사 결과 협의， 일본경우 MEXT 과학자 쿄 

환 프로그램 활용， 기타 회원국은 IAEA 또는 양국 간 협력 재원 활용 핀고 및 

활용촉진 

- 한국은 KOICA과정과 KAERI 지역간 훈련과청율 회원국 수요에 대용 

- ANETP과 lAEA ANENT 협력방안 협의 : 회의상호 참가， FNCA HRD와 ANENT 간에 요 

육훈련 과정에 대한 정보 공유 동-

- FNCA의 원자력발천분야 뻐D DB는 2008.1 1. 10 일본 측 답당자가 KAERI블 방문하 

였으며 국내에서 오푼된 자료는 관련기관과 협의 후 렁크 또는 입력 예쟁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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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추진계획 

한국은 FNCA 회원국이 요청하는 교육훈련을 IAEA 기술협력사업 그러고 KOICA 기 

술지원 연수사업을 롱해 회원국 훈련생률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FNCA 회원국과 IAEA 

회원국이 동일하며 ANTEP 프로그램으로 별도의 재원마련은 어려운 현실이다 그러 

므로 한국은 IAEA TC , RCA-RO , KOICA 프로그램율 롱하여 회원국과 협력할 것이다. 

2009년도 FNCA 때D 워크삽율 일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5. 사업 추진 시 문제캠 및 대청부 건의사항 

한국의 차세대 원자로 개발 및 RI분야 기술 증진 퉁 원자력 이용개발 사업은 

FNCA 회원국틀에게 모텔이 되고 있으며 이는 타 국가에 비해 원자력 인척자원개발 

을 효윷적으로 추진한 결과이다. 일본을 포함한 FNCA 회원국틀에게 한국의 HRD 정 

책과 추진 전략， 교육훈련에서의 경험은 회원국틀에게 도움이 됩으로 FNCA HRD 프 

로젝트에 지속적인 참가가 요구된다. 베트남의 제안과 일본의 주도로 착수한 ANTEP 

사업에 한국은 원자력발전， 연구용 원자로이용 분야의 교육훈련 체공국으로의 역할 

율 수행할 것이며 동 훈련프로그램율 위해 수요국의 lAEA TC 사업과 KOICA 개도국 

지원 연수프로그램율 활용할 것이다. 한국은 IAEA를 중심으로 아시아 태명양 지역 

회원국률에게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륙히 RCA/RO를 한국에 셜럽하여 회 

원국 인력양성율 위한 KAIST 원자력석사과정운영， KAERl!KINS 동에서의 회원국 

석 • 박사 연수 프로그램 운영， KOICA 연수과정 제공 사업율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IAEA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Asian Network for Education in Nuclear Technology 

(ANENT) 사업의 Leader 역힐율 담당하고 있으며 이를 때TEP과 연계사업으로 활용할 

것이다. FNCA 회원국과 lAEA RCA 회원국이 동일하므로， 한국은 IAEA와 양국 간 협 

력율 롱하여 회원국의 원자력인력양성사업 지원율 확대하고， FNCA률 롱하여 원자력 

인력앙생에 관한 정보/자료 교류를 중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6. 사업 참여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 

아시아 지역의 지속적인 명화척 원자력 기술 이용증진을 위해 한국은 원자력 기 

술자립과 중장기 원자력 이용개발 계획의 추진과정에서 축적한 원자력 인적자원개 

발 추진 정책과 경험율 공유하고 원자력 교육훈련에 관한 정보교류와 인척 교류 사 

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륙히 RI 이용， 원전 도입예정 j 원션 운영의 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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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인적자원개발 추진 모옐 연구에 한국은 원자력기술자립 과정에서 축적한 정책과 

경험율 제공하고 나아가 이률 회원국들과 함께 발천시키는 데 노력할 것이다. 한국 

은 lAEA사업을 통해 회원국률이 필요로 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에 노력할 것 

이며 이률 ANTEP사업과 연계할 것이다.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peaceful uses of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in the FNCA Member countries , Korea will actively participate 

in the HRD activities for sharing information on the HRD policy and 

strategy, exch하19ing information and materials on nuc1 ear education and 

training under the bases of lessons learned from the implementation of the 

nuclear technology self-reliance and long-term nuc1 ear energy development 

program. Particular1 y, Korea wi 11 share i ts experiences for study on HRD 

strategy which are needed for the promotion of radioisotope and radiation 

applications , planning to construct nuclear power plants and 。야rating 

nuclear power plants. Korea will also make efforts on a sustainable 

development of its models with member countries. Korea would like t。

contri bute it ’ s nuclear education and training activities for the ANTEP 

Program through the technical cooperation framework of the IAEA. ) 

7. 국가보고서 발표 내용 

아시아 지역의 지숙적인 명화적 원자력 기술 이용증진율 위해 한국은 원자력 기 

술자립과 중장기 원자력 이용개발 계획의 추진과정에서 축척한 원자력 인적자원개 

발 추진 정책과 경험율 공유하고 원자력 교육훈련에 관한 정보교류와 인적 교류 사 

업에 척략척으로 참여할 것이다. 륙히 RI 이용， 원전 도입예정， 원천 운영의 원자 

력인척자원개발 추진 모델 연구에 한국은 원자력기술자립 과정에서 축적한 정책과 

경험을 제공하고 나아가 이률 회원국률과 함께 발천시키는 데 노력할 것이다. 한국 

은 IAEA사업율 통해 회원국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에 노력할 것 

이며 이를 ANTEP 사업과 연계할 것이다.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peaceful uses of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in the FNCA Member‘ countries , Korea will actively participate 

in the HRD activities for sharing information on the HRD policy and 

strategy, exchanging information and materials on nuclear education and 

training under the bases of lessons learned from the implementation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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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clear technology sel f-rel iance and l ong-term nuclear energy development 

program. Particularly , Korea wi 11 share i ts experiences for study on HRD 

strategy \vhich are needed for the promotion of radioisotope 외，d radiation 

applications , planning to construct nuclear power plants and operating 

nuclear power plants. Korea will also make efforts on a sustainable 

development of its models with member countries. Korea would like t。

contribute it's nuclear education and training activities for the ANTEP 

Program under the technical co。야ration framework of the lAEA. ) 

채 5 철 이집트 원자력청 간부 요원 교육훈련 협력 

1. 배정 빛 근거 

200년 10월 한 • 이집트 외교롱상 협의회에서 이집트 원자력청 요원 국내 훈련이 

협의되었으며， 통 협의에 따라 2007. 12. 2 - 2008. 1. 22일간 제1차로 이집트 원 

자력 요원 2명에게 교육율 제공하였다. 동 교육훈련이 성공척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이집트는 금년도에도 한국에서의 교육훈련울 요청하였다 2008년 6월 카이로 주재 

한국 대사관에서 제2차 이집트 요원 교육율 요청하여 교육과학기술부는 ’ 08. 10.9 

- 29일간에 KAERI에서 개최되는 KOICA 훈련과정 참가률 제안하였다. 원자력교육센 

터는 KOICA 과정 참가에 대해 제l안으로 이집트 측이 항공료 부담할 경우 한국 측 

은 체재비 퉁율 부담하여 이집트 원자력요원 5명율 초청하며， 제2안으로는 한국 혹 

이 항공료， 쳐1채비 퉁 교육경비 모두률 부담할 경우 3명율 초청하기로 협의되었다. 

이집트측은 우리가 제시한 제1안율 수용하여 자국이 항공료를 부답하는 조건으로 

원자력교육센터가 5명율 초청하여 교육훈련율 제공하기로 2008년 9월 합의하였다 

2. 요육계획수립과 설시 

이상과 같은 이집트요원 교육훈련 제공 배경과 근거에 따라 원자력인력개발센터 

는 아래와 갈이 제2차 이집트 원자력요원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였다 

。 목 척 : 이집트 원자력요원에게 한국의 원자력발전 기술자립 정책과 경험 그 

러고 기술의 우수성에 관한 교육훈련율 제공하여 이집트와의 원자력 

기술협력을 증진하고자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주요 과제에 대한 교육 

- 65 -



과 KOICA/ lAEA 원전 정책， 기획 및 사업관리과정에 참가한다. 

。 교육일시 2008. 11. 8 - 2008. 11 . 30 

。 교육내용 (1) Introduction of KAERI Projects for Egyptian Nuc1 ear 

Personnel (2008. 11. 8) 

(2) KOICA/ lAEA Training Course on Nuclear Power Policy , 

Planning and Project Management (2008. 11. 9 - 29) 

。 경비 분답 

[이집트 혹] 

- 교육참가자 왕북 항공료 

[한국 측] 

- 체재비 (숙식비 및 일비) 

국내 이동 경바 빛 여행보험료 

- 교육비 (무료) 

。 이집트 교육참가 인원 및 명단 5명 

(1) Dr. Tarek F삶)my Mohammaden Youssef 

Nuc1 ear Materials Authori ty 

Cairo, Egypt 

Tel : 20227585835 , Fax: 202-27585832 

E-mail : tfm20008@hotmail.com 

(2) Dr. Ahmed Sayed Ahmed Ibrahim Khedr 

/ 
/ 

/ 

Nationa1 Center for Nuclear Safety and Radiation Control 

Atomic Energy Authority (AEA) 

Cairo , Egypt 

Tel: 0227581298 , E-mail :khedramer@hotmail.com 

(3) Eng. Ismail Abdel W하)ab Elsobhy 

Nuclear Power Plants Authority 

P. O. Box 108 Abbasia/ Code No 11381 Abbasia 

Cairo , Egypt 

Tel: 20222616264 , Fax: 20222616476 

E-mail: en&-ismelso@hotmail.com 

(4) Eng. Fouad Ahmad A1y Saeed 

Nuclear Power P1ants Authority 

P.O. Box 108 Abbasia/ Code No 11381 Abb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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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iro , Egypt 

Te1: 20222616264 , Fax: 20222616476 

E-mai1: fouad3344711 @y뻐。o.com 

(5) Eng. Zkaria Mahmoud Abde1 W외1ed 

Nuclear Power Plants Authority 

P.O. Box 108 Abbasia/Code No 11381 Abbasia 

Cairo , Egypt 

Tel: 20222616264 , Fax: 20222616476 

E-mail: zakm@menanet.net 

。 계정번호 57550-08 (양국 간 협력 원자력인력양성지원 사업 ’ 과제， 교과부에 

서 이집트요원 교육율 위해 제공， 과책 : 이의진) 

3. 교육훈련 프로그렘 내용 

이집트 원자력요원 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원의 주요 프로젝트 소개내용은 

아래은 아래 〈표 2.16)와 갈다. 

〈표 2.17) 연구원 주요 프로젝트 소개 내용 

Date Contents Remark 

8 Oct. 2008 l 
‘ (Wednesday) 

l l -13 ‘ 30-15:00 The Future of SMART Dr. Quun S. Zee 
Technology 

/ / (2nd Floor, INTEC) 

15: 30-16: 30 KAER1 Facility Tour Dr. W. J. Cho 
- Underground Research Tunnel 

이집트 원자력요원은 2009. 10. 9 -29일간에 개최된 KOICA 지원 원자력발션， 기 

획 및 사업관리 과정에 참가하였으며 교육내용은 제3장 제I절 10항과 갈다. 

4. 과정명가 및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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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2.251 이집트 원자력요원 교육훈련 장면 

이집트 원자력요원률이 교육훈련 참가 후 이률이 작성한 교과내용에 대한 명가 

는 다읍과 같다. 

첫째 . 2008년 10.8-28일간에 받은 교육은 3개 부분으로 구분된다. 푹 1단계 

KAERI 주요 R&D 프로젝트 소개. 2단계 원자력발천과 관련된 자양한 기술적인 내용， 

제3단계 한국 원자력 관련기관의 시설방문， 문화행사 퉁 한국의 원자력 기술자럽의 

정책과 인프라와 산업 전반에 대한 기술척 인 내용율 교육받았다. 

둘째， 동 교육훈련의 내용과 교재， 강사들의 캉의진행이 모두 이해 가능하도룩 

쉽게 진행되었으며， 한국의 원자력 정책과 기술자라비 경험 그러고 원자력 R&D 및 

산업 능력율 알 수 있는 좋은 기회률 가졌다 

셋째， 륙히 20여명의 강사툴이 자신의 경험과 전문성율 바탕으로 기술적인 내용 

율 훈련생률에게 충분히 전달하였다. 

넷째， 교육훈련 기간 동안 전체 8개 원자력관련기관을 방문하였으며， 캉의실에 

서 이해한 내용율 현장방문율 롱해 직접 확인 가능하여 매우 효과척인 교육이 되었 

다 또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률 이해할 수 있는 문화행사들이 캉의기간 중 진행되 

어 한국율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웅이 되었다 

다섯째， 교육훈련율 수행함에 있어 모든 지원과 진행에 필요한 재원률이 척척히 

공급되고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훈련생률의 편의제공아 직결 

되는 사항으로 연리한 교육율 받율 수 있었다 

여섯째， 전체적인 내용에서 일부 과북에 대한 시간 조정이 필요하다. 중요한 과묵 

은 시간율 추가배정하고， 비교적 일반적인 내용의 강의는 시간을 률이는 것이 바람 

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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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6 절 한 ·빼 원자력인력양성 협력 

1. 추진배경 빛 목적 

。 베트남 고위 정책 답당자률에게 한국의 원자력 기술자립 정책 및 경험 공유률 

위한 세미나 개최 지원 

。 원자력 인력양성과 교육훈련에 관한 정보/자료 교환 

。 교육훈련/OJT 제공 동을 통한 원자력인력양성분야 협력증진 

。 KOICA 빛 RCARO 훈련과정 베트남 훈련생 초청 지원 

2. 제4차 회의 합의내용 

。 양축은 원자력 교육훈련에 관한 정보/자료 및 인력 교류를 통한 협력율 지숙 

하는 것에 통의합 

。 효과적인 협력을 위해 양측은 인력양성 협력프로그램의 개선 필요성율 인식하 

고， 이률 위해 베트남측은 베트남원자력위원회가 베트남 각 기관의 수요와 국 

가척 우선순위를 반영한 제안서를 매년 8월까지 한국혹에 제출하며， 한국측은 

이를 검토함. 양측은 정례 공동위에서 이를 확정함. 

。 반면에 2007년 프로그램은 베트남 측이 2008년 2월까지 제안서를 송부하며 한 

국측은 제안서률 검토하고 2007년도 가용 예산 법위내에서 프로그램율 확정 

함. 

(영문) 

。 60th side agreed to continue their cooperation through the exchange of 

information and materiaJs on nucJear education 뻐d training as weJl as 

the exchange of experts. 

o ror effective cooperation, both sides recognized the need to improve the 

c reative manpower deveJopment program. ror this , the Vietnamese side 

will propose a set of prioritized cooperation items to the Korean side 

for a review of the proposal by August of the year. The Korean side will 

adjust this prφ。saJ ， and both sides will confirm the adjusted programs 

at the annual JC세AEC for implementation in the following year 

。 ln the meantime , for the program of 2007 , the Vietnamese side submi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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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osal to the Korean side by the end of February. The Korean side will 

review the proposal and finalize the program within the availability of 

the budget in 2007. 

3. 지금까지의 언력양생 협력 추진실적 

。 베트남 고위 정책 답당자 초청 세미나 개최 

2001년 제1차 베트남 당/국회 /정부 대상 6명 초챙 

- 2002년 제2차 베트남 당/국회 /정부 대상 5명 초챙 

제3차 베트남 당/국회 /정부 대상 5명 초청 

。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정보/자료 교환 

- 2003 KAERI 원자력요육센터 커 리률렴 , 영문교재 VAEC 제공 

- 2004 대학 원자력공학교육커리률럽 HUT (하노이공과대학) 제공 

- 2006 KAERI 전문가 Hlπ에 파견(lAEA TC 활용) 

。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MOU 체결 

2006년 달닷대학과 ’원자력과학 및 교육‘ MOU체결 

- 2007년 하노이공과대학 (HUT)과 ’원자력 과학 및 교육‘ MOU체결 

- 2007년 하노이자연과학대학 (HUS)과 ’원자력 과학 및 교육‘ MOU 

체결 

2007년 베트남 VARANSAC (원자력규제위원회) 협력 MOU 체결 

。 베트남 우수 대학생 KAERI -UST(한국과학기술대학원대학) 석 • 박사 과정 참가 

(MOU 후속조치) 

- 2008년 HUT 졸업생(강사) 1명 KAERI ’ 첨단 원자력시스템공학‘ 석사과정 참 

가 

- 2008년 달릿대학 졸업생(캉사) 2명 KAERI ’가숙기 ‘, ’ 레이져 ‘ 박사과정 참 

가 

。 KAERI 연구실 OJT 제공 

- 2002년 KAERI OJT (정책/안천/열수력학) 3명 제공 

- 2004년 원자력교육훈련 세미나 2명 제공 

- 2005년 KAERI 박사 후 연수생 4명 제공 (RCARO) 

2008년 KAERI 방사생폐기물 OJT 1 명 제공 

。 KOICA ， RCARO 훈현과정 제공 (2005년 이후) 

- 2005년 KOICA 과정 (원전분야) 1명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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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KOICA/RCARO 과정 (비파괴검사분야) 1명 제공 

- 2007년 KOICA 과정 (원전분야) 1 명 제공 

- 2007년 KOICA/RCARO 과정 (비파괴분야) 1명 제공 

4. 채5차 한 ·빼 원자력협력위원회 7f최 

제5차 한 • 베 원자력협력위원회가 2008년 10월28일 서울에서 개최되었으며 베트 

남 측이 원자력인력양성에 관하여 제안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Korea side will organize Seminar( s) on Po1icy on Nuc1 ear Power 

Development and Project Management for Vietnamese high level nuc1 ear 

policy decision-makers. 

(2) Korea side wi 11 assists Vietnam in nuc1 ear power manpower development. 

The assistances include: 

- To dispatch Korean experts about 6 month x peoples to give lectures at 

the VAEC Training Center. The training includes nuclear power 

technology , nuclear safety analysis , nuclear fuel ... 

To organize 2-week training course on nuclear safety in Vietnam: 

- To receive young researchers , managers , lecturers , and students t。

study and training in Korea , including Ph.D. and Master training 

program. The funding for the training programme will be granted from: 

o Korea Government (KAIST , KNS , RCARO , UST ... ) for 3-5 Vietnamese 

students; 

。 Vietnamese Government: 3 peoples from Hanoi Universi ty of Technology 

(HUT) and 5 peoples from VAEC to participate in the nuclear 

engineering and nuclear safety training: 

。 In addition , Vietnamese proposes KAERI , KINS , KNF ... to conduct Group 

training for Vietnamese researchers in the fields of nuclear fuel , 

technol。양， nuclear safety by their budgets. 

To support the cooperation between Vietnamese Universities (Hanoi 

University of Technology , H없。i Uni versi ty of Science , Dal at 

University , University of Science in Ho Chi Minh City , Electric Power 

University ... ) and Korea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es (KAERI , 

KAIST , SNU , KHU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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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베트남 축의 제안율 바탕으로 제5차 한 • 베 원자력협력협의회에서 양측이 

합의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합의혹 전문) 

Both sides agreed to continue their cooperation through the exchange of 

information 없d materials on nuclear education and training as well as the 

exchange of experts. 

As agreed in the 4th JCMAEC , The Vietnam side will propose a set of 

prioritized cooperation items to the Korean side for a review of the proposal 

by August of the year. The Korean side will adjust this proposal , and both 

sides will confirm the adjusted programs at the annual JCMAEC. 

Wi th regard to the proposal at the 5th JCMAEC from the Vietnamese side , 

the Korean side will review the proposal and finalize the program by the 

February 2009 within the availability of the budget in 2009. De tailed 

discussion on the Vietnamese proposals will be made during the visit by VAEC 

delegation to Korea in November 2008 

80th sides recognized that cooperation on manpower development will 

include the field of nuclear power and nuclear fuel technology 

5. 빼트남 원자력모육 고위 대표단 방문 

베트남 2020 원자력이용개발 계획사업으로 하노이공과대학(Hlπ)은 2008년 3월 

기존의 핵물리학과를 핵공학과로 확대개연하연서 한국의 원자력 연구 및 교육훈련 

의 경험과 현항에 관한 정보/자료 수집과 한국과의 향후 협력을 위해 IAEA의 과학 

자방문 프로그램율 활용하여 한국을 방문하였다. 

。 일 시 2008. 8. 17 - 23 (1주간) 

。 대표단 구성 HlJf 총장/베트남원자력위원회 위원장 외 2인 (4인) 

- 하노이공과대학 (HlJf ) 총장 Dr. HOANG 8a Chu ( 흉 바추) 

- HlJf 국제협력 부국장. Dr. Ha Manh Thu (하 망투) 

- 대π 원자력공학과 과장 Dr. PHUNG Van Duan (용 반두안) 

- 베트남원자력위원회 위원장‘ Dr. VUONG Huu Tan (붕 후탄) 

。 방문기관 및 일정 

- 8월 17일 :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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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18일 KAIST 양자 및 핵공학과 (MOU 체결， 학생/교수 파견) 

8월 19일 KAERI (정보/자료/인력 교류협력 협의， 시설 방문 퉁) 

- 8월 20일 KAIST 협력 MOU 체결 

8월 21 일 :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정보자료 교환， 시설방문) 

8월 22일 서울대 핵공학과 (정보자료 교환， 시설방문) 

- 8월 23일 ‘ 출국 

。 8월 19일 KAERI 방문 시 베트남 대표단과 상호 정보 및 자료 교류률 위해 아 

래와 같이 세미나률 개최하였다. 

14:30 - 14 :35 

14:35 - 14:55 

14 : 55 - 15: 15 

15: 15 - 15: 35 

15:35 - 15:50 

15: 50 - 16: 10 

16: 10 - 16: 30 

16:30 - 17:00 

17:00 

Introduction of Seminar 

Nuclear Education at HUT 

by Professor Phung Van Duan , HLπ 

Hanaro Research Reactor 

by Dr. C. Park , KAERI 

Thermal Hydraulics by Dr. C. H. Song, KAERI 

Break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n Vietnam 

by Professor Vuong Huu Tan , VAEC 

Higher Education in ~uclear Technology 

at KAERI by E. J. Lee , KAERI 

Discussion 

Return to Spapia Hotel 

/ 

꺼
 
ω
 



재 7 철 기타 협력 

1. 한 • 미 협력 

가. 기본적 사항 

본 협력 사업에 대한 기본적 사항은 다융과 갈다. 

- 의제명: 사이버 연수과정 공동개발 (Cyber Training Course Cooperation) 

- 사업 수행 기관 책임자 원자력교육센터 한경원. Sandia Lab. Jhon E. Kelly 

- 사업수행 기 간 2007- 2009 

나. 재안배정 및 필요생 

한국원자력연구원은 효과척인 원자력 교육훈련과， 아시아지 역 원자력 교육훈련 

네트워크 (ANENT)툴 롱한 션도척 역할올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션진화된 lT률 기반 

으로 국제 수준의 사이버 교육프로그램율 개발 운영해야 한다. 이에 대하여 미국은 

사이버 교육율 세계적으로 션도하고 원자력교육훈련에 대한 총괄 시스템화 기슐이 

강하므로 협력 대상으로 척합 하다고 판단되었다. 

다. 사업의 목표 및 주요내용 

사업의 목표 및 주요내용은 기술 정보， 사이버 학습/훈련 프로그램 콘댄츠 빛 

과쩡， 사이버 학습/훈련 전문가， 그러고 이러한 프로그램의 실중에 대한 협력을 롱 

하여 사이버 원자력교육훈련 프로그햄 항상 및 활성화 이다. 

라. 추진 정위 빛 내용 

본 협력 사업은 다음과 같이 추진되어왔다. 

- 협력초기에는 미국의 Wisconsin 대학과 사이버 교육훈련에 대한 자료 교환 활동 

이 있었융. 

- 제27차 한 • 미 원자력 상설 위원회에서， 양국 간의 기술 협력확대률 위해 한국 

측은 미국의 전문가 1 -2명이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단기간 방문하여 양측의 현황을 

검토하고 구체척인 협력계획율 세울 수 있도록 해 줄 것율 제안하였융. 미국 측 

은 이 체안에 대한 답율 해주기로 약속하였으나 답이 없었읍. 

- 체28차 회의에서 제27차 합의 사항을 확인하고， 한국 측은 보다 구체적으로 방사 

능 방채 분야 분야률 예를 들어 미국의 천문가 1 -2명이 단기간 한국을 방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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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측 전문가들과 협의하여 협력 실해 계획을 수립하자고 제안 함 이에 대하 

여 미국 측이 답을 주기로 하였으나 직접적인 답은 없었읍. 

- 본 협력이 본격척으로 추진되연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IAEA의 아 

시아지역원자력교육훈련네트워크 (ANENT)를 통해 선도척 역할에 필요한 선진기술 

습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국내 원자력 사이버 교육훈련 ( 방사능 방재교육 

동)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 

그러나 현 상황에서는 미국 측 답탕자률 결정할 수 없으므로 추후 양측 필요에 

따라 협력 따트녀가 도출될 때 까지 본 의제를 중단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으로 

생각됩. 

마. 협력 합의내용 및 향 후 천망 

제29차 회의에서 지금까지와 갈은 협력 추진의 어려옴율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양측은 지금까지 추진해온 사이버교육훈련 관련 정보， 콘벤츠， 교육과정 및 전문가 

의 교류 그러고 사이버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시연에 관한 상호 협력의 중요성율 재인 

식 합. 

- 그러나， 양육은 실무자 수준에서 적절한 상호 협력 관계가 형성될 때 까지 본 협력 

사업율 중단하기로 합의함. 

원자력교육센터는 사이버교육훈련 활동을 AN돼T 참가 동 기존의 국제협력활동율 롱 

하여 계속 추진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기술적 현안률을 협력할 수 있는 적 

절한 상대가 정해질 경우 한미 협력의 일환으로 협력 사업이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2. 한·불협력 

가. 추진배정 및 필요생 

원자력 이용 기술개발의 지숙성과 차세대 원자력 전문 인력양성을 위해 프랑스 

와의 원자력 전문 인력 교류 증진이 휠요하며， 프랑스 lNSTN에서 수행하고 있는 원 

자력 전문 교육훈련과정 정보자료 교환 및 교육과정 참가하여 국내 교육훈련 능력 

함양율 폭적으로 한다. 

나. 사엉 북표 빛 내용 

x 
u 



원자력 이용개발 사업의 효율척인 추진율 위해 양국 간 원자력 인력 및 교육훈 

련 교류 협력 증진율 북표로 한다. 사업내용은 아래와 같다. 

- 교육훈련 커리률럽， 교재 퉁 인력양성과 교육훈련에 관한 정보/자료 상호 

교환 

- ENEN, ANENT 동 교육훈련 네트워크 활용에 관한 정보/자료 상호 요환 

- INSTN 교육훈련 과정(영어) 국내 참가 안내서 제공 및 인력교류 

- 교육훈련 프로그랩 개발 • 운영에 관한 세미나률 정기척 (2년 주기 )으로 교 

차 개최하여 전문가 고류 중진. 

다. 추진 껑과 및 현황 

C-4-1-2 (KAERI-ITC/CEA-INSTN Cooperation) , C-4-1-3 (Cyber Training) 사업율 

통합하여 ’왼자력 인력 및 교육훈련 교류 ‘ 사업으로 추진한다. 제17차 한불원자력 

협력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아래와 같다. 

- 원자력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원자력종사자 교류 활성화 협력 에 

합의한다. 

C-4-1-2 (KAERI-ITC/CEA-INSTN C。φeration) ， C-4-1-3 (Cyber Training) 사 

업을 통합하여 ‘원자력 인력 및 교육훈련 교류’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합 의한 

다 

라. 향후 추진 계획 

한국 축은 프랑스 축과 원자력인력양성 협력관계률 계숙 유지하기를 희망하며， 프랑 

스 축의 의지도 충요하므로 상호 호응도에 따라 단계척으로 쩡보/자료 교환율 토대로 

단계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사업수행기간 2006년 5월 ~ 2010년 5월 

소요예산 및 제원확보방안 : 소요 예산 각자 부답 

마. 기대효과 

프랑스 INSTN 원자력 전문교육훈련과정에 관한 정보/자료 입수로 국내 원자력교 

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능력 함양한다. 프랑스 INSTN 영어 전문교육훈련과쩡 참가로 

국내 전문 인력양성에 기여한다. 원자력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관한 정 

기척 세미나 개최로 원자력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전문가 교류 확대 방안율 검토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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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합의록 초안(영문) 

80th sides agreed to promote the exchange of nuclear personnel and 

training , The following are suggested cooperation items with respect to the 

exchange of nuclear personnel and training 

- Exchange of information and materials for nuclear education and 

training; 

Exchange of information. materials and experiences on the cooperation 

for regional education and training network such as ENEN. ANENT; 

Providing announcement letters of INSTN training courses to be 

conducted in English for a Korean participation; 

- Consideration on holding seminars on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 f nuclear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for the promotion of expert 

exchanges in the field of nuclear education and training , 

3. 한 -GNEP-Infrastructure Development Working Group 협력 

가. GNEP 추진배경 

세계원자력따트너십 .GNEP (Global Nuclear Energy Partnership)은 핵연료 재처 

리 재활용율 통해 원전연료공급 국가와 수요국가로 재연해 전 세계적으로 안정적인 

원자력발전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미국은 2005년 8월 에너지법을 전연 개 

정하여 원자력산업율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척 장치를 마련하였다. 그러고 

2006년 2월 ‘세계원자력파트너섭 (GNEP) ’ 구상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국제기준을 제 

시하였다. 한국은 2007년 12월 19번째 참여국으로 가입하였으며 전체 회원국은 미 

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j 일본， 캐나다 퉁 20여 개국이며 일부 옵저버 국가들이 

참가하고 있다 

나. 사업 내용 

원자력의 명화적이고 안전한 이용율 국제적으로 확대시킬 필요성에 공감하는 국 

가률의 협력체로서 원자력의 명화적 이용 확대， 선진 안전조치 (Safeguards) 개발， 

안정척 핵연료 공급체제 구축， 첩단고속로 개발， 개도국용 소형원자로개발， 방사성 

폐기물발생 최소화， 핵 비확산성 핵연료주기기술 개발 퉁 7대 사업 내용을 참여국 

가의 자발적 참여와 합의로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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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GNEP-Infrastructure Develop.ent Working Group 

우리나라는 GNEP 회원국 장관급회의인 집행위원회률 비롯하여 운영위원회， 인프 

라개발 및 핵연료서비스 워킹그룹 퉁의 협의체에 참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동 협 

의체를 흥해 원자력의 또 다른 도약울 위해 척극적으로 입장율 개진하고 있다， 인 

프라개발 워킹그룹 참여률 통해 우리나가 원자력 산업이 원천 도입 예정국에 진출 

할 수 있도록 여건율 조성하는 것이다. 2009년 7월 7-8일간에 IAEA 비엔나에서는 

GNEP Infrastructure Development Working Group (IDW이회의가 개최되었다. 통 회 

의에서 회원국에게 원자력 이용개발을 위한 인력양성에 초점율 둔 국가보고서 제출 

이 제안되었다. 원자력교육센터는 통 제안에 따라 2008년 9월 우리나라 원자력 이 

용개발과 기슐자립과정에서 체륙한 인력양생 정햄과 개도국이 필요로 하는 인력양 

성 방안에 관한 보고서률 제출하였다. GNEP IDWG에서는 한국율 비롯하여， 미국， 일 

본， 프랑스， 이태리 동 5개국의 국가보고서률 매우 가치 있는 우수 보고서로 채택 

하였다. 우리나라률 배롯한 5개국의 국가 보고서는 G맨P참여국의 인력양성과 륙히 

교육훈련분야에서 매우 유용한 자료이며， 전 세계적으로 원전율 개발하고 운영함에 

있어 인력양성의 중요성과 도전할 가치률 강조하였으며 요약된 내용은 아래와 같 

다. 

- 기존의 원전 국가와 시설에서 높은 수준의 인력과 그 역량이 계숙 유지 되 

어야 한다. 

- 기존 인적자원이 고령화되고 있으므로 신규 인적자원으로 갱신되어야 한다. 

- 원자력 르네상스의 도래의 시점에서 신규 원전의 필요성율 충축하는 새로운 

형태가 창조되어야 한다. 

이률 위해서는 현재의 교육훈련과 미래 역량에 관한 자료 공유는 새로운 수요와 

역량개발율 세계적인 관점에서 제공하는 것이 됩으로 인력양성 동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도용이 될 것이다. 

라. GNEP-Infrastructure Development Working Group 한국 국가보고서 

원자력교육센터가 GNEP Infrastructure Development Working Group에 제출한 국가 

보고서 전문은 아래와 같다. 

Experience and Lessons Learned fro. Hu.an Resources Develop.ent in 

Korea 

Nuclear Training and Education Center , KoreaA 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1045, Daeduckdaero, Yuseong, Daejeon. the Republic of Korea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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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tatus of HRD in R&D Organizations and lndustries 

The Republ ic of Korea started i ts nucJ ear activi ties when i t joined the 

l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n 1957. ln 1958 the Atomic Energy Law was 

enacted and the government established the Office of Atomic Energy in 1959. 

Its fi rst research reactor was made cri t i cal in 1962. Due to the scarce 

energy resources in Korea , nuclear energy was selected as the major source of 

electrici ty as a national strategy priori ty. The country ’ s efforts i n thi s 

area brou빼t about the first commercial NPP operation in 1978. From the 

middle of 1980s , Korea was able to launch i ts sel f-rel iance program for 

nuclear power under the government sponsorship. During the implementation of 

self-reliance program , utility side was in charge of entire project 

management and other nuclear related organizations were responsible for their 

given assignments. ln case of KAER1 , i t was responsible for the design of 

NSSS and nuc1 ear fue l. As a resul t , Korea developed i ts own reactors , OPR 

1000 which is in operation , and APR 1400 which is under construction. Such a 

success of technology self-reliance was caused by the qualified human 

resources in the nuclear R&D and industries. 

The status of Korean manpower (Dec. 2006) in each organization is given in 

table 1. The organizations given in the table are KHNP (Korea Hydro & Nuc lear 

Power) , KOPEC (Korea Power Engineering Co.) , KPS (Korea Plant Service) , KNFC 

(KEPCO Nuclear Fuel Co.) , KAERl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lnstitute) and 

KINS (Korea lnstitute for Nuc1 ear Safety). Staffs are categorised into tw。

groups i.e. one is below or equal to a 8.S. degree and the second is above a 

8.S. leve l. 

Table 1. Staffs in each organization distributed by two different categories 

Classi fication KfINP KOPEC KPS KNFC KAERI KINS 

Be low B.S ‘ 923 187 1, 090 188 72 11 

Above or Equal to B. S 5,344 1, 685 524 313 1, 050 374 

trotal 6,267 1, 872 1,614 501 1, 122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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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uclear Training and Education Center(NTC)of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니te (KAERI) , wh i ch was a corpora te body sponsored by the 

government , was established in 1967 to provide nuclear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for nation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n the nuclear fields. The 

NTC annually offers nuclear training courses to 1000-1200 

engineers/technicians from utility, nuclear industries , regulatory body , and 

。ther nuclear related organizations as well as about 200 students majoring in 

nuclear engineering from six universities. The ~~C also offers R&D management 

courses for interna1 staff members. For the promotion of international 

co。야ration of nuc1ear education and training with the IAEA member states, 

the NTC bui Jt up the lnternationa1 Nuc1 ear Training and Education Center 

(INTEC) to provide internationa1 nuclear training in 2002. The NTC annua11y 

hosts lAEA training for its member states and offers specialized training t。

foreign participants under the financial support of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Nuclear Power Education lnstitute (KNPEI) of the Korea Hydro and Nuclear 

Power Company was established in 1978 when the first nuclear power plant , 

Kori Unit 1, began commercial operation , and has been operated as a in-house 

training center for control room operators , maintenance crew , technical 

support engineers , and construction management staf f. The Insti tute offers 

various training programs in the field of a operation , maintenance , technica1 

support , and construction of a nuclear power plant. Training program of each 

field can be categorized into basic training courses , advanced training 

courses , and managerial training courses. 

Nuclear Safety School of the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KINS) was 

estab1ished in 2004. The School offers nuc1ear safety training programs for 

regulatory personne1. The School was renamed as the lnternational Nuclear 

Safety School in 2007 in order to secure and develop world-class nuc1 ear 

safety regulation techniques and capabi 1 i ties. The Schoo1 offers emergency 

preparedness and protection training programs , on-the-job training, community 

partner training programs , international training programs , functional 

training and commissioned training to in- house personnel and outside experts , 

and the general pub1ic. Recent1y ,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regu1a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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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ies from overseas have been requesting Korea's support in safety and 

regulation training. In response , the School is expanding its SCOI흥 and 

target trainee groups to meet these international needs for training. 

2. Experience and lessons learned on providing training Courses at KAERI 

Since the es tabl ishment of the NTC of KAERI in 1967, the center has 

。ffered vari ous kinds of nucJear training courses for domesti c nuc lear ∞wer 

related personnel. At the stages of a introduction and capacity building for 

nuclear power , from 1967 to 1984 , the center provided basi c training courses 

。n nuc lear power and fuel technology. SpeciaJized training courses relied on 

suppl iers. IAEA training and bi lateraJ training in foreign countries were 

utilized during this period. When the seJf- reliance techni ca l program was 

started in the middle of the 1980s , the center offered specialized training 

courses on NSSS design , while the suppliers offered those on the design and 

fabrication of a nuclear fue l. During this time , the center also built up 

its capability for the development of specialized training courses on safety 

ana lys is , project management , nuclear fuel , etc. 

A summary of the experiences on providing training courses for domesti c 

nuclear power personnel at KAERI is shown in Table 2. 

Tab le 2. Experiences on Provi ding Training Courses for Nuclear Power Personnel 

Year 1967 - 1984 1985-1995 1996- Present 
Contract Turn-Key. Joint IJesign Sel f-Rel iance Type Component Approach 

Fundamentals on NSSS design and Share of Korean 
nuclear engineering reactor safety experiences with 
System technology of Fuel design IiAnEA the Me fmibeelrd‘ 。Sftates 
NPP Fuel assembly 

d ienveflr。acstrUf。c tUrePlanning and impl. of mechanical design pment for 
nuclear power project Sa fety analysis nuclear power 

Training mgt. Thermal hydrauli c program 
Courses Basic design of NPP core design 

Quality assurance Fuel service and 
Safety analysis fue l rod design 
r‘eVlew 
Codes and standards 
Nuc lear fuel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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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Korea successfully implemented a self-rel iance program on nuc1 ear 

power . the lAEA and its Member States were interested in the Korean 

experiences on a nuclear sel f-reliance and hoped to share the experiences 

Then. KAERl offered KOICA training courses on nuc1 ear pol icy. planning and 

project ma떠gement. PSA and NDT for the lAEAMember States. Up to now. there 

have been m뻐y requests from lAEA Member States for training in Korea. 

KAERl has established the ANENT (Asia Network for Education in Nuc1 ear 

Technology) Web- portal and cyber platform for the lAEA e-training courses in 

2007 under the co- sponsorship of lAEA. KAERl hosted the 3,d WNU (Wor1 d 

Nuclear University) Summer lnstitute in July 2007. 102 young scientists and 

engineers from 35 countries attended the 3'녕WNU Summer lnstitute in Korea. 

3. Reference Training Courses at KAERl for an Infrastructure Development 

Training and education fields which are available at KAERl for the 

countries introducing nuclear power are as follows; 

Nuclear policy and experiences on a self- reliance of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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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s 

provided training courses for the following countries. i.e .. nuclear policy 

for high-level decision makers for Vietnam. feasibility study on nuc1 ear 

power project {SMART)for Arab Emirates. energy planning/safety 

analysis/thermal hydraulic analysis for Vietnam. nuclear policy. planning and 

project management for Egypt. etc. Table 3 shows the training courses which 

could serve as a reference to countries in need of an infrastructure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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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ference Training Courses 

Target Training Courses 

High- Level Nuclear policy for high-Ievel decision makers 

Nuclear power policy, planning and project management 

Economic considerations and national energy planning 

reasibility study on nuclear power project 

Nuclear engineering and system technology 

Safety analysis review 
Middle-Level 

Probabilistic safety analysis of NPP 

Safeguards on nuclear materials 
Nuclear engineering 

Nuclear reactor safety 
、

Nuclear thermal hydraulics 

Newcomers ’ Health physics and radiation protection 
1 

Level lntroduction of nuclear power plant system 
l 

rundamentals on safety analysis review / 
lntroduction of advanced nuclear power reactor 

There i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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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following are examples of training to support an infrastructure 

development in terms of human resources: 

Nuclear policy importance to nuclear power development 

Nuclear engineering 

Nuclear reactor safety 

Nuclear thermal hydraulic 

Health physics and radiation protection 

System technology for a nuclear power plant 

Safety analysis review. 

Nuclear power project can be categorized simply into a pre- project , a 

pr。‘ject implementation , a commissioning and a start -up. Duration of the 

pre- project stage depends on a country ’ s si tuation 뻐d intention. However , 

during these periods owners need more practical works for the prepara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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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ject. For the achievement of a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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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onomics consideration and energy planning 

Feasibility study on nuclear power project 

Nuclear power project management 

Advanced safety analysis review 

Safeguards on nuclear materials. 

4. Conc1 us i ons 

The reference training courses mentioned above are available at KAERI in 

terms of training a target audience and a project phase. These courses need 

continuous improvement to be a useful tool for an infrastructure development. 

Training and education activities for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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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rou방1 cooperation, 

while others could only be available under contract. 

4. 한 ·남아공 협력 

가. 배정 

남아공 정부는 원자력 정책 및 전략(안)에서 원자력 에너지 빛 기술의 명화척 

이용에 관한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하부구조 개발을 흥해 미래 대안에너지 자원을 

보장하는 산업척이고 기술척언 리더십율 강조하고 있다. 이률 위해 남아공은 그 어 

느 때보다 원자력 분야 인력양성에 큰 관심율 가지고 주력하고 있다. 국영 원자력 

관련 연구기관인 남아공원자력연구개발공사 (NECSA)는 남아공 인력양성의 정책수립 

에 관여하고 있으며， ’People & Organisational Development ’ 부서에서 인력 채용 

및 교육훈련 행정율 탑당하고 있다. 그러고 남아공이 IAEA로 부터 수혜를 받는 교 

육훈련의 관리는 NECSA의 ’ Nuclear Technical Cooperation & Resource 

Mobilization ’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다. 또한 남아공 내 몇 개의 대학에서 원자력 

관련 학부 및 석 • 박사 과정율 운영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원자력 교육훈련율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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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남아공의 원자력 인력양성 분야는 아직 인력양성 체 

제나 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아 PBMR 퉁 원자력 산업체 및 관련기관의 전 

문 기술인력 부촉이 심각한 상황이다. 

남아공은 원자력 인력양성이 시급한 당면과제로 생각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성 

공적인 원자력 인력양성 경험에 큰 관심율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원자력 인력 

양성 협력율 원하고 있다. 남아공 륙의 원자력 강점기술과 우리의 강점기술의 교류 

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남아공의 원자력인력양성 정책 수칩에 노력하고 있는 NECSA 

및 실질척인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남아공 대학률과의 인력양성분야 협력율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나 남아공과의 윈자력 인력양생 협력 

우리나라는 아프리카 지역 국가와의 협력기반 확보를 통한 원자력수출 추진， 공 

동연구， 인력교류 퉁율 위해 2007년 한 • 남아풍 협력과제로 KAERl!남아공원자력연 

구개발공사(NECSA) 양 기관간 원자력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MOU)가 2008년 8월 26 

일에 체결하였다. 

이 MOU에서 한/남아공 인력양생 협력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i) KAERI는 원자력교 

육센터의 교육과정 및 커리률럼 정보의 제공. ii) NECSA는 CARST모델과 교육과정에 

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i ii ) 원자력 지식관리에 관한 정보 교류. iv) ANENT와 AF 

RANEST 간의 네트워크 협력 퉁을 틀 수 있다， 

또한 2008년 8월 28일 남아공에서 개최된 한 • 남아공 세미나에서 North West Un 

i versi ty (NWU)의 J. I. J. Fi ck 교수가 KAERI 원자력교육센터 활동에 관심율 

표병하면서. 2008년 9월 애U와 KAERI간 협력으로 웹기반 원자력교육훈련시스템율 

개발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공동연구의 북척은 첫째， 원자력 사업， 기술 빛 

관리에 대한 교육훈련율 통합척으로 수행하는 웹기반 학습시스템인 

‘원자력교육훈련시스템 (Nuclear Training System: NTS) ’을 개발하는 것이다， 둘 

째. NWU 대학 원자력공학과와 KAERI 원자력교육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웹기반 

교육훈련 자료， 지식관리 및 연구개발 노하우와 절차들율 공유하고 필요에 따라 NT 

s 시스뱀에 맞도록 롱합하는 것이다. 
NWU에서 제안한 공동연구는 다음과 같은 당연한 필요성에 의해 제안되었다 

최근 원자력 르네상스 시대를 맞아 원자력발전소를 새로 도입하거나 추가로 

건설하고자 하는 국가에서 원자력 전문 인력양성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교육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이러한 교육 수요에 부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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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이고 션진화된 국제척인 원자력 교육훈련 방법 및 체계의 개발이 필요 

함. 

원자력발전 분야는 인력양성율 위한 장기적인 계획에 따르는 루자와 노력이 

필요한 사업임 따라서 원자력사업 l 기술， 사업관리 퉁에 관한 천문척인 

교육훈련은 원자력산업의 성공에 필수적인 요소임. 

이 공동연구의 시작단계에서는 NTC/KAERI와 NWU 간의 기술방문(technical visi 

t)과 워크숍 퉁율 통해서 양기관 간 협력모델율 정의하고 개발하며 과제률 

수행하기 위해서 양 기관은 NTS 개발 협력텀(연구회)을 결성할 수 있율 것이다 

과제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웹기반 교육자료 및 캉의자료 퉁율 공유하고l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개발인력 동율 자발적 기여금 (in-kind contribution) 

으로 NTS 및 웹기반 교육자료 개발을 연구회 협의 및 워크숍 개최률 롱하여 수행할 

것이며 남아공 원자력사업자들의 의견율 수렴하고 NTS의 천체 시스탱 개념을 

정립할 것이다 

이 공동연구를 롱하여 남아공 NWU가 가지고 있는 원자력사업관리 교육과정의 

노하우 및 웹기반 교육자료 퉁과 KAERI의 ANENT 데이터베이스， 웹포털 시스템， 및 

e-Learning 학습자료 개발 동의 경험율 서로 공유하고 종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웹기반 원자력교육훈련시스멈의 개념 구상과 웹기반 교육훈련 자료의 공동 

개발율 롱하여 한국과 남아공의 원자력 협력 조성에 기여할 것이다. 

NTS는 웹기반으로 한 원자력교육의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륙히 원자력발전을 

처융 도입하는 국가률에서는 원자력발전 사업단계에 따라 효과척으로 원자력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쿄육시스탬이 될 수 있으며. NTS는 남아프리카의 원자력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새로이 원자력을 도입하려는 베트납，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같은 나라의 원자력 프로그랩에서도 활용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NTS률 이용하여 원자력을 도입하려는 국가률이 필요로 하는 원자력 

교육훈련 인프라 구축울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 해외 원전시장 진출에 기여할 수 

있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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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AEA 방사선방호 요육훈련 협 력 

가. IAEA 방사션방호 교육훈련의 배정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이온화방사선으로부터 건강， 생명， 그러고 재산 보호를 

위한 안전 기준율 설립하고 이들 기준의 이용율 제공하는 법적 기능율 가지고 있으 

며 회원국은 이 기준을 시행할 의무가 있다. 방사선방호 교육은 IAEA가 이들 기준 

과 IAEA 총회 결의안을 척용하는데 있어서 회원국율 지원하는 주된 전략과 메커니 

즘의 하나이다 

2000년도부터 시작된 IAEA 방사선방호 및 폐기물안전에 관한 교육훈련 운영위원 

회의 활통 배경은 lAEA총회 결의안으로부터 시작된다. 2000년 lAEA 총회 결의안 

GC(44)RES/ 13에서 “방사선방호 및 혜기물안전에서의 교육훈련에 대한 천략적 접근” 

이 고려되었다. 2001년 총회 결의안 GC(45)/RES/IOC에서는 2001 - 2010 기간 동안의 

방사선방호 및 방사선선원의 안전한 사용에 관한 ‘스스로 지숙되는 

(self- sustaining) ’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율 위한 전략이 제안되어 승인됩에 

따라 천략계획의 수행을 고려하기 위한 lAEA 회의가 2002 3월 18-22일에 개최되었 

고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위원회의 역할과 책임， 회원 프로필 그러고 운영방 

법 퉁이 쟁의되었다. 

2007년 9월의 총회 결의안 GC( 51 )RES/ll에서는 지난 수년간 강조하였던 원자력， 

방사선， 수송안전 그러고 폐기물관리 동에 있어서의 교육훈련의 중요성을 상기하면 

서， 이와 관련한 EduTA(Education and Training Appraisal) 수행을 통한 교육수요 

조사률 기초로 lAEA와 지역훈련센터 (RTC) 사이의 LTA(Long Term Agreement) 채결을 

최우선으로 강조하였다 2008년 첫 번째 LTA가 아르헨티나와 채결되었다. 그리고 

RPO 교육율 위한 교육훈련 자료개발 방향에 대한 검토를 최우선 이슈로 제안하고， 

e- Learning 자료의 개선과 장사훈련(Train the trainer: πT) 워크숍과 강사 네트 

워크 개발 퉁이 강조되고 있다. 

2008년 9월 총회 결의안 GC(52)RES/9에서는 원자력， 방사선 수송안전 그리고 폐 

기불안천에 관한 척합한 인프라률 구성하고 지숙하는데 있어서 교육훈련의 중요성 

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EduTA 미션， e-Learning과 멀티미디어 자료를 포함한 훈련 

자료의 지속적인 개선 및 개발 동을 포함한 지속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이 누 

차 강조되고 있다 

나. IAEA 방사션분야 교육훈련 현황 

2001년 총회 결의안 GC(44)RES/13에 의해 승인된 방사선방호 및 폐기물안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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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교육훈련 션략계획 (2001-2010)은 아래 그립 l에서와 갈이 수행되어 오고 있 

다. 

REVIEWED KEY MILEST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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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2.26] 전략계획 수행의 핵심 마일스톤 

운영위원회는 2001 년부터 지난 7년간의 활동율 풍하여 다융과 갑은 생과률 이루 

었다. 

- 성과지수(performance indicator) 개발과 운영을 통한 전략계획 수행의 진뺑 

사항검토. 

- 회원국과 지역의 교육수요의 체계척인 명가률 롱한 지역별 교육훈련 수요의 

국제척 관점의 이해. 

- 6개 지역훈련센터의 충실한 역할’ 네트워크 설립， 지역훈련센터의 EduTA 미션 

수행 LTA 채결 

- 지역훈련센터와 회원국이 필요한 교육훈련 자료 및 훈련 프로그랩을 개발하여 

제공함. 

주관하는 방사션방호 및 방사성혜기불 안전에 관한 교육훈련 과정인， 

Course(PGEC) , Specialized Training Course(STC) , 

lAEA에서 

Education Post-Graduate 

lnter- Centre 

“제7차 방사선방호 빛 

e-Learning과 

Network(ICN) 운영 퉁율 보다 효율척으로 수뺑하기 위하여 

88 

Train the Trainer(TTT) , On- the- Job Training(OJT) , 



폐기물안전에 관한 교육훈련 운영위원회”가 2008년 12월에 개최되었으며 이 회의에 

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률이 토의되었다. 

- 2008년까지의 전략 수행에서 얻어진 진행사항 검토. 

교육훈련 때키지 및 도구률의 개발에 관한 자문율 I뾰A에 재공. 

- 2001 -2010 천략계획의 성과 명가에 사용될 방법 자문. 

2010 이후의 교육훈련 정책 및 전략에 관한 롱찰율 얻는 방법의 정의. 

다. IAEA 방사션방호 및 혜기물안천 모육훈련 운영위원회 회의 참가 

IAEA 주관 “제7차 방사선방호 및 폐기물안전에 관한 교육훈련 운영위원회(7th 

Meeting of the Steering Committee on Education and Training in Radiation 

Protection and Waste Safety)"가 2008년 12월 1 일 - 5일 (5일간) lAEA 본부에서 개 

최되었다 이에 KAERI 원자력교육센터에서는 남영미박사가 운영위원 자격으로， 각 

회원국 및 지역센터률의 방사선방호 관련 교육 현황과 IAEA의 활동율 파악하고 

1AEA 방사선분야 교육훈련 답당자인 Geetha Sadagopan과 한국에서 PGEC 과정 개설 

에 관한 협력율 협의하기 위해 참가하였다. 

제7차 운영위원회에는 16개 회원국에서 16명과 lAEA직원 4명퉁 총 20명이 참석 

하였으며 명단은 〈표 2.17>과 같다. 

〈표 2.18> IAEA 방사선방호 및 폐기물안천 교육훈련 운영위원회 회의 참가자 명단 

서。 며 。 소숙기관 lAEAI회원국명 

Scientific Secretary, Radiation 
Geetha Sadagopan 샤。nitoring & Protection Services lAEA 

Section , lAEA 

J ohr1 Whea t1 ey 
Unit Head. Technical Assistance and 

IAEA Information Mar1agement Unit , lAEA 
Thom잃 Mazour lAEA lAEA 

R. Czarwinski 
Section Head, Radiation Safety and 

lAEA Monitoring Section, IAEA 
Car 1 os TERRAIXl Autoridad Regulatoria Nuclear(ARN) Arge r1tina 
Andrey Igorevich International Sakharov Environmental 

Belarus 
TIMOSHCHE~'KO University(ISEU) 
Carlos BONACOSSA DE I r1stitute for Radiatio r1 Protectior1 and 

Brazi 1 
ALMEIDA Dosimetry 

Qi fu ZHOU 
Nuclear and Radiation Safety Cer1ter , 

China 
SEPA 

Miguel PRENDES ALONSO 
Cer1tro de Proteccion e Higiene de las 

Cuba Radiaciones(CPHR) 
Pierre-Noel LIRSAC CEA France 

Annemarie SC뻐lTT-HANNIG Bundesamt fuer Strahlenschutz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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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소숙기관 IAEA/회원국명 

Panagiotis DIMITRIOU Greek Atomic Energy Commission(GAEC) Greece 

H. S. KUSHWAHA 
Health Safety & Environment Group, 

lndia Bombay Atomic Research lnstitute 

Youngmi Nam 
Nuclear Training & Education Center , Republic of 
KAERl Kor‘ ea 

Mohamad Da뼈 Malaysian Nuclear Agency Malaysia 

Abdelmajid CAOUI 
Centre National de 1 energe , des sciences 

Morocc。
et des techniques nuc leaires(C~~STEN ) 

Marisa MAR∞ ARBOLI 
Ministry of Sc ience and 

Spain 
Technology(Cl다매T) 

Atomic Energy Commission of 
Syrian Arab 

~~hamed Hassan KHARITA Syria(AECS) , Protection and Safety 
Department 

Republic 

Joanne Elisabeth STEWART Health Protection Agency(HPA) 미〈 

US Nuclear Regulatory 
Russe 11 ANDERSON Commission(NRC) , Technical Training USA 

Center 

운영위원회에서는 다루어야 할 주요 이슈률 정리하고 3개의 워킹그룹율 구성하 

여 주요 이슈별로 내용을 검토하였다. 3개의 워킹 그룹과 검토 내용은 다음과 같 

다. 

Working Group 1: Evaluation of Progress on the r.ple.entation of the 
Strategic Plan 

Detailed evaluation of progres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strategic plan 

Harmonized implementation of PGEC 

Quality management system (매S) 

Development of QM procedures for Training Centres 

Progress of education and training appraisal mission (EduTA) 

Impact analysis / Post training evaluation of PGEC 

lorking Group 2: Training Tools and Packages 

- Training tool kit: Strategic for identification of E&T needs in MS 

- Review of training packages 

- Review update of πT materials 

- Translation of training materials 

- Revision of safety gu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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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ess with e - Learning initiatives 

- Annual reports from RTCs 

Future of ICN 

Working Group 3: Future of Strategic Plan 

- Analysis of the overall implementation of the strategic plan 

Assessment of the outcome of the strategic plan 

- Action plan for the analysis of the overall implementation and 

。utcome of the global impact of the strategic plan 2001-2010 

- Future IAEA strategy on education 뻐d training-beyond 2010 

- Vision for the future- E&T 2020 

- Implementation of E&T 2020 strategy 

- Action plan and recommendation 

다음은 2008 운영위원회에서 도출된 권고사항률이다. 

주원 쿼고사핫 

1. lAEA는 운영위원회가 제시한 2001-2010 전략계획 수행에 대한 효과 및 생과 

분석 방법에 따라야 한다. 

2. IAEA는 2001 - 2010 이후의 2010-2020 (’E&T 2020 ’) 전략계획의 전개에 있어서 

성과의 연숙성을 고려해야한다. ’ E&T 2020 ’ 비전은 지역훈련센터와 협력센터 

간의 지원과 네트워킹율 이용해서 각 국가의 경쟁력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3. IAEA는 2010- 2020 기간 동안의 회원국률의 교육훈련 명가 및 자체명가률 

장려하는 정책율 개발하고 수행한다. 

4. IAEA는 장래 교육훈련 전략계획율 위한 중요한 루입(input) 자료가 될 

훈련도구키트 개발을 최우션적으로 고려해야한다. 

구체척 퀴고사헛 

1. EduTA 자체명가가 매 4년마다 정기척으로 수행되어야 하고 그 결과가 IAEA로 

보고되어야 한다. 사무국은 이 점율 LTA 채결시 의무사항으로 고려해야한다. 

2. 모든 지역훈련센터 (시리아， 벨로루시， 브라질， 중국)에 대한 EduTA 미션 

을 2010년 이전에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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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무국은 훈련돼키지 검토 동의 개선된 메커니즘율 척용하여야 한다. 

4 πT 준비 메커니춤과 학생 및 강사 교육자료가 시기에 적절하게 있는지률 실 

피고 없으면 업데이트가 필요한지률 검토해야한다 이것은 칙껑척으로 바로 

시행힐 수 있고 자문가에게 용역으로 줄 수 있다. 

5. 다가오는 국제 BSS 개정에 맞추어 방사선방호 쿄육훈련과 관련된 IAEA 서류 

들(RSG 1.4, SR no. 2이이 수정되어야 한다. 

6. 지역훈련센터는 제8차 운영위원회 이전까지 e-Learning 과 b- Learning 에 관 

한 진행사항율 보고해야 한다. 

7. 지역훈련센터 보고서 양식은 제7차 운영위원회 보고서 본문에서 상술되는 요 

소를 모두 포함하기 위해 확장되어져야 한다. 

8. 현재 유일하게 존재하는 글로별 교육훈련 네트워킹인 ICN올 대신할 다른 대 

안을 찾는다. 

9. IAEA는， 지역훈련센터의 PGEC와 갈은 훈련과정 수행올 지원하기 위한， QMS 

프로토콜 문서를 개발한다. 이 프로토콜은 지역훈련센터들의 지역척 상황에 

맞추어져야 한다. 

라. 한-IAEA 방사션방호 요육훈련 협력 

KAER1 원자력교육센터에서는 지난 6년 동안 lAEA에서 주관하는 ‘방사션방호 및 

폐기물안견에 관한 교육훈련 운영위원회’ 회의에 지확적으로 참가해오고 있다. 운 

영위원회 최종 북표는 방사선 방호 및 폐기물 안션에 관한 교육훈련이 지속가능하 

도혹(sustainab1e) ， 전략척 계획율 수립하고， 그 진행사항율 검토하여 IAEA의 활동 

에 대한 가이드라인율 제시하고 권고사항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천략적 계획 

에 포함된 사항으로 IAEA가 지원하는 방사션방호와 관련된 교육과정 (PGEC ， STC , 

πT， OJT 퉁)의 운영 및 교육훈련 자료 개발， 검토， 번역， 성과지수 명가， 회원국 

의 교육훈련 수요 조사 및 분석 메커니츰 개발검토， EduTA 미션， 지역훈련센터의 

역힐， 장기합의 (LTA) 체결 ， 훈련센터 연간보고서 작성 퉁 여러 가지 활동이 다후어 

지고있다. 

이언 제7차 운영위원회에는 전략계획 수뺑에 대한 성과지수로 측쩡되는 명가진 

행의 세부사항， EduTA 명가， 지역센터들에 대한 품질관리 시스템， 훈련 도구 및 때 

키지 개발， 그리고 2001-2010 추진계획의 생과 명가에 대한 방법론과 2010 이후의 

IAEA 교육훈련 전략률이 논의되었다.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세부 사항은 추후 운 

영위원회 보고서로 발간되어 방사선 방호분야 교육에 척용될 것이다. 각 국의 연간 

보고서는 2월까지의 결과를 정리하여 5월까지 lAEA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제7차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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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위원회 참석을 통해， IAEA에서 수행하고 있는 방사선방호와 관련된 교육과정 운 

영， 표준화왼 교육자료 개발， 명가 그러고 2010 이후의 교육천략 퉁에 관한 전반적 

인 사항율 파악할 수 있었다. 

KAERl 원자력교육센터에서는 연간 약 15회의 국제원자력교육훈련을 운영하고 있 

지만 대부분 1주에서 3주 사이의 단기 교육훈련과정， 워크숍 퉁이 주률 이루고 있 

다. 한국의 원자력 기술율 홍보하고， 원자력 선진국으로서의 국제사회 기여함으로 

서 개도국 퉁 미래 원자력 연구， 산업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좁 더 장기적이고 

정 례화 된 국제원자력교육훈련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목적에 적절한 IAEA 방사선방호대학원(PGEC) 과정율 유치하기 위해서는 

우선척으로 교육 인프라에 대한 IAEA의 명가에 의한 인증이 이루어져야한다 이 과 

정은 lAEA의 EduTA(Education and Training Appraisal) 팀에 의해 이루어지며， 서 

면 및 방문 과정율 통해 국가척 방사선관련 교육 인프라， 즉， 교육훈련센터의 과정 

운영 프로세스， 강의장 및 숙소 설비， 실험 장비 시설 퉁， PGEC 과정율 운영할 여 

건이 조성되어 있는지를 검증하게 된다. 

KAERI 원자력교육센터가 보다 확실한 국제척인 교육훈련센터로 발톨용하기 위해 

서는 EduTA 미션율 통해 IAEA 인중율 받아 장기 국제원자력교육훈련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강의실， 성험실， 숙소운영 동 시설 및 실험기자재 준비와 국제 

수준의 강사진 구축 퉁 원자력교육센터 차원의 준비뿐만 아니라， 학위연계를 위한 

대학의 참여방법 및 시설확보를 위한 재정문제까지 장기척이고 구체척인 추진 계획 

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방사선관련 교육훈련의 국가 교육훈련 시스템의 정 

비가 필요하며 방사선관련 교육을 수행하는 교육기관들의 협력율 위한 네트워크 협 

력이 절대척으로 휠요하다 

부차척으로 각 교육훈련센터의 방사선방호와 폐기물안천에 관련한 교육훈련 수 

행 현황에 대한 정보률 얻율 수 있었다. 그러고 IAEA PGEC 담당자와 우리나라가 

PGEC 과정율 유치하기 위한 구체척인 방법율 협의하였으며 이률 위해 필요한 부분 

은 상호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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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국제 원자력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제 I 철 국제원자력교육훈련과정 운영 설적 

2008년도에는 137>> 과정율 운영하여 l개의 국제기구 및 29개국으로부터 221 명율 

교육하였다. 교육훈련 수행 총괄 결과는 〈표 3. 1>과 〈표 3.2) 그러고 [그럽 3.1]과 

[그립 3.2]에 정리하여 제시하였으며， 각각의 구체적 내용은 세부 항몹별로 기술하 

였다. 

〈표 3.19) 2008국제과정 참가국 및 참가인원 현황 

참가국 참가인원 참가국 참가인원 

Algeria 0 .44% Myanmar 4 1.77% 

Argentina 0 .44% NewZealand 0.44% 

Austria 0 .44% Pakistan 12 5.31 % 

Austrailia 2 0 .88% Philippines 7 3.10% 

Bangladesh 10 4.52% 一 Romania 2 0.88% 

Begium 0 .44% ‘ Ru ssia / 0.44% 

Brazil / 0.44% SriLanka 4 1.77% 

Canada 0.44% Sweden o ‘ 44% 
China 10 0.88% Thailand 14 6.19% 

Egypt 5 2.21 % United Kingdom 0.44% 

India 8 3.54% Ukraine 0.44% 

Indonesia 11 4.87% USA 0.44% 

Lithuania 2 0.88% Vietnam 19 8.41% 

Malaysia 7 3.10% Korea 95 41.59% 

Mongolia 3 1.33% 

총참가인원 226명 

〈표 3.20) 2008 국제과정 과쩡 멸 참가국 및 참가인원 현항 

과갱명 개최기간 참가국빛인원 비고 

I.IAEA/RCA Regional Training 
Course on Design and 7-18 Apr Bangldasesh2.China2.lndia2, lndones 7개국 
Operation of lrradiations (2 Wk) ia2 ， Pakistan2.πlailand2 ， Vietnam2 총14명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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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병 게최기간 참가국빛인원 비고 

2. lAEA/ RCA Mid-Term Progress lAEA1 , Australial ,Bangladeshl , China 

Review Meeting 12- 16 May I ， Jndial ， lndonesial ，뼈ngol ial , Myan 
15개국 

// 정소 션용 (6th ICI 염행 (I Wk) marl , NewZealandl , Pakistanl , Philipp 
총16명 

갱짚j 
inesl , Korea2 , Sri Lankal , Thailandl , V 
ietnaml 

3.IAEA/ RCA Advanced Regional 
Training Course Applications 

Bangladesh2 , China2 , India2 , lndonesi of Appropriate IAEA Tools for 
Evaluation of Sustainable 19-30 May a2 , Malatsia2 , Mongolial , Pakistan4 , P 12개국 

타lergy Development Strategies (2 Wks) hilippines2 ， Sri La띠<al ， Thailand2 , Vi 총23명 

for Addressing Climate 다l와18e 
etnam2 , Koreal 

Issue 

4.JAEA Research C∞rdination 19-23 May Begiuml , Brazill , Chinal , Indial , Lith 
107H국 

Meeting (I \ik) 
uanial ， Koreal ， Romanial ， U.K.l ，미σal 

총10명 nel , USAl 
5.IAEA/ RCA Regional Training 
Course on Application of Bangladeshl , China2 , Indial , Indonesi 
Isot。야 and Geochemical 16-27 Jun a2 ， Malaysia때yanmar‘2 ， Pakistan2 ， Phi 1I개국 
Techniques to Surface Water - (2 Wks) lippines2 , Sri Lanka2 , Thailandl , Viet 총18명 
Ground water lnteractions and nam2 
ContaminantTransport 
6. World 샤Jclear University 7-1I Jul 

Korea56 , lndonesia2 , Vietnam4 3개국 
(WNU) (I 에<) 총62명 
7.IAEA Training Course on 
Sa fety Assessment and 14-18 Jul Chinal , Jndonesial ,Ma laysial , Thaila 5개국 

Verification for Nuclear (I WK) ndl , Vietnam3 총7명 
Reactors (EBP) 

8. lAEA Coordinated Research 13-17 Oc t 
Austrailial ,Argentinal ,Canadal , lnd 

10개국 

Project ~‘eeting (I Wk) 
ial , Lituanial , Pakistanl , Romanial , R 

총12명 ussial , Swedenl , Korea3 

9. lAEA Training Workshop on 13-17 Oct 
Korea l개국 

Risk Management of NPP ( 1 메이 총31 명 

10.IAEA/ KOICA Regional 
Algerial , Bangladesh2,Mongolial , Mya 

Training Course on Nuclear 9-29 Oc t 9개국 
타lergy Policy , Planning and (3 Wks) 

nmarl , Pakistanl , Philippinesl , Sri La 
총18명 

Project M와lageme끼t 
nkal , Thailand5 , Egypt5 

11 KAERI / RCARO Regional 
Training Course on Research 

17-28 Nov 
Bangldesh2, Chinal , lndonesial , 뼈lay 

8개국 Reactor Utilization and 
(2 Wks) 

sia2 , Pakistanl , Philippinesl , Thaila 
총1I병 Radiation Application nd2 , Vietnaml 

Technology 
12. 베트남 원자력 요원 OJT 4.7-6.6 Vietnaml l개국 

실시 (2개월) 총1 명 
13.KAERI lnternational 2008. 3 -

Vietn때3 총 l개3국명 Nucl ear Academy 201I. 2 

합계 13 개 과정， 
총 5개 국제기구， 총 참가인원 226 명 

29 개국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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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s Ba ncladesh 

-rr----

Indonesia 
Malaysia 

Moncolia 
Myanmar 

Pakistan 
Philippines 

Sri Lanka 
Thailand 

IlI Bangladesh .China 디 Egypt 口 India . Indonesia 
딩 Malaysia • Moncolia 口 Myanmar .Pakistan .Philippines 

口 8ri Lanka OThailand • V ietnam • Korea .Others 

[그립 3.27] 2008 국제과정 참가국 및 참가인원 현황(주요국가) 

f! Algeria 
[] Brazil 

口 Rus sia 

Ukraine 
United Kincdom 

Swede 

Russia 

.Arcentina 

.Canada 
fJ Sweden 

USA Alceria 

Li thuania 

디 Au stria 

口Li thuania

Austrailia 

口 Au strailia . Be lgium 
. New Zealand .Romania 

• United Kincdom • Ukraine .USA 

[그림 3.28] 2009 국제과정 참가국 및 참가인원 현황(기타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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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AEA/RCA Regional Training Course on Design and Operation 

of Neutron Irradiations Facilities (IAEA/RCA 중생자 조사 시셜의 

셜체 및 운영 지 역 간 훈련 과쩡 ) 

가. 과정 개최 111청 및 북객 

이 훈련 과정은 2005-2006'년도 IAEA 지역 협력사업의 하나로서 개최되는 것으로 

이는 2004년도에 우리 연구소에서 개최한 중성자 빔 이용장치의 설계와 전산모사 

전문가회의 후숙 과정이기도 하다. 

회원국들은 각자 연구로에 각국의 형연에 따라 중성자 법 이용장치률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이률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 따라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시설내 기술적 능력 배양과 시설 바깥의 이용자(산학연) 그룹 

양성 및 그 관계 설정의 경험율 향상시킬 것이 요구된다 

이 과정의 묵척은 연구로 기반 중성자 빔 이용시설 기술척 이해 및 능력율 증진 

하고， 이용을 향상시키고 발전하기 위한 이용자(users)와의 관계 정립 및 다양한 

이용자 그룹의 요구를 이해하고 그 성격율 파악， 이용자 그룹율 양성하는 데 있다. 

나. 일쟁 및 장소 

。 일 시 2008 4. 7 (월) - 4. 18 (금) (5일간) 

。 장 소. 한국원자력연구원 국제원자력교육훈련센터 

。 주 관: 한국원자력연구원 

。 주 최 lAEA 빛 과학기술부 

다. 과정 내용 및 얼갱 

이 과정은 발묘와 강의와 실습 및 토론으로 구성되었으며， 발묘와 강의 내용은 

각 회원국의 최근 현황과 항후 계획 발묘， 중성자산란장치의 이해와 구성， 최적화， 

중성자 산란 장치용 검출기와 그 시험， 데이터 수집시스템 에 대한 사항이 포함 되 

었으며 실습 및 토론 내용으로 는 하나로 중성자 빔 이용 시설을 이용한 문말 및 

단결정 회절 ， 잔류응력 측정 및 소각 산란 중 그룹별 현장실습 및 각국의 이용자 

그룹 형성 노력과 현황 ， 시행칙오 및 경험 발표와 토론이 진행 되었다-

라. 일갱표 

이 과정의 세부일정은 다융과 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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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 IAEA/ RCA Regional Training Course on Design 없d Operation of 

Neutron lrradiations Facilities 세부 일정 

Ti me M。뼈ay ， April 7, 2008 
09:00~09:50 Registration & General Orientation 
09 ’ 50~10:20 Opening Ceremony: 

- 0야ning Address by RCA Regional Office 
- Introducing Partici며nts 

- Group Phot。
10: 40~1l‘ 10 lntroduction to Activities of IAEA/ RCA Regional Office 
11: 10~11: 40 Course lntroduction by Byung-Jin Jun 
11:40‘ 12 ‘ 00 Country Report - Bangladesh 
12:oo~12:20 @‘1ntry Report - China(ClAE) 
14:oo~14:20 Country Report - China(NPIC) • 1 

14:20‘ 14:40 Country Report - lndi a \ 
14:40~15 ’ 00 Country Report - lndonesia 
15:20~15:40 Country Report - Thailand 
15:40~16:oo Country Report - Korea 
16:00~16 ‘ 20 Country Report - Pakistan 
16 ’ 20~16 ‘ 40 Country Report - Vietnam i 

Time Tuesday , Apri1 8, 2008 
09:00‘ 09:45 Case Study on NTD in Ch ina (China lnstitute of Atomic Energy) 

by Mr. Zhiyong Sun (0.5 unit) 
09 ’ 45~ 10:30 Case Study on NTD in Ch ina (Nuclear Power lnstitute of China) 

by Mr. Mingyan Tong (0.5 unit) 
10:50~ 12:20 Membrane 1: Ma in Principle of Track-etched Membrane Technologies 

by Mr. Alexander Nechaev (1.0 unit) 
14:00~15 ‘ 30 A‘embrane 2: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Track-etched Membranes and 

α，aracterization Technologies by 세. Alexander Nechaev (1.0 unit) 
15:50~16:35 Case Study on Gemstone Irradiation in China 

by Mr. Zh iyong Sun/Mr. Mingyan Tong (0.5 unit) 

Ti me Wednesday , April 9, 2008 
09:00~10:30 Case Study on NTD in lndia 

by Mr. Kanchhi Si맹h/Mr. Srirang Suttraway (1.0 unit) 
10:50~12 ‘ 20 Membrane 3: Track-etched Membrane Fi 1 tration Appl ications and New I 

Concepts to Produce lnnovative Polymeric Track-e tched Membrane 
by Mr. A1exander Nechaev (1.0 unit) 

14:00~15:30 Membrane 4 ‘ Non-direct Appl ications 。f Track-etched Membrane in 
뻐dern Technologies by Mr. Alexander Nechaev (1.0 unit) 

15:50‘ 16‘ 35 Case Study on κTD in lndonesia 
by Mr. Tagor Malem SembiringlMr. Al im Tarigan (0.5 uni t) 

Time Thursday , April 10 , 2008 
09:00~10:30 Case Study on Gemstone Irradiation in lndonesia 

by Mr. Tagor Malem Sembiring/ Mr , Alim Tarigan (1.0 띠it) 

10:50~12:20 Membrane 5: Overview of Publ ications 1n Track-etched Membrane 
Research and Development by Mr. Alexander Nechaev (1.0 unit) 

14:00~15:30 Case Study on Gemstone lrradiation in Thai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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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 me Mo며ay ， April 7, 2008 
by Mr, Varavuth Kajornrith!Mr. Chanatip Ti ppayakul (1. 0 unit) 

15: 50' 16:35 P1anning of Neutroni cs Calculation for NTD and Gemstone lrradiation 
by Mr. S∞-Youl Oh (0.5 unit) 

Ti me Friday , Apri1 11 , 2008 
09:00' 10:30 Case Study on NTD in Korea by Hak-Sung Kim (1.0 unit) 
10:50' 12:20 Overv iew of NTD History and Activities in Severa1 Countries 

by Mr. Myong-Seop KIM (1. 0 un i t) 
14:00' 16:35 Visit to HANARO and Observation on NTD Pr∞edure 

Ti me Monday , April 14 , 2008 
09:00애 Neutronic 않sign Procedure for the NTD Facility 

by Mr. Soo-Youl Oh (0.5 unit) 
09:45' 10:30 Reactor ~~dels for Neutronics Des 얘n Exercises 

by Mr. Tagor Sembiring (0.5 unit) 
10 ’ 50' 12:20 Neutron Dosimetry by Mr. Myong-Seop KIM (1 .0 uni t) 
14 ‘ 00‘ 16:35 Group 1, 2: Exercise for Neu tron Dosimetry by Mr. Myong-Seop KIM 

Group 3, 4‘ Exercise for Neutronics Ca1culation 1 by Mr. S∞ You1 Oh 
Time Tuesday , Apri1 15 , 2008 

09: 00' 09: 45 11 Effect of Sing1e Crysta1 Cross-Section in NTD Neutronics Analysis 
'[ by Mr. Soo-Youl Oh (0.5 unit) 

09 ‘ 45' 10:30 General Neutronic 않sign of Jrradiation Facilities / 
by Mr . Chu1-Gyo Seo (0.5 unit) 

10:40‘ 11 : 35 Structure Defect of Material by Neutron lrradiation 
by Mr. Junhyun Kwon (0.5 unit) 

11 :35‘ 12:20 Structure Analysis for the lrradiation Facility 
by Mr. Sang-Jun Park (0.5 unit) 

14:00‘ 16:35 Group 1, 2: Exercise for Neutronics Ca lculation 1 by Mr. Soo-Youl Oh 
Group 3, 4 ‘ Exercise for Neu tron Dosimetry by Mr . Myong-Seop KIM 

Time Wednesday , April 16, 2008 
09:00' 10:30 Procedure of Si licon lrradiation for NTD by Mr. 앓ng-Jun Park ( 1. 0 

unit) 
10:50' 12:20 Design for Heat Remova l from a NTD Device using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by Mr. Jong-Hark Park (1. 0 unit) 

14 :00' 16:35 Group 1, 2, 3, 4: Exercise for Neutronics Calcu1ation 2 by Mr. Soo-Youl Oh 
Time 까lursday ， April 17 , 2008 

09:00' 10:30 SPND and Dynamic Compensation by Mr. H。뻐-Sung Jung (1.0 unit) 
10: 50' 12: 20 Group 1, 2, 3, 4: Exercise for Neutronics Calculation 3 by Mr. Soo-Youl Oh 
14 ‘ 00' 16:35 Group 1, 2, 3, 4: Exercise for Neutronics Calculation 4 by Mr. Soo-Youl Oh 

Ti me Friday , April 18, 2008 
09 ‘ 00' 10:30 Discussion on the Results of the Neutronic [농sign Exercises 
10: 50' 11 : 35 Evaluation for the Course 
11 ‘ 35' 12:20 Summary of the Course 
14 :00' 15:00 Closing Ceremony 

마. 참가 대상 및 참가자 명단 

본 과정 참가자는 8개국 15명으로 방글라데시 (2) , 중국(2) , 인도(2). 인도네시 

아(2) , 말레이시아(2) , 파키스탄(2). 태국(2) , 베트남(1) 이며 명단은 〈표 3.4>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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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다. 

〈표 3.22) IAEA/RCA Regional Training Course on Design and Operation of 

Neutron lrradiations Facilit ies 참가자 명단 

N。 Country Participants 

BANGLADESH Mr. Ashraful HACIUE 

Bangladesh Atomic Energy Commission (BAEC) 
Atomic Energy Research Establishment (AERE) 

Reactor 0야ration 와ld Maintenance Uni t 

Ganakbari , Savar P.O. Box 3787 

Dhaka 1000 Bangl adesh 

Tel.: 00880 2 770 1285 I Fax: 00880 2 8130102 

Email ‘ 와laque_90야삶1∞.com 

2 BANGLADESH Mr. Mohammad Abdu 1 뼈TALAB 

Bangladesh Atomic Energy Commission (BAEC) 
「 Atomi c Energy Research Establishment (AERE) 
\ Institute of Nuclear Sc ience and Technology (INST) 
、、

G뻐하φari ， Savar 
、

\ P.O. Box 3787 Dhaka 1000 Bangladesh 

Tel.: 0088 02 7789819 I Fax: 00880 2 8130102 
/ Et떠il: inst@bangla.net 

3 αIINA 
Mr. Zhiyong S씨) ‘、x낸j 
China National Nuclear Corp. (CNNC) 

China lnstitute of Atomic Energy (CIAE 

엇---
P.O. Box 275-87 Be ijing 102413 China 

Tel 0086 10 69357328 I Fax: 0086 10 69358140 
Email: sunyati i263.net 

4 CHINA Mr. Mingyan TONG 

Nuclear Power lnstitute of China(NPIC) 
25, Th ird South Section , Erhuan Street 

P.O. Box 622 (200) 

Chengdu 610041 , Sichuan China 

Tel. ’ 0086 28 85904250 I Fax: 0086 28 85904130 
E뼈il: Tmylym@s ina.com 

5 INDIA Mr. Kanc뻐 SINGH 

Department of Atomic Energy (따E) 

Bhabha Atomic Research Centre (BARC) 

Trombay Mumbai 400 085 

Maharashtra lndia 

Tel.: 0091 22 25594672 I Fax ‘ 0091 22 2550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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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Country Participants 

Email: ksingh빼)arc. gov. 1n 
6 INDIA Mr. Srirang SIπTRAWAY 

Department of Atomic Energy (대E) 

Bhabha Atomic Research Centre (BARC) 

Trombay Mumbai 400 085 Maharashtra lndia 

Tel.: 0091 22 25594206 / Fax: 0091 22 25505311 

Email: sri ran명barc.gov.in 

7 I ND이ESIA Mr. Tagor Malem SEMBIRING 

National Nuclear Energy Agency (BATAN) 

Centre for Reactor Technology and Nuclear Safety 

Reactor Physics and Technol。양 Division 

Komplek Puspiptek Gd. No. 8031 

Serpong Tangerang 15310 Banten lndonesia 

Tel.: 0062 21 7560912 / Fax: 0062 21 7560913 

Email: tagorms@batan.go.id 
8 INlXJNESIA Mr. Alim TARIGAN 

National Nuclear Energy Agency (BATAN) 
、 G.A. Siwabessy Mult ipurpose Reactor Centre 
、

‘ Kawasan Puspiptek, Serpong 
、

P.O. Box 06 Tanger‘ang 15310 / 

/ Jawa Barat lndonesia 
/ Tel.: 0062 21 7560908 / Fax: 0062 21 7560573 

Email: alimtarigan@batan.go.id 
9 PAKISTAN Mr. Waqar AHMAD 

、"Pakistan Atomic Energy Commission (PAEC) 

‘ξ=== Pakistan lnstitute 。f NucJ ear Science and Technology 

(PINSTECH) 

P‘ O. Box 1482 , Nilore Islamabad Pakistan 

Tel.: 0092 51 2207722 / Fax: 0092 51 9290275 

Email: waqar@pinstech.org.pk 
10 PAKISTAN Mr. Masood IQBAL 

Pakistan Atomic Energy C。빼 ission (PAEC) 

Pakistan lnstitute of NucJ ear Sc ience and Technology 

(PINSTECH) 

Lehtrar Road P.O. Box 1482 , Nilore 

Islamabad 45650 Pakistan 

Tel.: 0092 51 2207264 / Fax: 0092 51 9290275 

Email ‘ masood@p instech.org.pk 
11. THAILAND Mr. Varavuth KAJORNRITH 

Thailand Institute of Nuclear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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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Country Participants 

16 Vibhavadi Rangsit Road 

Bangkok 10900 Chatuchak Thailand 

Tel.: 0066 2 5620119 / Fax: 0066 2 5620118 

Email: varavuth@tint.or.th 
12. THAILAND Mr. Chanatip TIPPAYAKUL 

Thailand Institute of Nuclear Technology 

16 Vibhavadi Rangsit Road 

B밍~kok 10900 Chatuchak Thailand 

Te l. ’ 0066 2 5967600 / Fax: 0066 2 5790220 
Email: chanatipt빼。tmai L com 

13. VIETNAM Mr. Tuan NGUYEN MINH 

Vietnam Atomic Energy Commission (VAEC) 

Nuclear Research Institute 01 Nguyen Tu Luc Street 

P.O. Box 61100 Dalat Vietnam -/ Tel.: 0084 63 822191 / Fax: 0084 63 821107 

Email: reacto~cm. vnn.VTI 
14 VIETNAM Mr. Tuan Anh TRAN . 

Vietnam Atomic Energy Commission (VAEC) . Nuclear Research Institute 01 Nguyen Tu Luc Street 
\ P.O. Box 61100 Dalat Vietnam 
ι Tel 0084 63 829436 / Fax 0084 63 8211 07 /,1 

Email: ndsdalatlvnn.vn 

바. 과챙 명가 빛 기대 효과 

본 훈련과정에 대한 국제과정 표준 설문서에 웅답한 결과률 종합한 내용은 [그 

립 3 . 3] 에 표시 한 바와 같이 종합 만촉도 5점에 명균 4.0 으로 나타나 기술적인 

연이나 행척쩡인 변에서 만촉 할 만 한 성과를 얻었으며 세부 형가 내용은 (부록 

3) 에 수록 하였다 본 훈련과정에 대해서는 참가자률이 퀴국 후 바로 업무에 활용 

하게 되며 수행 업무에 직접적으로 도용이 된다고 답 하였다. 본 훈련과정은 하나 

로 에 근무하는 국내 천문가률이 참여하여 캉의와 실습율 당당하였으며 국재 기슐 

의 해외 진출 및 하나로의 수출 진출을 위한 협력 캉화에 기여 하였다고 명가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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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29] IAEA/ RCA Regional Training Course 00 Design aod 0야ration of 

Neutron lrradiations Facilities총팔 만촉도 

본 과정은 연구로의 중성자 법 이용 실무자들의 중성자 산란과 그 이용에 대한 

이해률 증진하고， 기술적 요구 사항에 대한 실무 이해를 통해 중성자 빔 이용 시설 

의 최적 운영 조건율 조성하여 제공하는 능력율 기르는 데에 기여할 것이며， 각 시 

설의 이용자 그룹 구축과 운영에 대한 실제 경험율 교환하고， 각 회원국의 자원율 

공유하는 전략율 토론하여 향후 각국의 자국 내 전략 및 IAEA 기술협력 (TC) ， IAEA 

지역 간 협력 (RCA) 연구로 분야 프로그램에 반영하게 된다. 

2. IAEA/RCA Mid- term Progress Review Meeting on 'Raising 

Productivity in the Coal. Minerals and Petrochemical lodustries 

by using Nucleonic Analysis Syste.s and Radiotracers' (2007~2008 

IAEA/RCA (RAS/8/107) 중간점검회의 ) 

가. 게최 배정 몇 북객 

IAEA/ RCA 사업의 일환으로 방사생동위원소 이용 기술율 활용한 산업공정의 문제 

진단 농력과 회원국 간 기술협력 강화를 위한 점검회의이다. 본 사업 (RAS/81l 07)은 

방사성추적자， 밀봉선원， 방사션계측기술 퉁율 포함하는 방사성동위원소의 공업척 

용용기술을 이용한 산업설비의 진단과 환경자원 탐지 분야의 지역 간 기술협력을 

강화하고 산업계 기술수혜자와의 업무협력 체제 구축에 기여하여 왔다 

자원개발 산업율 위한 방사선계측기술은 물론 대형 산업설비의 다증상 공정에 

대한 가동 중 진단을 위한 방사성화합물의 활용기술에 대한 지역내 기술 적용 시범 

과 훈련을 통한 퉁의 기술개발 중진과 보급에 대한 논의와 사업의 성과와 수행경협 

율 상호 명가 검토하고 성공적인 수행율 위하여 차기단계에 제안된 사업내용의 세 

부사항율 조율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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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간 및 장소 

O 주관 : 한국원자력 연구원 

O 후원 국제원자력기구， 교육과학기술부 

。 일시 2008년 5월 12일 - 2008년 5월 16일 (5일간) 

。 장소 ‘ 서울 쉐라톤 워커힐 호텔 

다. 회의 내용 및 일정 

본 회의에서는 자원개발 산업율 위한 방사선계측기술은 물론 대형 산업설비의 

다충 상 공정에 대한 가통 중 진단율 위한 방사생화합물의 활용기술에 대한 지역 

내 기술적용 시법과 훈련을 통한 퉁의 기술개발 증진과 보급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졌으며 사업의 성과와 수행경험율 상호 명가 검토하고 성공척인 수행율 위하여 차 

기단계에 제안된 사업내용의 세부사항율 조율 하였으며， IAEA 와 공동으로 수뺑하 

고 있는 RAS/8/107 사업의 수행사혜와 생과의 검토 및 명가 및 향후 추진계획의 상 

세계획과 척쩔한 착수방법에 대한 논의률 하였으며 세부 일정은 다음과 갈다. 

〈표 3.23) lAEA/RCA Mid-term Pr얘ress Review Meeting of the RCA Project on Raising 

Productivity in the Coal , Minerals and Petrochemical lndustries by using Nucleonic 

Analysis Systems and Radiotracers-RAS8107 세부일정 

I Dav 1 rMondav.12 Mav 20081 

Session 1. Opening 

09: 00 - 09: 30 Orientation , administration matters 

09:30 - 11 ‘ 00 Inauguration 

Opening Address by Dr. Young-Jin Kim , Vice President of KAERI 
Congratulatory Address by Dr. J.H. Jin, lAEA 

Introducing Participants 

Group Phot。

11 ‘ 00 - 12 ‘ 00 Adoption of agenda 

Session 11. 

Election of Chairperson and Reporter 

Meeting objectives / the Agency' s activi ties (by J. H. Jin , IAEA 
T/ O) 

Country Reports ~ 1nvited Speech 

[Each 뼈rticipating country is e~α~ted to present a report on the status an 
prospects of radiotracer, sealed source and NAS applications in industry in their 
own countries (25minete for each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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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 - 17:30 Country report pre5entation by AUS , BGD, αlN， IND, INS, MAL , 뻐N 

Dav 2 rTue5dav. 13 Mav 20081 

09:00 - 10 ‘ 30 Country report presentations by MYN, PAK , PH1 , κOR 

10: 30 - 12: 00 Country report pre5entations by SRL, THA , VIE 

13 ‘ 00 18:00 Attend the 6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150to야s (Sheraton 
Grande Walkerhill Hotel) - TRAα< 4, Session 1 

Dav 3rlednesdav ‘ 14 Mav 20081 

09:00 - 10:00 Overview of the RCA Programme (Dr. Jin J∞In Ha , lAEA) 

10:00 - 12:00 DiscUS5ion on regional needs and work plan of RAS/ 8/ 107 Project 

13 ‘ 00 - 14:00 Invited presentation (Dr. Samuel Legoupil , France) 

Session 111. Preparation of .eeting report 

14:00 - 18 ‘ 00 Preparation of meeting report (Review of draft meeting re∞.rt) 

- na t i onal work pl an and needs 

Dav 4rThursdav. 15 Mav 20081 

09 :00 - 16:00 Attend the 6th lnternational Conference on 150t。야5 (Sheraton 
Grande Walkerhill Hotel) - TRACK 4 / Se55ion 2, 3, 4 

Dav 5 rFridav. 16 Mav 20081 

09 :00 - 12:00 Attend the 6th Jnternational Conference on 150to야5 (Sheraton 
Grande Walkerhi I1 Hotel) - TRACK 4 / Se55ion 5, 6 

Session lV. Final izing the report .t Closing 

13:00 - 14:30 Finalization of meeting report 

14:30 - 15:00 Adoption of meeting report 

l5 ‘ 00 - 16: 00 Di5cussion and Cl05ing 

라. 참가자 명단 

본 회의 참가자는 IAEA로부터 2명 ， RCA 회원국 14개국에서 15명이 참석 했으며， 

호주 1 ， 방글라데시 1 ， 중국 1 ， 인도 1 ， 인도네시아 1 ， 몽골 1 ， 미얀마 1 ， 뉴질랜 

드 L 파키스탄 1, 필리핀 1, 한국 2, 스리랑카 1, 태국 1, 베트남 1 이며 명단은 

〈표 3.6>과 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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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4> IAEA/RCA Mid-term Progress Review Meeting of the RCA Project on 

Raising Productivity in the Coal , Minerals and Petrochemical lndustries by 

using Nucleonic Analysis Systems and Radiotracers-RAS8107 참가자 명단 

No. Country Name 

l IAEA Mr Joon-Ha Jin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Department of Nuclear Sciences and Applications 
Oivision of Physical and ChemicaJ Sciences 
lndustrial AppJications and Chemistry Section A2365 
Wagramerstrasse 5 Postfachloo 1400Wien Austria 
TeJ. :00431260021745 / Fax:0043126007 
Internet:http://www.iaea.org 

2 Austral ia Mr Jacek Charbucinski 
JC Consulting Jacek Charbucinski 
6 Victory Court . Brighton , VIC 3187 AustraJia . 
TeJ. :0061395027534 \ 

3 BangJadesh Mr E‘.muse Akon 
Unit Nuclear MineraJs t 
Atomic Energy Research Establishment (AERE) 

、 Bangladesh Atomic Energy Commission (BAEC) 、

‘ Ganakbari G.P.O.Box3787 Dhaka , Savarl000 Bangladesh 
Tel. :0088027701338 / Fax:0088028130102 

4 China 
" 

Mr Peixin Zhang 
、

Department of lsot。야S 

\l 

f α， ina lnstitute of Atomic Energy (CIAE) . P.O.Box 275-104 Beijingl02413 China 
Tel ’ 00861069357881 / Fax ’ 00861069358825 

5 lndia Mr V i j ay Kumar Sharma y 
•- lsotope Applications Oivision (IAO) ‘ 

Bhabha Atomic Research Centre (BARC) 
Department of Atomic Energy (0뻐) Trombay 
싸1mbai ， Maharashtra 400085 lndia 
Tel. :00912225590176 / Fax:00912225505151 

6 lndonesia Mr Sugiharto Sugihart。
Centre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of lsot。야S and 
Radiation Technology 
National Nuclear Energy Agency (BATAN) 
JJ.Cinere , Pasar Jumat 
P.O.Box 7002 JkskJ J하<arta12440 lndonesia 
Tel. :0062217690709 / Fax:0062217691607 

7 씨ongol ia Mr DamdinsurenTseren 
Nuclear Energy Commission 
Government BuiJdingll Sambuugiin Street-ll 
P.O.Box 46-856 Ulaanbaatar 210없6 Mcngolia 
Tel. :0097611329658 / Fax:0097611329019 

8 My하unar Ms Kh i n Pa Pa T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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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Country Name 

Department of Atornic Energy 
Myanrnar Scientific 와ld Technological Research Departrnent 
(MSTRD)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Building No.21 
Nay Pyi Taw Myanrnar 
Tel. :009567404460 I Fax:009567404461 

9 New Zealand Mr Colin Murray Bartle 
GNS Science 30 Gracefield Road 31312 
5040 Lower Hutt New Zealand 
Tel. :006445704655 I Fax:006445704657 

10 P외dstan Mr Iqbal Hussain Khan 
Radiationand Isot。야 Applications Division (RIAD) 
PINSTECH 
Pakistan Atornic Energy Cornrnission (PAEC) 
P.0.BoxI482 , Nilore Islarnabad Pakistan 
Tel. :0092512208031 I Fax:0092519290275 

11 Phil ippines Mr Silvestre Abaya 
Philippine Nuclear Research Institute (PNRI) 
Cornrnonwealth Avenue , Dilirnan P.0. Box213 

‘ QuezonCityll0l Philippines 
Tel. :006329296011 I Fax:006329201646 / 

‘ 
12 Korea , Mr Sung-Hee Jung / 

Republic of HanaroCenter 
Korea Atornic Energy Research Institute (KAERI) 
150Dukjin-dong Yusung-ku P.0.Boxl05 

/ Daejon305-600 Korea , Republicof 
、t、Tel. :0082428688057 I Fax:0082428626980 

13 Kor‘ea , Mr Jong-Bum Kirn 
Republ ic of Korea Atornic Energy Research lnstitute (KAERI) 

150 Deokjin-dong, Yuseong P.0.Boxl05 
Daejon 305-353 Korea, Republic of / 

Tel ‘ 0082428688050 I Fax:0082428626980 
14 Sri Lanka Mr Nydappu 1 age N. 1. Ranj i t F ernancl。

Inspection Departrnent 
Ceylon Petroleum Corp.P.O.Boxll 
Kelaniya Sri Lanka 
Tel. :0094112401248 I Fax:0094112400436 

15 Thai land Mr Siripone αme- inta 
Office of Atoms for Peace (OAP) 
Ministry of Sc ience and Technology (뻐ST) 
16 Vibhavadi Rangsit Road 
Chatuchak Bangkokl0900 Thailand 
Tel. :006625798252 I Fax ‘ 006625798252 

16 Vietnam Mr Thanh Tuan Khuong 
Institute for Nuc lear Science and Technology 
Vietnarn Atornic Energy Cornrnission (VAEC) 
Hoang Quoc Viet Street P.0. Box5T-160 
Hanoi Vietnam 
Tel. :008447567157 I Fax:008448363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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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회의 1헝가 및 기대 효과 

본 회의는 RAS/8/ 107 사업의 수행사혜와 성과의 검토 및 명가 및 향후 추진계획 

의 상세계획과 적절한 착수방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졌으며 참가자률은 상호 업 

무 협의 및 협력 증대에 노력하기로 하였다. 

3. IAEA/RCA Advanced Regional 1raining Course on Applications 

of IAEA Analytical 1001s for Evaluation of Sustainable Energy 

Strategies for Addressing Climate Change lssues (기후변화 챙갱사항의 

명가률 위한 lAEA 모형 활용 RCA 고급 지역훈련과쟁) 

가. 과청 게최 배정 및 목적 

본 지역훈련과정은 IAEA/RCA 에너지과체의 일환으로 수행중인 RCA지역 프로젝트 

(과제제묵 Formulation of Sustainable Energy Development Strategies in the 

Context of Climate Change , 참여회원국 12개국， 과제기간 2007-2008) ’의 원만한 

수행을 위한 하나의 activi ty로서 계획된 것이며 회원국의 제안과 동의률 얻어 금 

언 한국에서 개최되는 것이다. 

동 훈련과정은 각 회원국의 에너지개발계획이 현재 국제적인 관심사항인 기후변 

화 쟁점사항툴과 조화률 이룰 수 있는 각국의 전략개발 수립 능력배양과 지식 습둑 

을 목적으로 한다. 금벤 훈련과정에서는 통 과제와 관련하여 2007년에 기 개최된 

훈련과정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율 바탕으로 각 회원국의 기후변화관련 지숙가능 에 

너지개발 수립율 위한 실질척인 내용에 관한 강의와 실습 빛 토론이 포함 되었다. 

나. 일갱 및 장소 

。 일 시 : 2008. 5. 19( 월) - 5. 30(금) (2 주간) 

。 장 소 , 한국원자력연구원 INfEC 2충 국제회의실 및 전산교육실 

。 주 관 IAEA 

。 주 최 : 한국원자력연구원 

。 후 원 교육과학기술부 

다. 과정 실시 내용 및 일쟁 

본 과정은 기후변화 쟁점사항과 양립할 수 있는 각 회원국의 에너지개발 계획의 

수립 및 전략개발에 대한 캉의와 전산모형 실습(IAEA에너지 모형인 MESSAGE) 및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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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으로 이루어졌으며 세부 일정은 다융과 갈다. 

〈표 3.25) lAEA / RCA Regi onal Advanced Training Course on AppJ ication of 

IAEA's Analytical TooJs for Evaluation of SustainabJe Energy Strategies for 

Addressing Climate Change lssues 세부일정 

M。ndav. 19 Mav 
9:00- 9:30 Registration 
9:30- 10:15 OPENI NG SESSION 

Opening Remarks by Dr. B.J. Min. Nuclear 
Training & Education Center (KAERI) 
Welcome Remarks by Dr. K. Y. Nam (IAEA) 
Congratulatory Remarks by Mr. K.M. Choi. (RCARO) 
Introducing 며rticipants (AII Participants) 

10: 30- 11:00 Introduc tion of RCARO Activities (RCA-RO) 
11 : 00- 12 : 00 Overview of the RTC (Objectives. nature & programme) (NAM) 
13 : 30-15 ‘ 30 SustainableEnergyDevelopmentandClimateChange(NAM/ JALAL) 
15:45- 17:00 WORK SESSION Installation of MESSAGE and Preparation of Country Case 

Studies 

Tuesdav ‘ 20 Mav 
9:00- 10:00 Review and Presentation of Country Case Studies (Bangladesh) 

10:00- 11:00 Review and Presentation of Ccuntry Case Studies (China) 
11 ’ 15- 12: 15 Review and Presentation of Country Case Studies (India) 
13: 45- 14 : 45 Rev iew and Presentation of C아ntry Case Studies (Indonesia) 
14 : 45- 15 : 45 Review and Presentation of Ccuntry Case Studies (Korea.Republicof) 
16 ‘ 00- 17:00 Reviewand Presentation of Ccuntry Case Studies (Ma laysia) 

Iednesdav. 21 Mav 
9:00-10 : 00 Review and Presentation of Ccuntry Case Studies (뼈ngol ia) 
10:00- 11 : 00 Review and Presentation of Ccuntry Case Studies (Pakistan) 
11 ‘ 15- 12: 15 Review and Presentation of Ccuntry Case Studies (Philippines) 
13:45- 14 : 45 Review and Presentation of Country Case Studies (SriLanka) 
14 ‘ 45-15:45 Review and Presentation of Country Case Studies (Thailand) 
16 :00-17 :00 Reviewand Presentation of Country Case Studies (Vietnam) 

Thursdav ‘ 22 씨av 
9:00- 10:30 ~1ethodological Approach for Accounting GHG Emissions from Energy 

Sec tor (ATHAR) 
10: 45- 12: 00 1I0RK SESSION U여ating and Improvements to the National Energy Models 

in 맨SSAGE 

13: 30- 15:30 \\"0에< SESSION U띠ating and 1mprovements to the National Energy 뻐dels 

m 맨SSAGE 

15: 45- 17: 00 WO에< SESSION U여ating and lmprove따en ts to the Na t i ona 1 Energy Mode 1 s 
in MESSAGE 

Fridav. 23 Mav 
9 ‘ 00-10:30 Possibilities for 1nternational Climate Change Regimes (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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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5-12:00 WORK SESSION U여ating and Improvements to the National Energy Models 

in MESSAGE 
13:30-15:30 WORK SESSION Updating and Improvements to the National Energy Models 

in MESSAGE 
15 ‘ 45-17:00 WORK SESSION Updating and Improvements to the National Energy Models 

in MESSAGE 

Saturdav . 24 Mav 
(Technical Visit) 

Mondav. 26 Mav 
9:00-10:30 Modelling Climate ch밍1ge Mi tigation Options 1 (JAL따) 
10 ’ 45-12 ’ % 때RK SESSION Country Case Studies 
13:30-15:30 W때K SESSION Country Case Studies 
15:45-17:00 WORK SESSION Countrγ Case Studies 

Tuesday. 27 May 
9:00-10:30 Modelling Climate Change Mitigation Options IJ (JALAL) 
10:45-12 ‘ 00 EvaluationofGHGMi tigationOption - PakistanCaseStudy(ATHAR) 
13:30-15:30 WORK SESSION Country Case Studies 
15:45- 17:00 WORK SESSION Country Case Studies / 

Wednesdav. 28 Mav 
9:00-10:30 뻐delling Climate ch밍밍.e Mi tigation Options III (JALAL) 
10:45-12:00 WORK SESSION Country Case Studies 
13:30-15:30 WORK SESSION Country Case Studies 
15:45-17:00 WORK SESSION Country Case Studies 

Thursdav. 29 Mav 
9:00-10 ‘ 30 Guideline for Country Reports and Presentations (N때) 

10:45-12:00 WORK SESSION Country Case Studies 
13:30-15:30 WORK SESSION Country Case Studies 
15:45-17:00 WORK SESSION Country Case Studies 

Fridav. 30 Mav 

9 ’ 00-10:30 Presentation of Country Case Studies (Participants) 
10:45-12 :00 Presentation of Country Case Studies (Participants) 
13:30-15 ‘ 30 Presentation of Country Case Studies (Partici며nts) 

15:45-17:00 Evaluation and Closin 

랴. 참가 대상 및 참가자 명단 

본 훈련과정 참가자는 12개국 29명으로 lAEA강사 3명， 방글라데시 (2) , 중국 

(2) , 인도 (2). 인도네시아 (2) , 말레이시아 (2) , 몽고 (1). 파키스탄 (2). 필리핀 

(2) , 스리랑카 (1). 태국 (2) , 베트남 (2) , 한국 (6 ) 이며 명단은 〈표 3.8)과 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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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과정 명가 및 기대효과 

본 과정은 IAEA/RCA 에너지과체인 “ Formulation of Sustainable Energy 

Development Strategies in the Context of Climate Change"의 효율척인 추진에 기 

여하고， 이률 롱하여 현재 국제적인 관심사항인 기후변화관련 논의에 대쳐할 수 있 

는 각 회원국의 전략개발 수럽에 궁극척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본 훈련과정 

에 대한 참가자률의 종합 병점은 4.4 로 기술적인 연이나 행정적인 지원 업무가 원 

활하케 이루어진 것으로 명가 되었다 

15 I 
갇융t 

(Average 4 .4) 

10 

5 

0 0 
o 

Persons 2 3 4 
: 5 Scale 

[그립 3.30) IAEA/RCA ADVANCED REGlONAL TRAINING COURSE ON APPLlCATl ONS OF 

lAEA ANALYTICAL TOOLS FOR EVALUATl ON OF SUSTAINABLE ENERGY STRATEGIES FOR 

ADDRESSING CLIMATE CHANGE lSSUES 총팔 만촉도 

4. lAEA Research Coordination Meeting of the CRP on the use 

。 f Numerical Models in Support of Si te Character ization and 

Performance Assessment Studies of Geological Repositories(IAEA 연 

구조정회의) 

가. 과정 깨최 배청 및 북객 

본 회의는 lAEA와 회원국이 공통으로 수행하고 있는 지질학척 모엘 병가에 관련 

하여 수행하고 있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 조정회의률 우리 연구원의 lNTEC을 활용 

하여 수행하는 것임 

나. 회의 일시 및 장소 

。 일 시 2008. 5. 19 (월) - 5. 23 (금)(1 주간) 

。 장 소; 한국원자력연구원 국제원자력교육훈련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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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관: 한국원자력연구원 

。 주 최 IAEA 및 교육과학기술부 

다. 회의 내용 및 일쟁 

〈표 3.26> lAEA Research Coordination Meeting of the CRP on the use of 

Numerical Models in Support of Site Characterization 뻐d Performance 

Assessment Studies of Geological Repositories 세부일정 

luondav. Mav 19 

9 ’ 30 Introductory session 
Welcome, introduction of partici뼈nts C. Kang 
Objectives of RCM , mid-term report , administrative matters lAEA 
Short status of activities for Group A & B (Coordinators) S.Finsterle 
Discussion on planning and coordination issues 

14:00 Status and trends in Korean programme in waste management Y. Hwang 
15:00 Presentations from Research Contract Holders (1) 

P. Poskas(LIT), P. Il ie (RO씨 , Y. Shybetskyy (UKR) 

1'uesdav. Mav 20 
9:30 Presentations from Research Contract Holders (2) F. Lemos(BRA) , R Su(CHI) 
10:30 Presentations from Research Agreement Holders C. Kang(KOR) , R. Rakesh(IND) 
14:00 Discussion of presentations of results (al1) 
19:00 Dinner hosted by IAEA 

! "ednesdav. Uav 21 
9:30 Discussion on the final report structure , content and timing 
12:00 Departure for visit to KURT (Korean Underground Research Tunnel) 

Tnursday. May 22 
9:30 Open discussion on potential programme for RCM phase II 
14:00 Visit to the Mountain Park and dinner hosted by KAERI 

F'ridav μav 23 
9:30 Discussion of for fourth and fifth year program (phase 11) 

Participant's interests , expectations and deliverables 
Path for끼ward and action list 

랴. 참가 대상 및 참가자 명단 

본 회의 참가자는 8 개국에서 10 명이 참석 했으며 국가별로는 벨기에(1 ), 브라 

질(1 ), 인도(1)， 루마니아(1)， 영국(1)， 우크라이나(1)， 미국(1 ), 한국(3 Observer 

2명 포함) 이며， 명단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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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과정 명가 및 기대효과 

본 회의는 lAEA 주관으로 회원국이 참가하는 연구 조정회의로 우리나라에서 개 

최하게 된 것이며， 참가자들은 좋은 환경에서 관련 분야에 대한 그간의 수행 실적 

과 향후 연구 계획에 대해 협의 하였으며 이번 회의률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게 됨으 

로써 연구원의 시설 시찰 퉁율 통해 IAEA 와의 긴밀한 협력과 참여 회원국 대표자 

들과의 유대 강화에 기여 하게 된다. 

5. IAEA/RCA Regional Training Course on Appl ication of 

Isotope and Geochemical Techniques to Surface Water- Groundwater 

lnteractions and Contaminant Transport (지표수 및 지하수 상관관계 

및 오염이동의 동위원소 및 지구화학기술 객용에 관한 IAEA/RCA 지역 훈 

련 과갱) 

가. 과정 게최 배경 및 묵척 

본 훈련 과정은. 2007-2008년도 IAEA의 연구로 프로젝트인 “환경동위원소 및 지 

화학 기술율 이용한 수자원관리 향상” 과 동위원소 기술율 적용한 수자원 관리 향 

상의 에로서 지하수의 기원， 지표수와 지하수 상관관계l 지하수의 체류시간 등을 

률 수 있읍. RCA 회원국률은 각자 어는 정도 동위원소 및 지구화학 기술 둘율 갖고 

있기만 하지만， 동위원소 적용율 위한 분석의 신뢰성 및 해석 기술의 향상 필요성 

이 있으며 과정의 묵적은， 위의 기술률에 대한 회원국률의 수자원 관리 경험율 공 

유하고 동위원소 및 지구화학 적용 기슐 향상 방안율 모색하는데 있다. 

나. 일정 및 장소 

。 일 시 2008. 6. 16 (월) - 6. 27 (금) (2 주간) 

O 장 소 한국원자력연구원 국제원자력교육훈련센터 

。 주 관: 한국원자력연구원 

。 주 최 IAEA 및 교육과학기술부 

다. 과정 내용 및 일정 

。 이 과정은 강의와 실습으로 구성됨. 

。 강의는 이론 캉의와 회원국률의 경험 천파로 구성 캉의주제는 다음과 갈음 

- 동위원소 수문학의 기본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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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위원소률 이용한 지하수 연대육정 

- 지하수 자료 해석 및 지하수 모니터링 

- 지하수 오염 및 용질이동 륙성 동 

참가자들은 자국의 경험울 Case Study 형식으로 상세하게 발표 

- IAEA/RCA Regional Office 활동 소개 

。 실습은 지하수 조사자료 해석과 지하수 조사 현장실습으로 구생 

- 지하수 동위원소 자료의 해석 및 화학 자료에 대한 열역학자료률 이용한 

지구화학 모델링율 직접 수행함. 이 실습율 롱하여 향후 자국의 동위원소 

및 지구화학 조사 자료률 해석할 수 있는 기술율 습특함. 

- 지하수 조사 현장 실습 KURT 및 주변 심부시추공율 이용하여 지하수의 

심도별 시료채취 및 현장분석율 실습 

본 훈련과정에 대한 세부 일갱은 다읍 과 같다. 

〈표 3.27> lAEA/RCA Regional Training Course on Appl ication of Isotope and 

Geochem i ca 1 Tec마hn띠iq맹ue않s to Surface W뻐ate하얀r‘- -Grol。α아u미und따wa따te얀r Interacti 。αons and 

Contaminant Transport 세부 일정 

Mondav. 16 June 
/ 

09:20 - 09:30 Registration 
09:30 - 10:00 

10: 00 - 10: 30 
10:30 - 11:30 
11 ‘ 30 - 12:30 
13 ’ 30 - 15:30 

16:00 - 17:30 
18: 30 - 20: 30 

Opening Session 
Opening Remarks by Dr. J.W. Choi , KAERI 
Welcome Remarks by Dr. K.M. Kulkarni , IAEA 
Congratulatory Remarks by Mr. K.M . Choi , RCARO 
lntroducing participants 
Group phot。

Introduction of RCARO Activities (RCARO) 
Overview of the Regional training course and lAEA WRP (K. ~t<) 
Overview of Isotope Hydrology (ALH) 
Introduction to lsot。야 Hydrology (defini tions , stable isotopes , 
natural abundance , units) (M. A. Choudhry) 
Presentations by participants from BGD , CPR & lND 
lAEA Reception at Buffet Restaurant in downtown 

Tuesdav. 17 June 
09:00 - 10:00 Basic Principles/ lntroducti on to Isotope Hψdrol。양 

(basic concepts , fractionation , Rayleigh process) (뼈C) 

10:00 - 10:50 Principles of Hydrology (ALH ) 
11 : 00 - 12: 00 Basic Principles of Isoto야 Hydrol。양 (radioacti ‘e isotopes , 

radioactive decay , lntroduction to tritium and C-14 (MAC) 
13: 30 - 15: 00 Presentations by 얘rticipants from lNS , MAL & MYA 
15: 30 - 18: 30 Presentations by 뼈rtici며nts from P에<， PHI , ROK , SRL , THA & VIE 

Discussion on the country presen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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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v. 18 June 
09 :00 - 10 :00 lsotope hydrology Principles- II (ALH) 
10 :00- 11 ‘ 00 Stable isotopes in water cycle and precipitation (MAC) 
ll : 30 - 12 : 30 Isot。ρe 버drology - 까)e GNIP database , ISOH1S , How to use these 

Da tabases and interact with the system (K~~) 
13: 30 - 15 :00 IJemonstration/ Tutorial / Practical exercises (ALH, KMK , 뻐C) 

15:30 - 18:00 Groundwater Dating using tritium , C-14 and other techniques (ALH) 

09 : 00 - 10: 00 
10 ’ 00 - 11:00 
1l : 30 - 12:30 
13 ’ 30 - 14:30 

15: 00 - 18: 00 

Thursdav. 19 June 
Stable isot。야 。f water - Appl ications (A버) 

Appl ication of arti ficial tracers to groundwater problems (MAC ) 
Groundwater Data Processing and AnalysisμH) 
Chemical and isotopic techniques for estimating recharge and 
discharge (ALH) 
Laboratory Visit 

Friday. 20 June 
09 ‘ 00 - 12: 30 Field demonstrations of sample ∞llection for Chemical and lsotope 

Analyses (stable and radioactive isotopes) , on site 여rameter 

뻐asurements (Koh , Kim , ALH , MAC) 
13 ’ 30 - 17: 00 Ci ty tour 

Saturday. 21 June 
09 : 00 - 10: 00 Surface water - groundwater interactions (Case studies) (MAC) 
10 ‘ 30 - Tour of BeopjuTemple 

09 : 00 - 10 : 15 
10 : 45 - 12 : 00 
13:30 - 14 : 15 
14 : 15 - 15: 30 
16 ‘ 00 - 17 : 30 

09 ‘ 00 - 10:15 
10 ‘ 30 - 12:00 
13 ’ 30 - 14 : 30 
14 : 30 - 15 ‘ 30 
15:45 - 17 : 15 

09: 00 - 10 : 15 
10: 45 - 12 : 00 
13: 30 - 14 : 30 
14 : 30 - 15:30 
16:00 - 17: 00 

Mondav. 23 June 
Hydrochemistry-Basics (A내) 

Geochemical Tracers in Groundwater Problems-l (IC) 
Geochemical Tracers in Groundwater Problems-II (IC) 
Aqueous Geochemistry : 1 (ALH) 
Chemical Ev이 ution of Groundwater (IC) 

Tuesdav. 24 June 
Aqueous Geochemistry - Il (ALH) 
Surface water - Groundwater lnteraction: 1 (IC) 
Carbαlate chemistry: 1‘Cmodels (A버 ) 
IJemonstrationl Practical exercises: WEBPHREEO/ PHREEOC2 (ALH/ IC) 
Techniques for estimating recharge and discharge (A버) 

’ednesday. 25 June 
Hydro-geochemical Modeling (IC) 
Tracing water movement from line and point sources (ALH) 
Examination 
Surface water - Groundwater Interaction 11: case studies (ALH) 
Discussion of sampling techniques (incl. 25 min vid∞) (ALHIlC) 

Thursdav ‘ 26 June 
09 ‘ 00 - 10 ‘ 15 Distribution of exam results and review (ALH/ IC) 
I0:45 - 12:00 Application of C, N, S Isot얘es to Groundwater Conta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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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ies (ALH) 
13: 30 - 15: 00 Isot얘es in Groundwater Contamination - Case Studies (JC) 
15:00 - 17 ‘ 00 Demonstration/Practical using PHREEOC (IC) 

Friday. 27 June 

09:00 - 10 ‘ 15 La며-use Patterns and Grαmdwater Oual i ty: Urban Grour엉water Issues (IC) 
10:30 -12:00 Salinisation of surface and groundwater (JC) 
12:00 - 12:30 Summation of Traininl( Course 1< Closinl( of RTC 

라. 참가 대상 및 참가자 명단 

본 훈련과정에는 12 개국 20 명으로 외국 강사 4 명， 국내 강사 1 명을 포함하 

여 방글라데시(1)， 중국(2 )， 인도(1)， 인도네시아(2 )， 말레이시아(2 )， 얀마( 2 ), 파 

키스탄(2) , 필리핀(2) , 스리랑카(1 ), 태국(1 ) , 베트남(2) , 한국(2) 이며 명단은 

〈표 3.10)와 같다. 

〈표 3.28) lAEA/ RCA Regional Training Course on Appl ication of lsotope and 

Geochemical Techniques to Surface Water-Groundwater lnteractions and 

Contaminant Transport 참가자 명단 

No. country Participants 
BANGLADESH Mr. Shahadat HOSSAIN 

Bangladesh Atomic Energy Commission (BAEC) 

/ Atomic Energy Research Establishment (AERE) 
Institute of Nuclear Sc ience and Technology (INST) 
Ganakbari , Savar P.O. Box 3787 

“ 
Dhaka 1000 Bangladesh 
Tel.: 00880 2 7790684 / Fax: 00880 2 8613051 
Email: s하，edmc@V하1∞ com 

2. 마UNA Mr. Weiya GE 
China Geological Survey 
534 Easc Zhon Road 
Nanjing 210016 Ch ina 
Tel.: 0086 25 84897931 / Fax: 0086 25 84600446 
Email: n.il(Weiya@Cl(s. l(ov.cn 

3. αUNA Mr. Jian shi GONG 
China Geological Survey 
534 Easc Zhon Road 
Nanjing 210016 China 
Tel. : 0086 25 84897931 / Fax: 0086 25 84600446 
Email: .ianseIOl@163.com 

4. INDIA Mr. Thodukayi1 Baby JOSEPH 
De어rtment of Atomic Energy (DAE) 
Bhabha Atomic Research Centre (BARC) 
lsot。야 Applications Di vision (IAD) 
Trombay Mumbai 400 085 Maharashtra ln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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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country Participants 
Tel.: 0091 22 25592771 / Fax: 0091 22 5505151 
Emai 1 ‘ tbjoseph@rediffmail.com 

5 lNOONESIA Mr. Rasi PRASETIO 
National Nuclear Energy Agency (BATAN) 
Centre for Application of Isotopes and Radiation Technology 
(PATIR) 
Jalan Lebak Bulus Raya NO.49 
J려‘arta 12070 Selatan lndonesia 
Tel.: 0062 21 7960709 / Fax: 0062 21 7691607 
Email ‘ rasi -prasetio@y삶l00.com 

6 lNOONESIA ’Ir. Bungkus PRATIKNO 
National Nuclear Energy Agency (BATAN) 
Centre for Application of lsotopes and Radiation Technology 
(PATIR) 
Jalan Lebak Bulus Raya No.49 
Jakarta 12070 Selatan lndonesia 
Tel.: 0062 21 7690709 / Fax: 0062 21 7691607 
Emai 1‘ bungkus_pratikno@yah∞. co. id ι‘ 

7‘ MALAYSIA Mr. Abdu 1 Maj i d ABDULLAH 
Department of lrrigation and Drainage 

、‘
NO .32, Jalan Cemerlang 6 

/ Taman Guru Jaya 01000 Kangar Malaysia 
Tel.: 006049661778 / Fax ’ 006049661779 / 
Email: anaii b@hotmail.com 

8 MALAYSIA Mr. [smai 1 C. MOHAM~D 

Department of Minerals 히ld Geosc i ences 
J빼 

/ P.O. Box 101530820 lpoh Perak Malaysia 
Te l. ‘ 0060 5 5406000 / Fax: 0060 5 5406100 
Email: i smailcm앵Ij mI!ipoh ， !!ov. my \', 

9 MY’lYANMAR Mr. M1N MIN ZAW y 
Ministry of Sc ience and Technology -
Department of Atomic Energy 
Nay Pyi Taw MYanmar 
Te l. ‘ 0095 67 404460 / Fax: 0095 67 404461 
Email: mostl ß@mYanmar.com.mm 

10 ‘ MYANMAR Mr. THEIN ZAW WIN 
Ministry of Sc ience and Techno1ogy 
Department of Atomic Energy 
Nay Pyi Taw 샤yanmar 
Te l. ‘ 0095 67 404460 / Fax: 0095 67 404461 
Email: most1없)myanmar. com 뼈 

11. PAKISTAN Mr. Ahmad FAWAD 
Pakistan Water and Power Development Authority 
Egerton Road 
Pia Tower , 4th Floor 
Lahore Pakistan 
Tel.: 0092 42 9202587 / Fax ‘ 0092 42 9202795 
Email: ahmedfawadO뼈yahoo.com 

12. PAKISTA.N Ms. Rizwana Z써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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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country Participants 
Pak1stan At。mic Energ c。mmissi 。n (PAeEC an)d 
Pakistan Institute of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PINSTE(꺼) 

Lehtrar Road P.O. Box 1482, Nilore 
Islamabad 45650 Pakistan 
Te l. ‘ 0092 51 2207217 1 Fax: 0092 51 9290275 
Emai 1 ‘ manzoor@oinstech.or~.Dk 

13. PHILIPPINES Ms. Susan ABANO 
Nationa1 Water Resources Board 
8th Floor NIA Bldg. EDSA 
1100 OuezonCity Philippines 
Tel.: 0063 2 9202724 1 Fax: 0063 2 9202641 
Email: soabano200Q@yah∞ com 

14. PHILIPPlNES Mr. Melvin SOU써ON 
Man ila Water Co. , Inc. 
Katipunan Road Ouezon City 
Metro Manila Philippines 
Te1.: 00 63 2 9818154 1 Fax: 00 63 2 9285762 
Email: vince.solol∞n빼ani lawater ∞m 

15. SRI LANKA Mr. Edirisin방le E.APPUHAMlLAGE NANDANA VIRAJ 
Atomic Energy Authority 

‘ 60/460 , BaselineRoad 

、‘ Orugodawatta Wellampitiya Sri Lanka 

‘ Tel ‘ 0094 11 2533427 1 Fax: 0094 11 2533448 
Emai 1‘ vira.i@aea.ac. lk 

16 THA1LAND Mr. Adisai CHARURA깨A 

Ministry of Industry 
, Department of Groundwater Resources 

/ Rama VI Road Ratchathewi B히핑kok 10400 Thailand 
Te l. ’ 00662 2023788 1 Fax ‘ 00662 3543509 
Email: adisai54@Yah∞ com ‘ 

17 VIETNAM Mr. Danh Chuan LE • l 

Centre for Nuclear Techniques f 

217 Nguyen Trai , Ouan 1 
H。 다li Minh City 70000 Vietnam 
Tel.: 0084 8 8395846 1 Fax: 0084 8 8367361 
Email: ledanhchuaa@Yahoo.com 

18 VIETNAM Ms. Thi Tuong Hanh VO 
Vietnam Atomic Energy Commission (VAEC) 
lnstitute for Nuclear Science and Techno1ogy 
Hoang Ouoc Viet Street 
P.O. Box 5T-160 Hanoi Vietnam 
Tel.: 0084 4 8361433 1 Fax: 00없 4 8363295 

LOCAL PARTICIPANTS 
19. Korea Mr. Byoung-Young CHOI 

HLW Disposal Research Division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KAERI) 

1045 Daedeokdaero , Yuseong , Daejeon, 305-353 , Korea 

Tel: 82 42 868 8893 1 Fax: 82 42 868 2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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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country Participants 
29 Korea Mr. Si -Won YOO 

HLW Disposal Research Division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KAERI) 

1045 Oaedeokdaero. Yuseong. Daejeon.305-353. Korea 

Tel: 82428688376 / Fax: 82 42 868 2064 

마. 과정 명가 빛 기대 효과 

본 과정은 RCA 회원국률이 수행중인 동위원소 및 지구화학의 향상된 기술을 공 

유하고， 기술 향상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회원국들의 기술 수준을 눔임 . 또한 이로 

써 수자원관리 향상을 위하여 동위원소 및 지구화학 이용 법위률 확대하는 데 기여 

할 것이며， 이 과정 중에 수집된 자료들을 database 형태로 정리하여 회원국들이 

공유함으로써 지역 내 동위원소 적용기술율 향상시키고 수자원 관리를 향상율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6. World Nuclear University (iNU) one week course 

가. 게최 배정 및 북척 

WNU 1주 연수과정은 2007 WNU 여름학교 한국 개최의 뒤를 이어 WNU와 협력프로 

그램의 일환으로 KAERI와 WNU가 공동 개최하였다. 이 과정은 젊은 원자력인력들에 

게 원자력 과학기술의 이용에 관한 지식을 증진시키고 미래 원자력이 나아갈 방향 

에 대한 시야률 넓히는 것율 묵적으로 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는 국제적인 원자력전문가률이 오늘날 원자력의 주요 이슈들에 

관한 강의로 원자력분야의 흥미를 고무시켜주는 미래에 대한 비천과 전체적인 전망 

그러고 실제척인 지식율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부제묵은 “ Key Issues in the 

Nuclear Industry Today.이다. 

나. 일시 몇 장소 

개최 일시 및 장소는 다읍과 같다. 

。 일시 2008. 7. 7 - 11 (월 ~ 긍) 

。 장소 KAERI 국제원자력교육훈련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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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프로그램 내용 및 일쟁 

이 과정은 국제척으로 저명한 WNU의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국내 빛 아시아 지역 

젊은 과학기술자률에게 필요한 전문지식 즉 세계 원자력산업의 기술척인 현안이 무 

엇인지， 원자력 과학기술 지식이 어떻게 산업척으로 활용되는지， 그러고 미래 원자 

력 기술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에 대한 전망과 비전에 대한 캉의와 토론으로 구생 

되었다. 

1주 통안 13명의 국내외 천문가가 세계 에너지 현황， 지구 환경변화와 원자력의 

역힐， 방사선 방호， 방사성폐기물관리， 핵연료 주기 및 수송， 프랑스 아레바EPRI미 

국 웨스팅하우스 APR/ GE 뼈WR 개발경협， 한국형 원자로 OPRI000과 AP1400 개발경 

험. 시운전 ， 핵융합기술， 새로운 원자혁 기슐 퉁 기술의 현안과 원자력의 경제성， 

핵 비확산 조치， 원자력 법， 원자력정책과 대중이해 퉁 주변 현안에 대한 핵심 사 

항을 강의하였다. 

[그립 3.5]는 2008 WNU 1주과정 개최 공고문이고. [그림 3. 6]은 과정 안내문이 

다. 그리고 과정의 세부 일정은 〈표 3.11 )와 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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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9) WNU 1주과정 세부 일정 

꽉꽉 “ M ” WNU One까eek Summer Cou땐 … ι 
~ ::: "Kev Issues ;n the World Nuclear Industrv Todav 

f짧헬 "rr;;y 
U시 IVËlbl이 

’ ι"";4' ’‘’ ‘ι""， .... 7 - 11 July 2008 
Nuclear Training & Education Center. KAERI 

7J비y (Mon) 09.30-<J9.40 Welcome Address (President 01 KAERI) 
09.40-<J9.50 。야ning Address (WNU-Steve Kidd) 
09.50-1 0.00 Introducing st얘 and partlαpanls 
10.00-10.10 Memoriat group phot。
10.10-10.25 Break 
10.25-10.45 Introduction 10 WNU and the Course (Steve 에dd) 
10.45-12.15 World Energy Outlook (Fran띠s Nguyen) 
12.15-13.45 lunch 
13.45-15.15 Global Environmental Challenge and Nuclear Power (Ferenc Toth) 
15.15-15.30 Break 
15.30-17.30 Nuclear law (J띠 ia Schwartz) 

8 July (Tues) 09.15-10.45 Ra이。logical Protection (Abel Gonzalez & Sy써n St Pierre) 
10.45-1 1.00 Break 
11.00-12.15 Waste Management (Abel Gonzalez & Sylvain St 에eπe) 
12.15-13.45 Lunch 
13.45-14.15 Decommissioning (Syl\lain 51 Pierre) 
14.15-15.45 Nuclear Fuel (St.ve Kidd) 
15.45-16.00 Break 
16.00-17.30 Fusion Technol얘y (Gyung-Su Lee) 

9 July (We이 09.1 5-10.45 Nuclear Trade & Transport (Steve Kidd) 
10.45-11 .00 Break 
11.00-12.30 Areva & EPR experience (Othman Salhi) 
12.30-14.00 Lunch 
14.00.15.30 Westinghouse and Ap.1 000 expe끼en∞ (Ik-Bo Yoon) 
15.30-15.45 Break 
15.45-17.30 Nuclear E∞nornics (Milt Caplan) 

10 J미y (Thurs) 09.15-10.45 Non-Proliferation Aspects (Chaim Braun) 
10.45-11.00 Break 
11 .00-12.00 GE-H~achi and BWR experience (Shin-Hyuck Ch이 
12.00-13.30 Lunch 
13.30-14.30 PWR Technology and Korean Experience 1 (Young-Suk Hur) 
14.30-15.30 PWR Technology and Korean Experience 2 (Myung-Jae Song) 
15.30-15.45 Break 
15.45-17.30 KAERI Tour 
17.30-17.50 KAERIV，때eo Presentation 
17.50+ Farewell Dinner (KAERI VIP Restaura미) 

11 July (Fri) 09.15-10.45 New Nuclear Technology (Chaim Braun) 
10.45-11.00 Break 
11.00-t2 때 Nuclear Project Structuring 1 (Milt Caplan) 
12.00-13.30 Lunch 
13.30-14.20 Nuclear Pr이ect Structuring 2 (Milt Caplan) 
14.20-1 4.30 8reak 
14.30-15.30 Nuclear P이itics & Public A∞eptance (Steve Kid이 
15.30-15.40 Assessment 
15.40-15.50 2007 WNU-SI Video 
15.50-16.00 Break 
16.00-16.30 Closing Cerem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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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참가자 및 강사 명단 

참가자는 우리나라 또는 아시아 지역 내의 원자력의 기본지식율 습륙하고 있는 

원자력산업체 종사자， 원자력 연구기관 종사자 및 원자력공학 전공 석 • 박사 과정 

학생 및 정부 요원 등율 대상으로 하였다. <표 3.12>는 2008 WNU 1주과정 참가자 

명단이다. 이번 WNU 1주 과정에는 한국과학기술원， 연세대， 고려대， 경희대 및 

KAERI - UST 동의 원자력전공 석 • 박사과정 대학원생 14명. KAERI와 KEPRI 동 원자력 

연구기관에서 22명 ，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 한국전력기술(주) . 두산중 

공업(주) • 한천원자력연료(주) 동 원자력산업체 종사자 26명 등 총 62명의 젊은 원 

자력 과학기술자들이 참가하였다. 이 충에는 베트남 4명과 인도네시아 2명의 외국 

인이 포함되어있다. 

과정 참가자 명단 

No. 성명 기관 부서 비고 

1 Song Tae Kwang Korea Univ. 샤echanical Engineering Dept. 

2 Han Jae Jun Korea Univ. Mechanical Engineering Dept. 

3 Pham Quy며1 Trang KAIST Dept of「Nluncglear and quantum 
englnee 베트냥 

4 o이my Hartant。 KAIST Deengpt1 n. ogfr Nlnucglear and quantum 체휠네 
5 Jeon Byong Guk KAIST Deengptl of Nuclear and quantum 

neerlng 

6 Ai Melani KAIST Deptn ogfr Nlnucglear and qumtum 
engl 체휠녀l 

7 Min Ho Baik Kyung Hee Un i v Dept . of Nuclear Engineering 

8 Young Lim Shin Kyung Hee Univ Dept . of Nuclear Engineering 

9 Gi H∞n Kim Kyung Hee Un i v Dept.of Nuclear Engineering 
10 Chang Duk Kim Ky띠18 Hee Univ Dept.of Nuclear Engineering 

11 Hee 뻐。n Ch。 Yonsei Univ Radiation lmage Detection Lab 

12 W∞ Young K。 DooSan NPP Planning Team 

13 Choi Gil Sik Jinhae Chemical G- 4 

14 Park Hyun Wook Jinhae Chemical G- 4 

15 Kim Jin Seop KAERI HigVhIS Level Waste Mgt. Research 
Division 

16 Dal Seong Yoon KAERI Advanced Fuel Cycle Development Dept 

17 Hwang Jae Sik KAERI Nuclear Chemistry Research Dept. 

18 Lee Kang Hee KAERI Innovative Nuclear Fuel Dept. 

19 Lee Hyo Jil KAERI NSutcraletaegry Fu Reesle Cayrcchle D Depevte.I。pment

20 Rho Si pyo KAERI Lab. For Quantum Optics 
21 J i Young Yong KAERI PIE & Radwaste Division 

22 Lee Tae Hoon KAERI DSaeRretg.a orfd NsU Tcelcehanro Ml。agte「ial Acmunting 

23 Lee Bong Sang KAERl Nuclear Material Research Division 

24 Ju Min Su KAERI 9UgicVoImSψI。isnsi。ning Techn。 1 。gy Deve1。pment

25 Lee Bong Joon KAERI Planning Team 

26 Lee Wanno KAERI Nuclear Environment Safety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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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생명 기관 부서 비고 

Division 

27 K i m Hee Reyoung KAERI 뺀UlcV!Iear Envir。nInent Safety Research 
510n 

28 Trinh Thi Tu Anh KAERI-Usr Accelerator Development Division 베E납 

29 Yi Ji H。 KAERI Technical Information Team 

30 뼈ng sy Minh Tl띠n KAERI-Usr Basic Science and Technology Dept. 베트남 

31 Thai Ng‘lyen Van KAERI-Usr Thermal Hydraulics Safety Research 
Di v. 베E낭 

32 Ji Hee Nam KAERI Policy Research Division 

33 Geung J∞ Lee KAERI Radiation Biotech Division 

34 앓ng Wook Kim KAERI Radiation Research Division 

35 Dae S∞ K∞ KAERI R&D Planning and Coordination Dept. 

36 Chang Keun Yang KEPRI Nuc lear Power 녀b. 

37 Tae Young Kong KEPRI Nuclear Power Lab. 

38 Bae Seong Man KEPRI ￡ Nuclear Power 벼b. 

39 Cho Chan Hee KEPRI Nuclear Power Lab. 

40 Yang Yang Hee KEPRI Nuclear Power Lab. l 
’ 

41 Jung Sun Chul KEPRI Nuc lear Power Lab. ’ 
f 

42 Yang Jun Seog KEPRI Nuclear Power 녕b. 
, 

4 

43 Hong Sang Ok KHNP Overseas Business Dept. 

44 Choi Hoon 뀌。。 KHNP Overseas Business Dept. 

45 Park Ki Seung KHNP Project Dept 

46 Hwang Seog Won KHNP h ι Radwaste M히1agement Dept. \ 

47 Kim Won Kun KHNP 
‘ 

Ulchin NPP Unit2 、\

48 Yang Kyung Hwa KHNP NE I<TI 1‘i 

49 M∞n Sang Rae KHNP NE I<TI 

50 KangSangHee KHNP l NE I<TI r 
51 Lee Seung Chan K애~P NE I<TI f 
52 Cho Sung i 1 K에P NE&TI 

53 Young Wook Lee KINAC Ileecahmn。l 。gy Planning and Expert c。nt「。 l

54 Yeom Joon Ho KNFC Project 않velo뼈ent 1< Business Dept 

55 J eong Seo Yeong KONICOf' International C∞peration Dept 

56 Young Tae Han KOPEC Safety Analysis Dept 

57 Kim Seon Hoe KOPEC f' luid System Engineering Dept. 

58 Jeong Jin Kwon KOPEC I&C Engineering Dept. 

59 Song. Min-Sup KOPEC Mechanical System Engineering Dept. 

60 Yang In Su KOPEC Nuclear Project Deve lopment Dept. 

61 Lee Oong Su NFRI Mirae Strategy Study Group 

62 Lee. Jung Hoon RCARO RCA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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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수과정에 초청된 세계원자력대학의 교수요원은 lAEA. OECD/ NEA 동 원자 

력국제기구， 미국 스탠포드대학교수，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GE , 프랑스 아혜바， 캐 

나다 AECL 동 산업체 CEO급 전문가 9명이다. 국내 강사로는 핵융합센터 이경수 박 

사， 한수원 송명재 천무. 한국전력기술(주) 허영석 부사장퉁 4명의 원자력 전문가 

가 강사요원으로 참가하였으며 명단은 〈표 3. 13>과 같다. 

〈표 3.31 > 2008 WNU 1주과정 강사 명단 

성명 소숙 

Science Fellow 

Chaim Braun 
Center for International Security and Co。야ration 

Stanford University , Encina Ha ll , C227, Stanford, CA 94305-6165, 
USA 
President 

Mil t Caplan 
MZ Consulting Inc 
377 Ridelle Ave , #217, Toronto, Ontar io M6B lK2 , Canada 
Email: mcaplaeI66@rogers .com 
AREVA NP 
President of Marketing Di vision 

Othman Sal hi 
AREVA KOREA Ltd.#513 Korea Ci ty Air Terminal Building, Samsung- Dong 
159-6, Kangnam-Ku , Seoul , Korea 
Tel: 822551 -0166 Fax: 822551 -0169 
Emai 1 ‘ oth뼈n. salhi @areva.com 

Abe1 Gonzál ez 
UNSCEAR Representative, ICRP Commissioner and IAEA De legate 
Postfach 12, UNO Post Office , (A- 1400) Vienna , Austria 
Oirector of Strategy & Rese씨arch 

World Nuclear Association 
Steve Kidd Carlton House 22a St James ’ s Square London SWIY 4JH, UK 

Tel ’ +44 (0)20 7451 1533 Fax : +44 (0)20 7839 1501 
Email: kid뼈world- nuclear. org 

FNgrainyeqorll S 

Senior Policy Adviser - Electrici ty Markets 
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 
9, rue de la Federation, 75739 Paris Cedex 15, France 
Oirector for Environment and Radiological Protection 

§rylelvrareln St World Nuclear Association 
Carlton House, 22a. St. James ’ s Square, Lρ ndon SWIY 4JH , UK 
Tel : +44 (0) 20 7451 1539 / Email: saintpierre@World-nuclear.org 

Jul ia Schwartz 
Head of Legal Affairs 
OECD/Nuclear Energy Agency 
Sales Manager in Korea 
GE Energy Korea 

Shin-Hyuck Ch。 12 F. , GE Tower , 71 -3, Cheongdam-dong Kangnam-gu 
Seou1 , 135-100, South Korea 
Te1: 010-8823-1501 / Emai1: shinhyuck. cho@ge.com 
Vice-president 

Young-Suk Hur KOPEC 
Tel : +82-31 -289-3005 / Email :yshur빼<opec. co.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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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소숙 

Vice-President 
Myung-Jae Song KHNP 

Tel: +82-2-3456-2004 I Secretary: hera@khnp.co.kr 
Director General 

Gyung-Su Lee 
Korea National Fusion Research lnstitute 
Daejeon, Republic of Korea 
Tel: +82-42-719-1000, 1001 / Email: gslee@n frc.re.kr 
Branch Manager 

lk-Bo Yoon Westinghouse Electric Company - Korea 
ibyoon@Us.westinghouse.com 

마. 과정 명가 및 기대효과 

본 과정에 대한 명가는 총 참가자 62명에게 설문조사률 하여 명균 58명이 설문 

에 웅답하였다. 설문은 29문항이며 설문지와 설문 분석 결과는 부록 4와 같다. 29 

문항 충 Yes , N。 답변 문항 2문항， 4지 선다형 2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5점 

명가 항묵은 25문항이며 이들 5점 척도 문항둘의 명균값은 3.9점이다 

이 과정은 1주간의 집충 강의툴 통해 원자력 천공 젊은 과학기술자와 원자력 산 

업체 종사자률이 세계 원자력산업 기술의 주요 이슈률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 

으며， 또한 원자력 산업의 실질척인 지식율 배우고， 미래 원자력의 국제적인 전망 

및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바룰 조명하여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륙히 다 

융 세대의 원자력 기술율 선도할 젊은 과학기슐자와 산업계 종사자률이 첨단 지식 

율 획묵하고 활용하여 지난 30년간 기술자립으로 축척한 우리의 기술율 계숭하고 

지숙척인 발전과 함께 국제적인 경쟁력율 갖춘 전문가로 성장할 것이다. 

7. lAEA Regional Training Course on Safety Assessment and 

Verification for Nuclear Reactors(III)(원자로 안천생 명가 훈련과정 ) 

가.71최배정 및 폭척 

lAEA의 륙별예산 프로그램으로 아시아， 태명양 지역 회원국율 대상으로 2006년 

11월 및 2007년 5월 원자로 안천성명가에 관한 제1차 및 2차 훈련과정이 우리나라 

에서 개최되었으며 이번에 제3차 훈련과정을 l주일 간 우리나라에서 개최 하였으 

며， 연구용 및 발전용 원자로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성 명가 업무수행능력율 향상시 

키고자 이번 훈련과정을 개최하였다. 

나.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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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초기껄계절차， 건설， 운천 및 설계보완까지의 안전생명가 업무수행을 위한 

체계적 절차와 방법 제시 

0 안전해석 방법론에 대한 소개 및 불확실성정량화 실습 교육 

。 원자로 안전해석코드 MARS에 대한 실습 교육 

다. 주관/주최 국제원자력기구(IAEA) I한국원자력연구원 

라. 기 간 2008. 7. 14 - 7. 18(5일 ) 

마. 장 소 : 한국원자력연구원 국제원자력교육훈련센터(INTEC) 

바. 연수과갱 일갱표 

〈표 3.32) IAEA Regiona1 Training Course on Safety Assessment and Verification 

for Nuclear Reactors(lII) 세부일정 

Ti me Mon. July 14 Tue. July 15 Wed. July 16 Thu. July 17 Fri. July 18 
9:00 Welα>meA뼈ress Input guidel ine α찌XXlE!nt 1< Post Process and Design of NPP 

(KAERI) for general SET Sirulations Uncertainty B‘ J. 냐e 

10:00 Introduction of system model i III (Lectur빼!Oe1lD ) Ana lysis (KOPEC) 
Meetir핑 S.H. Lee J.J.Jeo명(KAERI) S. W. Bae (KAERI) (Lecture&Demo ) 

(I뻐) B.D. Ch띠19 

(KAERI) 

10:00 Safety lnput guidel ine com!x>’1en t 1< SET pos t Process and 야leration of 
Assess뼈，t and for‘ 하JeCial 까{ Sirulation Uncertainty NPP 

1l :00 Verification m화el ing (Exercise 1) Analysis B. J. Lee (KOPEC) 
S. H. Lee (IAfA) K.D.Kim (μERl) Assisstant:S.W.B (Exerτise I) 

ae &8. D. Chung Assistant ‘ B.D. Ch 
(KAERI) 띠19 1< S.VI.u풍 

(KAERI) 

11: 20 Regulation of lnput guidel ine co때XXlE!n t 1< SET Post Process 하1d Evaluation It 

NPP C. Y. Yang for Graφic Simulation Uncertainty Closing 
12:20 (Klt-S) Utilization 와1d (Exercise 1I) Ar녕lysis 

code Run Assisstant:S.W.B (Exercise 1I) 
B.D. Chung ae &8. D. Chur핑 Assist와，t : B. D. Ch 

(KAERI) (μERI) 띠19 1< S.W.U잊e 
(KA돼1) 

14:00 Introductiα1 t。 Simple problem System 1< lET Tour 
씨JIt i -dimensional sioolation Simulation 

15:00 Safety Aa lysis (Lecture 1< Demo) (Lecture 1< Demo) 
α성e. 뻐RS J.J.J∞ng K. D. Kim (KAERI) 
B.D. Chung (KAE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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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 me Mon , July 14 Tue , July 15 Wed , July 16 Thu , July 17 F'ri , July 18 
15:QO Generi c Theorγ Simple System & IET Tour 

하1<1 뻐del in conceptual Simulation 
16:QO MARS code si llJJ lation , (Exercise 1) 

J.J.Jeong KAERI) (Exeπise 1) Assitant ‘ K.D.Kim 
Assisstant ‘ 1< S.W. Lee 
J.J.J∞ng l< (KAERI) 
S.W. Bae(KAER1) 

16:20 S야lCialCorπ>onent Simple System 1< lET Tour ’lodels and cαlCeptual Simulation 
17 ‘ 20 F'eatures of 뼈RS simulation (Exercise 11) 

K. D. Kim (KAERJ) (Exercise 11) Assitant:K.D.Kim 
Assisstant: & S. W. 냥e 

J.J.Jeong & (μERJ) 

S. W. Bae(KAER1) 
、

사. 참가 대상 및 참가자 명단 

〈표 3.33> IAEA Regional Training Course on Safety Assessment and 

Verification for Nuclear Reactors(III) 참가자 명단 

N。 country Participants 

Chi na Mr YANG Zh imin 
Support Center of the Ch ina Atomic Energy 

、‘/ 
Authori ty (CAEA) 
Hejian Plazal2 αlegon양huang 뻐in Street 

ι 

Xicheng Distri ct 
Be i ‘iin~ \Q0037 China 

2‘ lndonesia Mr [농5wandri 
Center for Reac tor Technol ogy and Nuclear Safety 
National Nuclear Energy Agency of lndonesia (BATAN) 
Ka‘'asan Puspiptek Serpong Gd. 80 
Tan~eran~ 15310 l ndonesia 

3. Malaysia Ms Lydia llaiza Saleh 
Atomic Energy Licensing Board (A타.B) 
Ministry of Sc ience , Technology and lnnovation 
Batu 24 , Jalan 않ngkil 

43800 야ngki 1 
Selan~or Darul Ehsan Malavsia 

4. Malaysia Mr Mohamad ldris B. Taib 
~~ Iaysian Nuclear Agency (Nuclear Malaysia) 
Bangi 43000 Kajang 
Se I8Mor Darul Ehsan Ma lavsia 

5. Vietnam Mr Luu Anh Tuan 
lnstitute for Nuclear Sc ience and Technique 
P. O. Box 5T- l60 
H。외ì& Quoc Viet Ngh ia D。
Cau Giav Hanoi Viet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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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country Participants 
6. Vietnam Mr Tran Thanh Tram 

Reactor Center 
Nuclear Research Institute 
1 Nll\lyen TuLuc Street Dalat Vietnam 

7. IAEA Mr Suk Ho Lee 
International Atomi c Energy Agency 
Room B0640 
Vienna International Centre 
P. O. Box 100 Wagramer Strasse 5 A-1400 Vienna 
Tel:(+43-1) 2600-26024 / Fax: (+43-1) 26007-26024 

아. 과정 명가 및 기대효과 

본 과정은 참가자률에게 원자로 안전성명가업무능력 제고 및 참가국 상호간의 

원자로 안전성명가분야 협력 도모와 더불어 우리나라 연구용원자로(하나로-설계， 건 

설. 운천 및 안전성 확보 퉁) 우수생 홍보에 있다. 

본 과정 참가자에 대한 셜문 조사 결과 총괄 만혹도 5잠 만점에 4.5 로 나타났 

으며 참가자에 대한 행적작인 지원 연 에서나 회의 내용에 대해 만혹한 결과률 나 

타냈다 
、

/ 
15 

(Average 4.5) 

.... 

5 

0 0 o 
o 

Persons 2 3 4 5 Scale 

[그립 3.33] lAEA Regional Training Course on Safety Assessment and 

Verification for Nuclear Reactors(III) 총괄 만촉도 

8. IAEA Coordination Research Project - Research Coordination 

Meeting on Zirconium Alloys Fuel Cladding (IAEA 연구과제 ·지르묘 

늄합금의 수소취생 ’ 조쟁 회의 ) 

가. 회의 깨최 배정 및 묵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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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 CRP 과제 “지르코늄합급의 수소취성”의 연구조정 회의로서， 지금까지 수행 

된 참여기관의 연구결과 발표， 측정치의 신뢰성 검토/토의률 롱하여， 지르코늄합급 

의 수소취성 연구결과보고서률 하는 것이 주북표입. 

나. 얼정 및 장소 

。 일 시 2008. 10. 13 (월 ) - 10.17(금)(1 주간) 

。 장 소: 한국원자력연구원 국제원자력교육훈련센터 국제회의실 

。 주 관: 한국원자력연구원 

。 주 최 IAEA 및 교육과학기술부 

다. 회의 내용 및 세부 일쟁 

본 회의는 각 참여기관의 지르코늄합금의 크핵성장숙도 축정 결과 발표와 각 

기관의 측정치 신뢰성 검토 빛 토의， 실협상의 문제점 검토， 보고서 초안 작성 및 

연구원의 실험실 방문 (하나로， 조사재시험시설 (IMEF) 및 핵연료조사시험시설 및 

제 3연구동)으로 이루어 졌으며 세부 일정은 다읍과 같다. 

〈표 3.34) lAEA Coordination Research Project-Research Coordination 

Meeting on Zirconiua A110ys Fuel Cladding 세부 일정 

Mondav . October 13. 2008 

9 ‘ 30 Welcoming Ceremony 

Opening Remark by Ms. B.J. Min (Director. Nuclear Training and 

Training Center). KAERI 

Welcoming Talk by Mr. J. J. Ha (Vice President for Nuclear Safety). 

KAERl 

Formal Remark by V. lnozemtsev (I AEA) 

10:00 Photo time 

10:20 RC씨 Start 

10: 20-30 lAE~ update V. lnozemtsev (I뾰A) 

10:30-50 Objectives of meeting C. Coleman (AEC니 

11 :00- 11:30 Sweden V. Grigoriev (Studsvik) 

11:30-12:00 Argentina R.Mizr삶， i (CNEA) 

13:00-13: 20 Brazi 1 V. Inozemtsev (IAEA) 

13:20-13:50 lndia J.K. Chakravartty (BA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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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14:20 Korea Y.S. Kim (KAERI) 

14 ’ 20-14:50 Lithuania V. Makarevicius (LEI) 

15: 10-15 ‘ 40 Pakistan Kanwar Liagat Ali (PINS) 

15:40-16:10 Romania M. Roth (INR) 

16: 10-16:40 Russia V. Markelov (VNIlNM) 

16:40-17:10 RF~1 2008paper C. Coleman (AECL) 

Tuesday/Wednesday. October 14'h and 15'h: TECDOC of DHC in Fuel Cladding 

Organization of data Materials information Testing methods and issues 

Test resul ts ‘ lni tial tubing 

LWR C깨 

LWR CWSR 

LWR Anneal ed 

Argentinean material 

CANOO material 

Other material. 

Discussion points Absolute values 

Tem야rature dependence 

Hi방) temperature turn-over 

Striations 

Identify missing data and results 

How do we get them and by when? 

How communìcated? 

Points for lntroduction and “ State-of-the Art" 

Conclusions. 

Thursday October 16‘h 

Report on R대 

Reason for meeting 

Background 

Work done: summary of country reports 

Results achieved: plan TECDOC. 

Future tasks and Actions 

/ 

Friday October 17'h 

9:00-12:00 Laboratory visit 

Hanaro (research reactor) , 

- IMEF (irradiated materials examination facility) , 

PIE (post irradiation examination) 

13:30-14:00 Closing Ceremony (Photo) 

T。ur to National Cultural Assets in Gongju (near Daej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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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참가 대상 및 참가자 명단 

본 회의 참가자는 9 개국 13 명으로 캐나다 (1), 러시아 (2 ), 리투아니아 (1) , 

루마니아 (1), 스웨덴 (1), 파키스탄 (1) , 인도 (1), 아르헨티나 (1 ) , IAEA (I), 

한국 (3 ) 이 참여 하였으며 참가자 명단은 다융과 같다. 

〈표 3.35> IAEA Coordination Research Project - Research Coordination 

Meeting on Zirconium Alloys Fuel Cladding 참가자 명단 

No. country Participants 

1. IAEA Mr. Victor lnozemtsev 
IAEA Technical Coordinator, 

Division of Nuclear Fue1 Cycle and Waste Technology 
NucJ ear Fuel Cycle and Materials Section, 
l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바ail : V.lnozemtsevO iaea. orR 

2 Argentina Mr. RAFAEL MIZR싸u 
Comision Nacional de 타1ergia A tomica 

\ 
Gerencia de Investigacion, Desarrollo y Asistencia Tecnica 
(GIDAT) 

\ Centro Atomico Constituyentes ,F 
Avenida General Paz 1499 
1650 - Vi11a Maipu - Partido de San Martin 
Provincia de Buenos Aires Repub1ica Argentina 
Tel +54-11 -67727832 I Fax: +54 - 11-67727362 
Emai1: Mizrahi @Cnea.Rov.ar 

3 ‘ Canada Mr. Ki t Coleman 
Consul tant , 

Tomari Consu1ting, 8, Ryan ’s Camp Lane , 
k RR1 , Deep River ， Ontari。’ Canada KOJ 1 PO 

Ema il: colemanc@aecl . ca. colemanc飯plomet.com

4. lndia Mr. JAYANTA K. CHAKRAVARTTY 
Materials Group 
Bhabha Atomic Research Center 
Trombay , Mumbai-4oo 085 lndia 
Te1.: 0091 -22-25593616 (0) I 0091-22-25561310 (R) 
Fax 0091 -22- 25505151 I Emai1 ‘ .iayanya@barc gov , in 

5 Lithuania Mr. VIDAS MAKAREVIClUS 
Senior Research Associate 
Lithuanian Energy Institute 
Breslaujos str. 3, LT-44403 Kaunas , Lithuania 
Tel.: 00 370 37 401801 I Fax: 00370 37 351271 
Emai1: rastine@mail . lei.lt 

6 ‘ Pakistan Dr . LIAOAT ALI 
Deputy Chief Engineer , Materials Division 
Pakistan 1nstitute of Nuclear Sc ience and Techno1ogy 
Post Offi ce , Ni1ore , Islamabad Pakistan 
Tel.: 0092-51-2208067 I Mobile: 0344-5131253 
Fax ‘ OJl92=-5J-=_ 92902Z5 I Emai1 : kanwa .. liAQat59@Rma i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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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country Participants 

7 Romania Ms. MARIA ROTII 
Head of Nuclear Materials Testing Group 
Institute for Nuclear Research 
Campului Street 1, 115400 MIOVENI ROI떠nia 

Tel.: 00 40 248 213400 Ext. 316 / 뼈bile 0040744 482958 
Fax 00 40 248 262449 / Email: maria.roth@nuclear.r。

8. Russia Mr. Vladimir Markelov 
Head of Division, Federal State Unitary Enterprise 
VNI새 P.O. Box 369 , Moscow 123060 Russia 
Tel. : 00 485 730 6432 / Fax : OO 469 196 6581 
바ail: markelov@bochvar.ru 

9 Sweden Mr. Grigoriev 
Principal Researcher(Host lab.) Studsvik , Sweden 
Email: slava.~ri~orieV@studsvik.se 

10. Korea Mr. Young Suk Kim 
Zirconium Group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150, Dukjin-dong, Yuseong, Daejeon 305-353 , Korea 
Em'!U-'--YskimUikaeri. re. kr • 

11 Korea Mr. Yong Moo Cheong 
Nuclear Materials Research Division , i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 

‘ 150, Dukjin-dong, Yuseong, Daejeon 305-353 , Korea 
Email: vmcheo~@kaeri.re.kr 

12. Korea Mr. Kang S∞ Kim 
사lclear Materials Research Oivìsion, 

/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 

/ 150, 마Jkjin-dong ， Yuseong, Daejeon 305-353 , Korea 
t Email ‘ kskim5@kaeri.re.kr 

사. 과정 명가 및 기대 효과 

본 과정은 우리 연구원의 원자력 관련 우수한 연구시설 및 연구능력 홍보률 위 

하여 실시 하렸으며 IAEA CRP 조정회의를 롱하여， 각 기관이 측정한 지르코늄합금 

의 수소취생 균열성장속도 값의 신뢰도를 비교/명가하고， 이륭 흉하여 국내의 지르 

코늄합금의 수소취생 연구기반 조성 빛 국제척인 인척 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하게 

된다. 

9. lAEA Training Workshop on Risk Manage.ent of NPP 

가. 개최배정 및 폭객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교육과학기술부의 후원으로 미국 원자력발전소 (Exelon 

Nuclear , Dominion Generation) 전문가 2인을 초챙하여 미국 원자력 발션소 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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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수행되고 있는 안전성 향상과 리스크 관리 기법 실제에 대한 기술을 국내 소개 

하기 위해 훈련과정을 개최하였다. 

나.기간 및 장소 

。 기간 2008. 10. 13 - 17 (5일간) 

。 장소 ‘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교육센터 

다. 훈련과정 내용 

미국 원자력발전소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리스크 관리기술율 국내 소개하기 

위해 수행된 훈련과정으로 교과내용은 아래 〈표 3.18)과 같다 

〈표 3.36) IAEA Training Workshop on Risk Management of NPP 세부 교과내용 

- Risk management of nuclear power plant 
- Surveillance test interval optimization (Limerick Case Study) 
- Maintenance rule and equipment reliability (AP-913 ) 
- Heavy loads and barrier assessment in re나 management 
- Uncertainty analysis in PSA 
- Pl ant availability modeling-reiability goal setting (reliability 

assurance program) 
- RITS lnitiative 4 b (Flexible AOT) 
- 50.69 (Gr왜ed Ouality Assurance) for new plants 
- NFPA-805 and Fire PSA 
- Fire CRMP lssues 
- RITS lnitati ve 58 for POWs 
- PSA Ouality for R1A 
- PSA peer review pr∞ess and experience 
- lntegrati on of PSA resul ts (i nternal and external) 
- New standards-ANS Level 2, Level 3 (LPSD) 
- 국내 RIR 추진현황 및 PSA 품질 
- 국내 SPAR 모옐개발 현황 
- FTREX 개발 빛 현황 
- 한수원 러스크 기술 활성화 계획 
- 한수원 PSA 기술지원 
- PSA 품질동 

다. 강사진 빛 훈련생 

통 과정 수행을 위해 lAEA 기술협력사업으로 미국 전문가 2명울 전문가로 활용 

하였으며 국내에서는 한수원， 한국원자력연구소 동 7명의 전문가가 강사로 참가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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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7) lAEA Training Workshop on Risk Management of NPP 강사 명단 

No. Country Lecturer 

Mr. Young H. In 
Exelon Nuclear , Corporate Risk ~~nagement 

1. USA 4300 Winfield Road, Warrenvi 11 e, IL 60555, USA 
Phone ‘ 630-657-3858 , Fax: 630-657-4328 
E-mail : young.in@exeloncorp. com 
Mr. Ami r Afzali 
Supervisor-PRA Applications 
Dominion Generation 

2 USA Nuc1 ear 뼈alysis and Fuel , IN3SW 
5000 Dominion Blvd , Glen Allen VA 23060 , USA 
Phone: 804-273-2327 , Fax ’ 804-273-3543 
E-mail ‘ amir.Afzali @dom. com 
Mr. Jae-Dong Lee (이 재동) 

3. Korea Senior Manager, Korea Hyro and Nuclear Power Company 
Phone: 02-3456-2410, E-mail : leejdon앵khnp.co . kr 

Mr. Dong-Uk Jeong (정동욱) l 
4 Korea Head, Hydrompany 

‘ Phone ’ 042-870-5570 , E-mail: dwjerng@khnp.co. kr ‘ 
Mr. Jin-Hee Park (박진희) 

5 Korea Project Manager,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Phone: 042-868-8297 , E-mail: jhpark6@kaeri.re . kr 
Mr. Key-Yong Sung (성게용) 

6. Korea Project Manager ,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KINS) 
Phone: 042-868-0158 , E-mail : kl09sky@kins.re.kr 
Mr. Myung-Ki Kim (김명기) 

7 Korea Seni or Manager , Korea Electri c Power Research Institute 
Phone ’ 031-289-3461 , E-mail: Kimmk@kepri.re. kr 
Mr. Kwang-Nam 냥e (이팡남) 

8 Korea Seni or Manager , Korea Power Engineering Company 
Phone: 042-865-5525 , E-mail ‘ knl ee@ko야c. co.kr 

Mr. Jang-Hwan Na (나장환) 
9 Korea Seni or Manager , Korea Hydro and Nuclear Power Company 

Phone: 042-870-5540, E-mail: jan방ma없hnp.co.kr 

통 과정에 참가한 훈련생은 KHNP 17, KI NS 3, KOPEC 4，화재보험협회 2, 두산중 

공(주) 2, KA1ST 1, KAERI 1, 전력연구원 l 퉁 총 31명이며， 수강생 명단은 〈표 

3. 20>과 같다. 

〈표 3.38) IAEA Training Workshop on Risk Management of NPP 참가자 명단 

댄
 냐
 

m 
빼
 -필
짧
빽
 

| Occ뼈tion 
| KAIST (원자력 빛 양"-t공학과) 
l KOPEC (유체계통설계처 ) 
l KOPEC ( 안전해석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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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Name Occupation 

4 이지섭 (사)한국화재보험협회 (소화연소텀) 
5 박찬호 (사)한국화재보험협회 (전기시탬텀) 
6 지문학 KEPR1 (원자력발전연구소) 
7 천영산 두산중공업(주) (원자력계룡기술팀) 
8 최영전 두산중공업(주) (원자력계룡기술팀) 
9 김도삼 KINS (리 A크명가실) 
10 황태석 KINS ( 리 λ크병가실) 
11 최종수 KI NS (러λ크명가실) 
12 김대용 KHNP ( 발전본부 안션기슐처 ) 
13 김보선 애lNP (사업본부 사업처 인허가텀 ) 
14 조수원 때NP (고리 l 안전부) 
15 정생화 애lNP (고리2 프로그랩기술부) 

16 류종만 KHNP (월생 l 정비기솔푸) 
17 박순열 KHNP ( 영광 교육훈련센터 ) 
18 앙통성 KHNP (영팡 1 안전부) 
19 조동준 KHNP (영팡 2 안전부) 
20 이정국 KHNP (울진 2 정비기슐부) i 

21 조우진 KHNP (옳진 3 계통기술부) 
22 전태훈 KHNP (울진 3 안전부) 
23 김익환 애NP (원자력교육원 고리훈련센터) ! 

24 김호춘 KHNP (원자력교육원 운영교육힘 ) / 

25 박영성 KHNP (발전기술원 운영기슐실) ‘ F 

26 장희승 KHNP (발전기술원 운영기슐실) 
27 주태영 KHNP (발전기술원 운영기슐실) f 

28 방기인 KHNP (발견기술원 운영기슐실) 
29 김동규 KOPEC (전력기술연구소) ( .... ~ 

30 이춘형 KOPEC (전력기술연구소) 、、\

31 송순자 KAER1 (수소생산원자로기술개발부) 

가 

훈련생률이 명가한 통 과정에 대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훈련과정 북척에 따라 과정이 수행되었으며， 북적과 일치한다. 

( 2 ) 훈련과정 기간과 강의시간 할당이 적절하였다. 

、、

(3) 훈련과정 내용이 매우 우수하며 향후 추가되어야 한다면 그 내용은 아래와 같 

다. 

- SSC Categorization 

- To lntroduce the fundamentaI concepts for RI 

Risk informed regulation of new reactors 

- Risk informing process 

( 4) 훈련과정에서 사용된 캉의 자료는 매우 유용하고 가치가 있다. 

(5 ) 향후 훈련과정에서 필요점 또는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사고 진행 절차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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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Common cause failure 캉의 

- 미국 장사에 대한 한국 강사의 요약 강의 

- 저녁 식사 후 강사진과 훈련생 간의 토의시간 마련 

기숙사 사용 필요 

- 원자력 약어집 배포 

(6) 다음언 훈련과정에 대한 과정명칭 제시는 아래와 같다. 

- RIA for Design Quality Control 

Risk Informed Design 

- PSA of the Equipment Supplier 

De tail Introduction for Option 2. 3 

- Future Reactor Trend 

10. lAEA/KOICA Regional Training Course on Nuclear Energy 

Policy. Planning and Project Manageaent 

가. 채최 배정 및 북객 

원자력교육센터에서는 원전기술자립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 원자력발전 규모 세 

계6위의 원자력 강국으로서 국제사회로부터 과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의 역힐 천 

환요챙과 아울러， 기술자럽 경험율 토대로 개발도상국율 중심으로 한 향후 원전진 

출국가에 대한 인력양성지원과 우리나라 원자력기술 우수성의 홍보를 롱하여 앞으 

로의 수출에 대비하고자 본 과정을 개최하는 것이다. 

앞으로 이 연수과정의 보다 효율척인 운영율 위하여 한국국제협력단(KOI대). 한국원 

자력연구원(KAERI)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퉁 3 자간 협의록(ROD)율 작생하여 채택한 

바 있다. (2007-2009 3년간 본 과정 운영 ) 

륙히 2008년 과정 추진에 대해서는 lAEA 답당 국장인 Mr. P. Salema와 2008년 

과정 추진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 측에서는 3월 중에 IAEA에 과정 

제안 통보률 하기로 하였으며 KOICA에서 희망하는 초청대상국 명단도 함께 제공하 

기로 하였다. RCA답당관인 Mr. Prinath DlAS와 매년 KAERI 연수원에서 같은 수의 

교육훈련이 이루어지도룩 노력하는데 합의하였으며， 쩡해진 교육 외에도 추가척으 

로 교육장소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한국율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룩 의견율 제시하였 

다. Mr. Reyad KAMEL로부터는 KAERI의 정기적인 교육프로그램이 정기척이고 구체적 

인 내용이 았다연 지역위주의 교육 뿐 아나라 정기척인 교육훈련에 KAERI 교육센터 

률 활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3월 초 한국 방문시 좀 더 구체척인 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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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 협의하기로 하였다. 

나. 얼정 및 장소 

1 ) 기간 2008. 10. 9. - 2008. 10. 28. (3주) 

2) 장소 한국원자력연구원 국제원자력교육훈련센터 

다. 연수과정 내용 및 세부일정 

1 ) 과정 구성 

。 교과구성 이론 강의， 발표 및 토론， 산업시설(문화유적지 포함) 및 연 

구시설 현장 견학 퉁으로 적절히 구성， 

。 일정연성 : 

- 주 5일(토요일， 일요일 휴강 : 별도 행사실시 ) 강의 진행 

- 1 일 6시간 기준으로 연성. 

。 캉사진 · 국내 관련분야의 전문가로서 영어 캉의가 가능한 인사 

2) 연수과정 세부내용 

。 한국 및 KOI대사업 소개 (KOICA 주관) 

- 일 반 한국 및 KOICA 홍보비디오 상영 

- 강 의 ’ 일반생활 상식， 한국어， 한국의 역사와 문화 

- 시내관팡 경북궁. 인사동， 남대문시장 퉁 

。 이론 강의 및 토의 (22과목 40.5시간) 

- 일반현황 1과묵 1. 5시간 

rIAEA의 역힐과 활동 현횡」 

- 전문기술 

국가에너지 개발정책 등 21과북 39.0시간 

。Country Rep이‘t 발표 및 토의 

- 주제 참가국의 원자력현황과 향후 계획 

진행방법 : 참가자 개인별 발표， 질의. 웅답 빛 토론 

。 산업시설 건학 및 관련기관 방문 

- 한천원자력연료(주) : 핵연료제조회사 

- 두산중공업 ‘ 원천설비제조회사 

- 고리원자력발전소 우리나라 최초 원자력발천소 

-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 우리나라 대표산업체 

- 하나로연구시설， 한국원자력안천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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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유적지 탑방 

공주 백제 유척지 및 경주 신라 유적지 

。 기 "-} 

Home visit 

3) 일정표 

연수과정의 일정표는 다음 〈표 3.21)와 같다. 

〈표 3.39) KOICA/lAEA Regional Training Course on Nuc\ ear Energy Pol icy , 

Planning and Project Management 세부 일정 

Date EventlLecture Lecturer/Host 

ocr.l0 KOICA Orientation ‘ KOICA 
ocr.12 Move to Daejeon(KAERI) l KOICA 

KAERI Orientation & Opening 
- Introduction to 
• participants and KAERl staff l 

‘ / • general information 
- Opening ceremony(10:30) / 

ocr. 13 • Opening Address ;---‘ i 
/ 

(Mon) Director of NTC(Dr. Min) / 
• Group Phot。 j l " - Presentation of KAERl Vide。 ‘/ c' 

1.2 National energy development policy H.M. Lee/KAERI 
1.5 Policy on human resources development E.J.Lee/KAERI 
2.1 Financing ofnuclear power(l) H. B. Cha/애NP 

OCI.14 2.2.2 Radiation protection J.K.Lee/Hanyang 
(Tue) 2.1 Challenge and prospect of nuclear Power P.Jeon/Hanvit 

Power C。
1. 1 lAEA R이e to Support the Introduction of Nuclear P.E. Juhn/Former 

Power Director of lAEA 

OCI. 15 
1.2.1 Korean localization policy and experience of J.H.A비l/KOPEC 

(Wed) 
nuclear technology(l) 

2.2.1 Nuclear safety K.J. Yoo/KAERI 
1.2.2 Korean localization policy and experience of S. Y.BANG/DOOSAN 

nuclear technology(2) 
ocr.16 5. 1 Country report E. J. Lee/KAERI 
(Thu) Visit KINS Y.T.Kim/KAERI 

2.3 Nuclear fuel cycle(front-end) S.H.Kim/KAERI 

OCI. 17 
2. 4. 3Decommissioning of research reactors In Korea J.H.Park/KAERI 

(Fr i) Visit nuclear facilities in KAERI site E.J.Lee/KAERI 
- HANARO Research reactor. KNFC 

ocr.18 
Day tour (Kongju) K.M. Y∞/KAERI 

(S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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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 te Event/ Lecture Lecturer/ Host 
2.4.2 Decontamination and decommission Technologies W.Z.Oh/ KAERI 
2.4.1 8ack-end nuclear fuel cycle and waste Management H.S. Park/ KAERI 

OCT.20 in Korea 
(Mon) 3.2 Non-proliferation regime and safeguards K.S.Lee/ KAERI 

2.6 Publ ic acceptance and participation 1n decision J.K.Chung/RCARO 
m외<lng 

3.1 Legal and regulatory aspects Y.S.Eun/Dongkook 
OCT.21 

2.5.2 Environmental aspects Univ 
(Tue) C.W.Lee/ KAERl Group discussion 

E.J.Lee/ KAERI 
OCT.22 Field trip Y. T.Kim/ KAERI 
(Wed) - Doosan lndustry C。 K.M. Y∞IKAERI 

Field trip ---= 
OCT.23 

- KORI ~'PP 
Y. T.Kim/ KAERI 

(Thu) 
- Hyundai lndustry co & Hyundai Motors C。 K.M. Yoo/ KAERI 

OCT.24 Field trip Y. T.Kim/ KAERI 
(Fri) - Kyungju Ci ty tour K.M. Yoo/KAERI 

OCT.26 t Y‘ T.Kim/KAERI 
(Sun) 

Daejeon city tour 
K.M. Y∞IKAERI 

4.1 Pre-project phases for nuclear power project J.H.Ahn /KOPEC 

OCT.27 
management 

(Mon) 
2.5.1 Siting aspects Y.C.Park/Hanyang 
4. 2 1 mp 1 emen ta t i on phase f or nuc 1 ear power f or nucl ear Y.C.Park/ Hanyang 

~wer proj ec t 
Contínue Y.C.Park/ Hanyang 

OCT.28 
4.3 COI뼈issioning and start-up phase for nuclear power Y.C.Park/ Hanyang (Thu) project 
Evaluation and closi~ E.J.Lee/ KAERl 

랴. 참가대상 및 참가자 명단 

참가대상은 대학졸업 이상이며. 28세 - 55세의 정부， 연구소， 대학 및 산업체 

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원자력 정책 1 기획， 사업관리 및 연구개발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험율 가지고 앞으로 해당국가의 원자력분야에 계속 종사할 사랍률이 

었다. 본 과정에는 〈표 3.22)와 갈이 9개국으로부터 18명(이집트 5명 포함)이 참가 

하였으며 , 참가자 병단은 〈표 3.23)과 갈다. 

〈표 3.40) KOl CAIlAEA Regional Training Course on 씨c1ear Energy Pol icy. 

Planning and Project Management 참가자 명단 

N。 Country Name of Candidate 

1. AIgeria Mr. Mouloud ALLEK 
Nuc lear Research Centre of Draria 

2. Bangladesh Mr. 뼈 Monzurul HA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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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3 

4 

5. 

6. 

7. 

8. 

9. 

10 

11 . 

12. 

13. 

14. 
15. 
16. 
17. 
18. 

Country Name of Candidate 

React。r Ophe AratlOn and Maintenance Un it 
Bangladesh Atomi c Energy CoI뼈ission 

Mr. Abul Kalam AZAD 
Bangladesh Financial Adviser 

Bangladesh Atomi c Energy Commission 

Ms. Tuul BAATAR 
Mongol ia The Nuclear Energy Commi ssion 

Government of Mongolia 

Ms. Kh in Ye LWIN 
Myanmar DMeipnalSrtment 。f At。mlc En de Trgecyhn 

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Pakistan Mr. Tanweer Uddin SHAH MUHA빼AD 
Pakistan Atomic Energy Commission 

Mr. Re。cgteMla Tna.g TeEmVES 
Phi lippines Pr。j ent Eoerpaatrltment 

Nat ional Power Corporation 

Sri Lanka Mr. Merrille Godfrey ABEYWIαR매1A GOCNETILLEKE 
Ministry of Power and Energy 

Thailand 
Ms.e Ta。ulinogf ANGWONGrR씨(OOL 
Bureau of Nuclear Safety Regulation 
Office of Atoms for Peace 

Mr. Sukjai KIATISAKWATANA I 
Thailand Nuclear Engineer 

Office of Atoms for Peace / 

Thailand Ms. Niti ma SRIPANICH 
Electricity Generating Authority of Thailand 
Mr. Raniwat NITTARAK 

Thailand Department of Alternative Energy Development 하1<1 Efficiency 
Ministry of Energy 

Thailand Ms. Wanveesa KAEWTONG 
Energy Policy and Planning Office 

Egypt Dr. Tarek Fahmy Mohameden 
Egypt Dr. Ahmed Sayed Ahmed lbrahim Khedr 
Egypt Eng. Esmaiel Abd El-Wahab EI-s。바ly 
Egypt Eng. Fouad Ahmed Said 
Egypt Eng. Zkaria M삶lmoud Abd El-W빼ed 

마. 과갱 명가 및 기대효과 

1) 과정명가 

‘Y‘i 
1 I 
iI 

과정 종료 후 연수 참가자에 대한 설문결과는 전반척으로 만촉할 만한 수준이 

라고 명가되었다 (명점 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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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eraoe 4.3) 
’2 

8 

o o 
o 

2 3 4 

[그립 3. 34] KOlCA / IAEA Regional Training Course on Nuclear Energy Pol icy , 

Planning and Project Management 총괄 만촉도 

2) 기대효과 

우리나라의 우수한 원자력 기술 홍보와 이훌 통한 해외시장 진출에 기여하고， 

친한(親헬)민맥 구축 및 앙국간 협력 강화에 기여하며，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 위 

상과 국가 원자력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11. KAERI/RCARO Regional Training Course on Research Reactor 

Utilization and Radiation Application Technology 

가. 개최배경 및 필요생 

우리나라는 주요 원자력협력대상국(개도국)으로부터 원자력 발전， 연구용원자로 

활용， 방사선 이용기술 분야에 교육훈련 지원요청이 인니 , 베트남， 태국， 필리핀 퉁 RCA 

회원국으로부터 증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연구용원자로 활용， 방사선동위원소 빛 

방사션 이용 기술의 개발경험율 아시아 태명양 지역의 수출가농 개발도상 국가툴의 

전문가률에게 홍보하여야 하고， 이를 롱하여 기술협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기술 진 

출의 기반 확보를 위해 친한 인맥 구축이 필요하다. 

나.과정목적 

연구용원자로 및 방사선이용기술에 관심이 많은 IAEA/ RCA 회원국가틀에게 한국 

의 연구용 원자로 활용 및 방사선 이용 기술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기술 이용과 개 

발 경힘을 공유하여 이률 국가률과의 기술협력의 증진과 더불어 해외 시장 진출올 

혹진하기 위해 동 훈련과정율 개최하였다. 

다.모육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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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I아 • 태지역협력협정사무국(RCAR이 

라. 요육일시 몇 장소 

2008. 11. 17 - 28 , 2주간， 한국원자력연구원/국제원자력교육센터 

마.교과내용 

연구용 원자로 및 방사선 이용 기술 분야의 국내 강사진이 2주간 다읍과 같이 

강의와 현장 방문 기술견학율 수행하였다.(1일 7시간， 1주 35시간， 총 70시간). 

〈표 3.41> KAERI/RCARO Regional Training Course on Research Reactor 

Utilization and radiation Application Technology 세부 교과내용 

뻐dule 1 한국의 원자력 및 방사선기술 산업현황 (5시간) 
1.1 한국의 원자력산업 현황 
1. 2 RCA 활동과 아·태 협력협갱국 업무 
1. 3 원자력연구원의 R&D 현황 및 주요 기술개발 현황 

Module 2 연구용 원자로 개요 빛 이용기술 (22시간) 
2. 1 연구용원자로 개요 
2.2 연구용원자로 안전 
2.3 연구용원자로 운영 • 관리 
2.4 충성자 밥 이용 연구 
2.5 방사성통위원소 생산 
2.6 Neutron Activation Analysis 
2. 7 핵재료 조사 시험 
2.8 냉중성자 시설 개발 
2.9 연구용원자로 건설경험 
2.10 연구용원자로 해체경험 

Module 3 방사선동위원소 (RI) 및 방사션 이용기술 (20시간) 
3.1 우리나라의 RI 이용현황 
3.2 RI의 의료척 이용 
3.3 RI 생산용 싸이크로트론 개발 
3.4 방사선의약품 개발과 이용 
3‘ 5 방사선 추척자의 산업척 활용 
3.6 방사선 식품학 이용 
3. 7 방사선 생물 공학척 이용 
3.8 방사선의 농학척 이용 
3.9 방사선의 환경공학척 이용 
3.10 방사선의 공업척 이용 

뻐dule 4 방사선이용기술 산업체 방문 및 건학 (23시간) 
4.1 KAERI 하나로 및 방사션 이용시설견학 
4.2 원자력의학원 싸이크로트론 시설방문 

/ 
/ 

/ 

4.3 정읍방사선과학연구소 가속기， 식품조사， 농업시설방문 
4.4 EB Tech 퉁 방사션이용기술 산업체 방문 
4.5 기타 원자력산업시설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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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수강대상 및 인원. 정비 재공 

베트남， 태국， 인니， 중국，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필리핀， 방글라데시 동 CA 8 

개 회원국의 연구용 원자로 및 방사션 이용기술 분야 기술 책임자 또는 관리자급 

총 11 인에게 항공료， 체재비， 국내 이동경비， 여행(건강) 보협료 제공하였다. 

〈표 3.42) KAERI/RCARO Regional Training Course on Research Reactor 

Uti li zation and radiation Application Technology 참가자 명단 

No Country Name 

Mr. Shaikh Abdul LATIF 
Principal Sc ientific Officer 
Bangladesh Atomic Energy Commission 
INST , AERE , Savar, GPO Box Nα 3787 , 
Dhaka-I 000 , Bangladesh 
Tel: 88-02-7788249 , Fax: 88-02-07701620 
E-mail: sklatifI967@yahoo.com 

1 Bangladesh (2) 
Mr. Mubarak Ahmad KHAN / ‘ 
Principal Scientific Officer 

、 Bangladesh Atomic Energy Commission 
INST , AERE, Savar , GPO Box No. : 3787 , 
αlaka-IOOO ， Bangladesh 
Tel ’ 88-02-7788245 , Fax ’ 88-02-7701620 

、\、‘/ E-mail: makhan. inst@gmail.com 
Mr. Julong GE 

“t‘‘ 
/ 

‘ Section Director 
Nuclear Power lnstitute of China (NPIC) 

2 China (1) No. 28 South Th ird Section, Yihuan Road, Chengdu 
China 
Tel ’ 86-28-85906005, Fax: 86-28-85903203 
E-mail: gejHly와1∞ cn 
Mr. Kawkab MUSTOFA 
lrradiation Services 
Mul tipurpose Reactor Center (PRSG) 
Di vision 0야rat i on Reactor 

3 lndones i a (1) BATAN 
Kawasan Puspiptek Gedung No. 31 , Serpong 15310 
Tangerang, lndonesia 
Tel ’ 62-21-7560908 , Fax: 62-21-7560573 
E-mail: kawkab41batan.go.id 
Ms. 암lai ronie Mohamed TAKIP 
Research off i cer 

4 ’\a laysia (2) 
Nuclear P。‘er Division 
Malaysian Nuclear Agency 
Bangi , 46000 Kajang, Selangor 
Malay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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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 Abdul Ouddoos Abu BAKAR 
R농search officer 
lndustrial Technology Division 
Plant Assessment Technology Groups 
Ma laysian Nlκlear Agency 
Block 29 , Bti/Pat Bangi 43000 Kajang , Selangor‘ 
Malaysia 
Tel: 6-03-89250510 , Fax: 6-03-89250907 
E-mail: quddoos@nuclearmalaysia.gov. my 
Ms. Rubina SH얘lE마 
Principal Sc ientist 
PINSTE(꺼 

P.O. Box Nilore , lslamabad, Pakistan 
Tel: 92-51-2207278 , Fax: 92-51-2208005 
E-mai 1 ‘ rshaheen‘>>p instech.org.pk 
Mr. Neil Raymund Diaz GUILLERMO 
Philippine Nuclear Research Institute 
Commonwealth Avenue , Diliman, Ouezon City 
Philippines 1100 
Tel: 63-2-9296011 , Fax: 63-2-9201646 

、

5 Paki stan (1) 

6 Philippine (1) 

E-mail: nrdguillermoipnri.dost.gov.ph. 
/ nrdgui 11 erDJO@y외100. com 

,/ IMS. Sirinart LAOHAROJANAPHAND 
Director 
Thailand Insti 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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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IThailand (2) 

8 I Vietnam (1) 

Ms. Sunan S애CHlT 

Nuclear Engineering 
Thailand lnsti tute of Nuclear Technology 
16 Vibhavadi Rangsit , Ladyao , Chatuchak, Bankok 
Thai land 10900 
Tel: 66-2-5967600 , Fax: 66-2-5620126 
E-mail: sω18.n_somchi tl>>)'삶100. com 
Mr. Thanh Minh TRAN 
Researcher 
Center for Applications of Nuclear Technique in Industry 
13 Dinh Tien Hoang, Da lat 
Vietnam 
Tel: 84-63-3552369 , Fax: 84-63-3553480 
E-mail: kthn_cn@hcm.vnn.vn I thanhminhkh없@y삶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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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 소요청벼 분답 

연수과정 수행율 위해 RCARO와 KAERI 원자력교육센터는 다읍과 같이 통 과정 수 

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분답하였다. 

。 RCARO : 27 ， 000천원 (전체의 63%) 

。 KAERI 양국 간 협력연계 인력양성사업 과제 16 ， 000천원(전체의 37%) 

。 총 43 ， 000천원 

아. 과쟁명가 및 기대효과 

과정 종료 시 8개국 훈련생이 작성한 설문서는 (1) 교육기간 및 운영의 효율성 ， 

(2) 교육묵적의 적합성 ， (3) 교육내용 및 교육자료의 질， (4) 실무 척용성(효과) , 

동 4개 항묵으로 구성되며 각 항목 마다 당 여러 개의 질문 총 30개로 구성되어 있 

다. 각 질문의 측정 스케일은 최고점이 5점， 최저점이 l점이다 훈련생이 작성한 

셜문서의 주요 항묶별 명가접수는 아래와 갈다. 

(1) 교육기간 및 운영의 효율생 4.9 

(2 ) 교육묵적의 적합성 4.9 

(3) 교육내용과 교육자료의 질 ’ 4.85 

(4 ) 실무 척용성(효과 4. 7 

훈련생이 훈련과정의 지숙과 우리나라와의 향후 협력 동에 대한 제안 사항은 아 

래와갈다. 

- 파키스탄 : 지숙척 추진 요망 륙히 냉중성자 설치 동 RRU 확대 계획과 다양 

한 분야의 방사선 이용기술 분야 협력 확대 필요 

- 중국 : 연구용원자로를 활용한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기술 분야 협력 

- 베트남 방사선 산업적 이용분야 측 cr , PGNAA 분야와 의료분야인 PET 분야 

협력 요망 

- 방글라데시 : 연구용원자로 및 방사선 이용기술 전 분야에 대한 한국과 의 

협력 확대 필요 

태국 태국원자력기술연구소의 연구용 원자로 활용과 방사선 이용 기술 개 

발 확대 계획에 한국의 기술개발 경험이 도용이 됨으로 지속적 과정 추진이 

필요함. 

- 인도네시아 : 연구용 원자로를 활용한 실리콘 도핑 기술에 대한 협력이 요망 

됨. 

- 말레이시아 : 방사선 산업척 이용분야 륙히 천자 법 가속기분야와 의료용 

PET분야에 협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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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 연구용원자로 해체 경험과 방사선 이용분야 정읍 연구소와의 협력 

이 필요합. 

8개국 훈련생 모두 설문 명가서에서 한국이 RCA 회원국의 연구용 원자로 활용과 

방사선 이용기술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훈련과정율 제공하여 주기를 희망하였으며. 

륙히 IAEA는 회원국의 인력양성율 위해 RRU와 방사선 이용 기술 모두률 다루는 훈 

련과쩡을 개최하지 않는다. 다만 RCA 과제 내에서 륙정 분야에 대한 훈련과정율 개 

최하고 있다. 그러묘로 RRU와 방사선 이용 기술 전반을 다루는 지역 간 훈련과정은 

틈새시장임으로 RCARO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협력하여 정규과정으로 개최하면 한국 

기술의 신뢰성과 투명성율 홍보하고 나아가 동 분야에 대한 해외 시장 진출의 기반 

확보에 크게 기여힐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통 과정율 2009년부터 2010년까지 개최 

하고 이후 동 분야를 세부 과정으로 나누어 1주 단위로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으로 판단된다. 통 과쩡율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률 요약하연 아래와 갈다. 

- RCA 회원국과 원자력 기술협력 증진 및 지역 내 원자력 이용개발 증진에 기 

여 

-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 이용기술 분야 기술 홍보와 시장진출 촉진. 

- 협력 증진율 롱한 친한(親.)인맥 활용과 상호 발션 확대. 

〈표 3.43> 베트남 원자력요원 Radwaste Treatment OJT 교과내용 

Training Course OJT in KAERI , Participant ‘ Mr. Nguyen Hoang 냐n 

Period : 2여)8. 4. 7 - 2008. 6. 6 ( 2 IDOI1 ths ) 
Training Institute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lnstitute 

Date Program Description Remarks 

4. 7(뼈n) 
Arrival at Incheon, 뻐ve from lncheon to KAERI 

KAERI 
lntr여uction of KAERI 

• ‘----------_._._-‘ • • •-_._ .. _--_. __ .- …‘ g 

4. 8(Tue) 
lntrαluction of Reseaπh activities of nuclear technologies in 

KAERI 
백탱ι→ • -_._-------_. __ .... _ .. _- • _.- --_._ .. _--_ .. _-_ .. _._._ ... _ .. _-_._ ... _ ..... _. __ ._ .. -._._ --_._. __ .. _--

4. 9(Wed) Free time 
General 
election --_._-_ ..... -.-•*‘ •• “ …“ “‘ … ‘ “… “ ‘ ’ .• ‘-. __ ._.-… _.--…… … ’‘’‘’……“ “‘.-.-…… 

Overview of Wor Id Nuclear lndustry Status & PπJSpect of Kore와1 

4.IO( Thu) Nucl ear Power KAERI 
Discussion 

… ………… … ‘ … …‘““ ‘ --,--,----._"---……‘ “·“ 
4.11 (Fri) ov양Vie'w qr 땐ioac낀Y은 W현S뺏~얻얻댄ted in띄ucl땐 뻗~_.p.l힌1t은←→ KAERI I 
4.12( Sat) Free time 뻐li뀔j 

-------_._. __ ._._-…… ‘ ……… ;… ‘• • i • ‘--.………---… -…_. -'-'-…,---- ‘… 

4.13(Sun) Free time Holiday 

4.14(Mon) 
Introductiα1 of rad-waste treatment tec비、。logy being studied in KAElU 

KHNP 
_. __ ._ .. _-_._---.'_ .• “ Y센i얀~.!:맺:씬월te tr<현tm’1t 팬"g!!Lin_"，맺P-- --• 

4.15(Tue) 
。、eπiew of mol ten salt oxidation (뼈) t따11101야g 

KI샌P 
A promising alternative to inci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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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rogram 1농scription 1 Remarks 

I Oveπiew of tþ)lten sal t oxidation (뼈) technology 4. 16(Wed) 1 ~:.' ...... ,.:_-::-: .. --;. -: .... : •• :-... .. : ':.-: ' . "--;:'.:::.= 때ERl 

1.-" :=.: .. ~ .. : ' J?연떤 of 땐땐11101밸쁘뱃은땐i，영 in 1엔탠! ....... - ..................... _ .. _._ .. _J.. • • -

1 Intr뼈.ICtion of rad- waste treatment technology beir핑 studied in 때ERI 1 
4. 17( Thu) 1 ι 1 KAERI 

I Visiti명 incineration facility 
H. __ • __ •• ____ • _________________ ' •• _'''_. __ ,_,,_ .. ___ .HH. ___ • __ • __ • __ • __ • _____ ._ •• ____ .•• ----‘ ••”‘• “ 

I Oveπiew of molten salt oxidation (뼈) t싫mology 4.18(Fri) I~. : .'.:'."，'::: --.... -. ~-: .. ~.::- ...... ,,-, ... - ...... = 1 KAERI 
IVisting~!SO research facility 

.4， .\9(Sa샤 lFree ti뻗 ••• •. H ..... _H ••• H ••• H ’‘ ” ‘ _ ............. __ .... L밴ιl떠y 
4.20(Sun ) 1 Free time 1 Ho I iday 

IStudy on treatment of wasteα，.exchange res i ns by ~ISO 
4 . 2J(뼈n ) 1 ::--. ... _ .. _. .... ..- .. - ......... _~ •.• _ ... - -. ,-- KAERI 

- 대i←얄!펜9뜨~Lp.멘-으낀 ex쁘ri맺lt~한 P!:~얄쁘_ ... • ••• ... _ .. 1.. 
대dιation of thermo- gravimetric analysis (TGA) 4. 22 (Tue) I -~ --:-:'-"_~: .... _. - ~ _ .. __ ..... --' •• '- , ._ .. , μERI 

낸뻗낀lce 1웬으〔쁘면 ion-ex면현뿔{탠si ns • •• _________ ...... 1. _ 
1 Perfor뼈κe of TGA of pure ion .. 얹char양 res뼈 at a heating rate of 

4. 23(Wed) μ 1 KAERI 
12.5 익tνmin 띠lder 0, 25% and 5OJO 
~-------------------------------←←-.-----------__ -+-___ _._1 

、 1 Travel (Daejeon • Gori) 
4 ， 24(까lU) I :.:-.~: ,---.-.... κOPEC 

~' - .: '~ .. -. l떤 i땐 헨→ 뻔한'!: .. JlO.!~!: .. p'!쁘 .... -.-.-.-.~-.-.-.--.-... --.. -.-.--.... L~.' -:-.,1 
‘ ITravel (Gori • Wolsung or Wooljin) 4. 25(Fri ) ‘ ，~~~ ~ "~.~_ .O .... ""'''''~.J '''I KOPEC 

•-:": : .. : .. :.J.~.i..~ 넌i.".g .. ~-" .. !~~.댈 으'r W，연~ • .L~낀맨으le현仁쁘we仁.p}.멘ι ....... _ ............. _._ .. _._ ... L .... : .•. --
4.26( Sat ) IFree time ‘ 1 Hol iday 
4 27(Sun) 1 Fræ time 1 Hol iday 

1 Perfor펴nce of TGA of pure ion-ex마킹1&e resins at a heating rate of 5 1 4. 28(Mon ) 1;;: '~'-'~_.': .-.... r- • . - .. - .•. -=- . • --.- - .. - .. _ ... = ._ .. _ •. - 1 KAERI 
1 'C/min 띠lder 0, 7f/!6 하xl 1001< 

4.29 (Tue ) 
Perfor뾰nce of TGA of pure ion .. exchar녕e πlS ins at a heating rate of 

KAERI 
7.5 ' C/min 아lder 0, 2f/!6 and 5OJO _ ... 까-------------------- •---- •-----••• __________ -4 _. _., _ .• ________ 1 

Performance of TGA of 마re lon-exc뼈I몽;e resins at a heating rate of 
KAERI 

17.5 'C/미in 띠xler 0, 7없 and 1아)< 
--------------•-•-•-_.•-----_._------IFree tμim뼈_e _ ... ___ . ___ ... __ ._ ... _____ ... J_ f벼뻐{야에q이li 엔벚，，:': -1 

Pe얀rfor뻐Iαx:e 。이f TGA of pure i on-exchange res ins at a heat ir핑 rate of 10 
KAERI 

。'C/min ωr농r 0, 25% and 5OJO 

뻐
 삐←
 테
 

% 

n
• 

낀
 

4 

5
} 

5 

5. 3(Sat) IFræ time - .( ν 1 HoI iday • • -"------_.-←→자 →--_._------_._---_._-----------←→(→------~_.~ •••---_.-‘ 
5. 4(Sun ) 1 Fræ tÌ me ~ ‘ ’ 1 Hol iday 

효윈뻐nUY뼈낀뻗_._._ ......... _ ............... _ ......... _ ........... __ .. _ ........ _ .................................. _._ ................. ..l 펜I i여ι1 
1 Perf야빼nce of TGA of 마re ion-exchar'lge resins at a heatir핑 rate of 10 1 5. 6(Tue) μ _ .. _. ~.~ r-- - ._ .• -'._-"'0- ----.- -- - "~y_' "o - _y- -~ ... " 1 KAERI 
I'C/min ωlder 0, 7앓 때 1001< 

5. 7(Wed ) 1 Review and analysis of TGA data 1 KAERI 
1 Perf，。π뼈nce of supplementary TGA experiments 5. 8(깨u ) 1: ,- - ::-.-:~- - - --r .... ~~_._-" -'-.--' ------- KAERl 
미'eri fication of TGA data 

1 Performaπ;e of suppl ementary 뼈 얹periments 
5 9(Frl) 「) | 뼈ERI 

내eri fication of TGA data 

5.11민현!JL~쁘인쁘. ______ . _______ H __ H _____ ~ ___ • ----“. __ . __ --1쁘딘엘 
5.11 (Sun) 1 Free time 1 Hol iday 

5 . 12(뻐n) IX!'"" J. i me ___ . ____ ._._ .. _._. __ ._. ___ ._. ____ ... __ ._. __ ... __ ._. __ .. ___ .... __ .L~ol i da~ 서 
1 Jo ining a trial burn of bench- scale ~ system for a treatment of l 5.13(Tue) 1 ......... "" - --.. -. --.. .... - .. -.--- -,- ... - .-. - .. --.--... -"1 얘ERI 

I waste ion-exci"lar1R;e resins 
1 Joinir핑 an operation of ~!SO system for a tr않tment of 때ste 

5.14( Wed) r: ‘ KAERI 
I lon-eXCnan2e reSlns 

5.15('깨ll .. LUoj띤r띨 힌_0，얻면ti면으rlkfP5X얀"!，，j땐낀O뺏l • • • • • • 옛ERι 
5. 16(Fri ) 1 Joining an operation of ~!SO system (띠ltinued) KAE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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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rogram 않scription I Remarks 

5.171팬~LH뻗 낀뻗 .... __ . • _ .•.••••..••••.• _....... • •.•.•. _ •..••..••• _ ...•.••.• . _ ....••.•. _ .•. _ •.•.•.••. .1.. .1앤낀때'1.. 
5. 18(Sun) 1 Free time 1 Holiday 

E맺(쁘".LL!!얻뺀-빼L뻗원펀만뺏 e뺏rlFFg1 뻗미F→←← • •••• ~• •• 1 • 앤뭔 
효-젠젠"U.l'면찢1생낀on ;뺏 반F딴힌F낀lof‘뼈le앤혼ri쁘ltal 뻗띤현-‘_ .. _. ____ -1 ___ ，언탠I→-

1→효.2 1댄헨Ll.，Jgirli센~. ~낀 'p，::，，~.r:한39?}9f 힌 p，::，，-，!띤연인. 0뜨- “ _._-- . __ .. • • __ •• _ •• _._ •••• __ ••• L .... 땐탠LI 
Travel (Daejeon • Cheonan) 

5.22(깨u) 1 Partic뼈tion in spri매 confe떼ce of Korea society of t야rma니 Hose。. I 비1i v 
.. _._._ ... _-----_. __ ._--←땐iron쁘탠tal 맺LnggrE------‘_._---_ ... _--_._---_. __ ._---••. __ .L_::'::~:"'_ 

1 Participation in the spot study Hose。5.23(Fri) I~-.--~-:_:::，~ =~._._- .. -.-- -r--_~---"， 
1 Travel (Cheonan • Daejeon) Univ 

-흐，.2~J원!J.L깐한~ ti쁘" ••• _ ...•...•..•...•••.••.•...••.•...••..•...••••..••..•..•.••.•.•..•••..•.••.•..•••. _ .••••..• _ ..•.•••...••.•.•. _J .... ~9.lJ쁘ι 
5.25(Sun) 1 Free time 1 Holi여y 

|αeπiew of recycl ing 밍X:I ∞lidification technology of waste sal ts 
5.26(뼈n) I :~-'，'~-" -- ---"---"'0 _.- -----;:~:-，:~: .. ---'--:~7: n ___ ---- KAERI 

1 Stu여 on property of a Li디 。r LiCl.KCl molten salt 
1 Visiting a lab for a separation of RE elements or Sr ar퍼 cs from a 5.27(Tue) I .. -: ... ~.~ .- ... - .. ~- .. -.. -.. - ... - ......... -- ..... - - 1 KAERI 
I waste salt ‘ 

Visitir멍 a lab for a solidi fication of nucl ide compounds or waste 
5. 28(Wed) 1 

salts 
KAERI 

ITravel (Daejeon • 이eongju) 
5.29(깨비 1 ~~:~7: ， ~~:7~:-.，. ___ =~=-=OC:-'_~'~ _____ __ ~ 1/ _ _____ .• 1- __ ___ '_L_ ! Gy，∞땅ju 

I.'::".=:.:'::':=:.L~한딘.~!P힌얀on꾀~은pE..!.낀!L~<>:땐펀뜨으f KOI땐 맨cle힌仁온9션은양 ••.. .1.=• ---1 

IParticipation in the spot studψ | 
5.30(Fri) 1 :..-.-.-:.~.~:~: •. :.:. - •• -n.-:;.-._-,---' 1 Gyeo땅ju 

L.::.:==~~:.~' .. LT면벤 낀뻗멧u~D뻗땐L .......... _. _ ........... :!. ................ _ ....... _. ←~ ___ .. _l-=~_==:~-=-
1_~，l.~~~)J~뼈 time 1 H이 i맺ι --t----------- ••• }•• ••. ι_ •• _._- •-_.-’} →~ → • • ••• ••• -'".-----.-------------1'---

6. J(Sun) 1 Fγee time 1 Hol i따y 
1 Discussion of 뼈o system for a treatment of radioactive wastes 

6. 2(뻐nU l KAERI . .::.: ... ~ ~ .. ::.:: JI앤땐a땐낀으f온표맞땐한땐n --- --- ------ --- -… 
6. 3(Tue) 1 Presentation of experiences obtair빼 in KAERI 、、 | 뼈ERI ,---_.-“------_ .. -._._- • •-_ .. _-_ ... _--- •••------- •• .. *.~_ .. ------_._-_. __ • •._ .. -•--"'-"--" 
펴-~!뺀Ll땐!띄 !얻뺨 _ .. _--_. __ ._--_._ .. _ ... _-_ ... _-_. __ .- ._ ..... __ ._-_. __ .. _. __ ._ .. _. __ . __ ... ~ .. _--- →갚 -- --1.-뺏멘
띄，_~!I멘 l.c<쁘폰턴현안한!연， ← _._ .. _._--_._---_..:!"_-••• •• - f - - • _ ••••• _ ••..•.•••.•• .1 • 땐탱LJ 
6 6 (Fri) 1 De며rt따-e. Incheon t。 벼001 • t 

x 
12. 빼트남 원자력요원 Radwaste Treatment OJT 과정 

가. 개최배정 및 근거 

2007년 한 • 베 원자력협력위원회에서는 우리 연구원에서 베트남 원자력위원회 

산하 연구원 1인에게 현장훈련을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 통 합의에 따라 원자력교 

육센터에서 수행 중인 ‘양국 간 협력 연계 원자력인력양성 지원 사업·과제에서 동 

현장훈련과정율 제공하였다 

나.과쩡묵객 

베트남 원자력위원회 산하 연구원에게 한국원자력연구원 핵주기공정 기술개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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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수행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처리기술에 대해 교육훈련율 제공하여 베트남과의 

원자력인력양성에 대한 협력율 강화한다 

다. 교육얼시 및 장소 

1 ) 교육일시 2008. 4.7 - 6. 6 (2개월 ) 

2) 교육장소 한국원자력연구원 핵주기공정기술개발부 

랴. 강사 빛 훈련생 

1 ) 강 사 핵주기공정기술개발부 양희철 박사 

2) 훈련생 Mr. Nguyen Hoang Lan, VAEC 산하 ITRRE 연구소 

마.교과내용 

베트남 OJT 훈련생에 대한 교과내용과 천제 일정은 아래 〈표 3.26)와 같다. 

[그립 3.35] 베트남 원자력요원 Radwaste Treatment OJT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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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4> 베트남 원자력요원 OJT 교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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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me 

4. 7(Mon) 

Program Description 

Arrival at lncheon, Move from Incheon to KAERI 
Introduction of KAERI 

Remarks 

KAERI 

I Introduction of Research activities of nuclear 4. 8(Tue) 1 1 ::.:;--:~:~~-: ~: ~;.:~~~- - ...... -- - . -------. 1 KAERI 
1 technologies in KAERI 

4. 9(Wed) Free time 

Overview of World Nuclear Industry 

4.10(Thu) Status & Prospect of Korean Nuclear Power 
DiscussÎon 

General 
election 

KAERI 

-----------…_._---_. __ .-“-'---"-'-"'---"-'--• • "---._--'---• {’--'-'-'--'.•_._ ._----•._._._-_ .. -
4. 1l(Fri) 

Overview of radioactive wastes generated in nuclear 
power plants 

KAERI 

」→→-_._----."---“- ‘--_... _-_. • .. _ .. _._----• -----‘----:--.. •-------_._-…{• ... •••• • _ .. _-•_.-1--_._. __ . __ _ 

4.12(Sat) 

4.13(Sun) 

4.14(Mon) 

4.15(Tue) 

/ 

Free time 

Free time 

lntroduction of rad.waste treatruent technology being 
studied in KAERI 

/ I Visiting rad.waste treatruent facility in KAERI 

Overview of molten salt oxidation (MSO) technology 
A promising alternative to incineration 

Holiday 

Holiday 

KHNP 

KHNP 

I---.. - .. -.---.- j .. - .. -.-.--.. - ...... +-.. ----........ -...... -... -.-........... ~._--←--，--，--_."-_._------→-----f--“，----← 

4.16(Wed) 
Overview of molten salt oxidation (MSO) technology 
Status of MSO technology being studied in KAERI 

KAERI 
-----------_._- ‘ • --,-"._._"-_. __ . __ ... _---_._ ... _---_._._-_. __ . ,._- ..... __ .• -._-----_ .. _. __ .-.-• • •------

4.17(πm) 

4. 1 8(Fri) 

4.19(Sal) 

4.20(Sun) 

Introduction of rad.waste treatruent technology being 
studied in KAERI KAERI 
Visiting incineration facility 

‘ “_ .. _._._. ~_._ ... _-_._.. “•} •“----_._._. -•_._--_ .. _._ .. -
Overview of molten salt oxidation (MSO) technology 
Visting MSO research facility 

Free time 

Fre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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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KAERI - UST 석 - 박사과갱 

KAERI-UST 석 · 박사과정은 2007년 베트남 대학과의 양해각서 체결에 이어 준비 

과정율 거치면서 2008년 최초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첨단 기술을 UST와 연계하여 

개발도상국 우수학생 또는 강사요원에게 제공한 장기 교육훈련프로그램이다. 통 과 

정운영에 대한 내용은 제2장 l절 2항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채 2 절 국채 원자력교육훈련과정 만족도 명가 

당해 연도에 운영한 각 국제과정에 대하여 과정참여자률 대상으로 설문을 하였 

다. 설문은 원자력연수원에서 준비한 표준 설문서률 사용하였으며 전체가 29개 항 

목으로 되어있다. 이중에서 밴 마지막 항폭은 해당 과정에 대한 총괄 명가를 하는 

것이다. 각 항묵은 5점 만점(접수가 를수혹 만혹도가 높음)으로 하여 접수률 주도 

록 하였다. 자세한 설문 결과는 (부록3)에 수록하였다. 

국제과정운영 생과률 천체척으로 보기위하여 각 과정의 총괄 명가 접수률 〈표 

3.27>에 정리하는 한연 총괄 명가검수의 분포를 [그림 3.10)에 제시하고 이어서 각 

설문 항목별 명균 점수 분포률 [그립 3.11]부터 [그럽 3 . 38) 에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수행과정 전체에 대한 명균은 4.5으로써 비교적 양호하게 나타났다. 

i 

~점 명균 만점 접수 기준) 과쩡명 

1. IAEA/ RCA Regional Training Course on Design and Qperation of 
4. 7 

Irradiations Facilities 
2. lAEA/ RCA Mid-Term Progress Review Meeting 

// 잣소· 서올 (6 th ICI 벗햇 개최 ) 

3. lAEA/ RCA Advanced Regional Training Course on Applications of 

Appropriate lAEA Too ls for Evaluation of Sustainable Energy 4. 4 

Development Strategies for Addressing Climate Change Issue 

4. IAEA Research Coordi nation 샤eeting 

5. lAEA/ RCA Regional Training Course on App li cation of Isot。야 

and Ge∞hemical Techniques to Surface Water - Ground water 4.6 

Interactions and Contaminant Transport 

6. World Nuclear Universi ty (W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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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명 명균 접수기준) 
(5정 만처 

7. IAEA Training Course on Safety Assessment and Verification for 
4. 5 

NucIear Reactors (EBP) 

8. IAEA Coordinated Research Project Meeting 

9. IAEA Training Workshop on Risk Management of NPP 

10. IAEA/KOICA Regiona1 Training Course on Nuclear Energy Policy. 
4.3 

Planning and Project Management 
11. KAERI/RCARO Regiona1 Training Course on Research Reactor 

4.8 
Utilization and Radiation Application Techno10gy 

12 베트남 연구원 OJT 활용 

13. KAERI Internationa1 Nuc1ear Academy Strategies for Addressing 

Climate Change Issue 

총팔명균 4.5 

‘ r I 
80 1 

55 

40 
‘오 

o o 5 
o l 

Persons 2 3 4 5 Scale 

[그럽 3.36] 총괄 명가점수의 분포 

60 

42 
40 

20 

o 
Yes N。

[그림 3.37] (1)총괄 명 가점수 항북별 분포(ls this the only Course that you 

have attende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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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80 

51 

40 

2 
0 

Yes N。

[그립 3.38] (2)총괄 명가접수의 항목별 분포(Did you receive your travel 

instructions/ air ticket well in advance?) 

140 

70 -
o 

o 
Yes 

7 

ss--.! 
떠쩔쩡 혔댔$섣rι':j ’ 

No ’ 
[그립 3. 39] (3)총괄 명가점수의 항북별 분포(Did you have problems or 

difficulties in applying for or receiving a proper visa?) 

'd 

140 

70 

z 
0 

Yes N。

[그립 3.4이 (4)총괄 명가접수의 항목별 분포 Did you receive 

instructions/ background documentation to attend the training course well 

in advance so that you could prepare yourself properly for this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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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5 Scale 

[그럼 3.41] (5)총괄 명가점수의 항북별 분포(I f yes , was it adequa te and 

did it help you to achieve more from the course?) 

100 
(Average 4.6) 

65 

50 

o 3 
0 

2 3 4 5 Scale 
」

[그립 3.42] (6)총팔 명가점수의 항목별 분포(How would you rate the overall 

administration of the course?) 

‘ 
다、 

• ‘ 

97 ι l 

/ 
I 

50 

/ 
‘ o 

o 
、 / Persons Yes N。

[그림 3.43] (7)총괄 평가점수의 항목별 분포(Were the aims and objectives of 

the course clearly explained and 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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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5 
Scale 

[그립 3.44) (8)총괄 명가점수의 항목별 분포{ lf yes. did the training 

objectives clearly tell you what was important to learn during the course? 

80 
(Averace 4.4) 

51 

40 -‘ l 

o 
o 

Persons 1 2 3 4 5 Scale 

[그립 3.45) (9)총괄 명가접수의 항목별 분포(How well did the training 

course meet its stated objectives?) 

r 

(Averace 4.4) 

40 

20 

o 
o 

Persons 2 3 4 5 Scale 

[그립 3.46] (1 0)총팔 명가접수의 항목별 분포(The Technical content of the 

course wa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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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Average 4.5) 

60 

o 6 

0 
Persons 1 2 3 4 5 Scale 

[그림 3.47] (1 1)총괄 명가접수의 항북별 분포(How relevant were the course 

topics to your work?) 

50 
(Average 4.3) 

25 = 

2 
o 
람얀맏] 2 3 4 5 Scale 

[그림 3.48] (1 2)총괄 명가점수의 항북별 분포(The qual j ty of the practical 

exercises , work cases or laboratory training at the course were: ) 

/ 

$Er 」fZ5rage 4 

40 

20 

0 3 
o 

Persons 1 2 3 4 5 Scale 

[그립 3.49] (1 3)총괄 명가접수의 항북별 분포{The overall course duration 

was sufficient to achieve the learning objectiv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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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Average 4.2) 

47 

o 
6 

o 
P e rs on s 2 3 4 5 Scale 

[그립 3.50] (1 4)총괄 명가점수의 항목별 분포(The ti me schedul ed f or each 

session/module was adequate: ) 

50 
(Average 3.4) 36 

25 

l o~ 
2 3 4 5 Scale 

[그립 3.51] (1 5)총괄 명가접수의 항목별 분포(Prior to the course , your 

knowledge of the subjects presented was: ) 

••- ‘ r 

60 
(Average 4.3) 

40 

20 

0 o 
o 

Persons 1 2 3 4 5 Scale 

[그립 3.52] (1 6)총팔 명가점수의 항북별 분포(After the course , your 

knowledge in these subjects impr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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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erage 4.4) 

40 

20 
o o 

[융 rsons 2 3 4 5 Scale 

[그립 3.53) (17)총괄 명가점수의 항목별 분포(course handouts were easi ly 

understood and of high quality:) 

100 
(Average 4.6) 

57 

’ i >‘

o 1 6 
o 

Persons 2 3 4 5 Scale 

[그립 3.54) (1 8)총괄 명가접수의 항목별 분포(Audio/Visual aides at the 

course were: ) 

[그립 3.55) (1 9)총괄 명가점수의 항몹멸 분포(The course facilities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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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Averace 4.6) 

80 

40 

o 
Persons 

o 4 

2 3 

61 

4 5 Scale 

52 

5 Scale 

[그립 3.58) (22)총촬 명 가접수의 항목별 분포(The course instructors 

demonstrated a thorough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their subje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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땀 (Average 4.4) 
45 

30 

o 

밴펀s 2 3 4 5 Scale 

[그립 3.59] (23)총괄 명가점수의 항북별 분포(The presentations at the 

course related theoretical knowledge [concepts to real life situations:) 

57 

50 

o 4 

0 

Pefsons 2 3 4 

[그럽 3.60] (24)총괄 명가점수의 항목별 분포(The guidance by training 

personnel during training was: ) 

"'""l -.. 
60 

(Average 4.4) 
49 

30 ~、

o o 
o 

Persons 2 3 4 5 Scale 

[그림 3.61] (25)총괄 명가접수의 항묵별 분포(How we l1 were your personal 

expectations of the course m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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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기 

(Average 4. 1) 

30 

2 
o 

Persons 2 3 4 5 Scale 

[그립 3.62] (26)총괄 명가접수의 항목별 분포(How capable do you feel in 

performing these tasks at your home facility?) 

[그립 3.63] (27)총팔 명가점수의 항목별 분포(The course will help your 

performance at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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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years 」

〔그립 3.64] (28)총괄 명 가접수의 항북별 분포(How often do you expect t。

apply what you learned during the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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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3 절 신규 개도국 기술지원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1. 추진배정 

한국의 원자력기술자럽에 개발도상국은 관심율 표명하고 향후 자국의 원전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한국과의 협력율 요청하고 있다 륙히 동남아， 아프 

리카， 중동 동의 개발도-'(j-국은 자국의 원전 도입을 위한 기반구축 축 정책수립， 법 

/제도 퉁 시스템구축， 인력 및 기술 확보에 한국의 원자력 정책과 경험율 하나로 

모텔로 간주하고 양국 간 원자력협력위원회를 통해 한국의 교육훈련지원율 요청하 

고 있다. 이에 따라 개발도상국과의 원자력 기술협력율 강화하고 원자력 시장진출 

의 기반 확대를 위해 우리나라가 지난 30년간 수행한 인력양성과 교육훈련 경험율 

바탕으로 개발도상국이 필요로 하는 훈련프로그램율 사전에 개발하여 향후 대상국 

과의 협력확대에 대비하여야 한다 

2. 중동 국가용 원자력교육훈련 프로그랩 개발 / 
아랍에미러트， 요르단， 이집트 둥 중동국가는 자국의 원자력발전소 도입에 필요 

한 인프라 개발율 위해 우리나라 정부，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인력양성분야에서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자력교육센터는 이툴 중통지 

역 국가률과의 인력양성분야에 협력이 확대될 것율 대비하여 우리나라 경험율 바탕 

으로 교육대상멸 15개 교육훈련과정과 커리클럽율 개발하였다. 

〈표 3.46> 중동국가용 원전 인프라개발 교육훈련프로그램 

교육대상 교육과정명 기간 인(인원) 비고 

정책결정자 
1. Workshop on Nuclear Policy for 

1주 10 
Hi방l-Level [농cision Makers 

2. Nuclear Power Poli cy. Planning and 
3주 20 Project Management 

충건판리자/ 
3. Fundamentals on Nuclear Engineering and 

3주 20 
System Technology 

기술자 4. Safety Analysis Review of Nuclear Power 
(중급 전문 Plant 

3주 20 
과정) 5. 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PSA) 

of Nuclear Power Plant 3주 20 

6. Safeguards on Nuclear ~1aterials 3주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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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육대상 :;;t 육과정명 기간 
인원 

비고 
(인) 

7. Economic Considerations and National 
3주 20 Energy Planning 

8. Feasibility Study of Advanced Nuclear 
3주 20 Power Reactor (SMART) 

9. Introducti on to Nuclear Engineering 2개월 10 

10. Nuclear Reactor Safety 2개월 10 

11. Nuclear Thermal-Hydraulics 2개월 10 

초급기술자 12. Health Physics and Radiation Protection 2개월 10 
(기초과청) 13. Introduction to System Technology of 

NPP 1개월 10 

14. Fundamentals on PSA l개월 10 

15. Introduction to Advanced Nuclear Power 
l개월 10 Reactor (51.1뼈T) 

[1. Workshop 00 Nuclear Policy for High- Level Decisioo Makers] 

(1) 교육주관 및 장소 : 한국원자력연구원， 국제원자력교육훈련생터(INTEC) 

(2 ) 기 간 1 주 

(3 ) 교육인원 : 정책결정자 5- l0명 

(4 ) 주요 교과내용 한국의 원자력 R&D, 산업 정책과 기술자립 경험율 원천 

사업 추진 예정 국가의 정책 결정자에게 제공 

Pl. Status of Nuclear R&D io Korea 

P2. Status of Nuclear Power Program in Korea 

P3. National Policy in Nuc 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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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c l ear Safety Regulation of Korea 

P9. Self-reliance of on NSSS Manufacturing 

Technical Visit to Nuclear R&D and Power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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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raining Course on Nuclear Power Policy. Planning and Project 

Manage.ent] 

(1) 교육주관 및 장소 한국원자력연구원， 국제원자력교육훈련센터(INTEC) 

(2) 기 간 3주 

(3) 교육인원 1 충견 관리자 20명 (초과 시 교육비 추가) 

(4) 주요 교과내용: 지난 30연간의 한국의 원자력발전 정책과 기술자립 경험， 륙히 

개도국으로서 성공척인 기술자립 추진의 사업관리 경험과 Know-How률 후발 개 

도국에게 전수. 

Module 1. Planning of Nuclear Power Program 

1.1 National policies of im∞r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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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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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ack-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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yste. 

Technolo양] 

(1) 교육주관 및 장소 한국원자력연구원， 국제원자력교육훈련센터(INT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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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 간 3주 

(3) 교육인원 중견 관리자 20명 (초과 시 교육비 추가) 

(4) 주요 교과내용 원전 사업 수행에 필요한 핵공학 기본 이론과 실제， 그러고 한 

국형 원자력발천소 (OPR 1.000)의 시스템 륙성에 관한 전문지식을 제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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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d띠e 2. System Technolo없 이 Nucl 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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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육주관 및 장소 : 한국원자력연구원， 국제원자력교육훈련센터(INTEC) 

(2 ) 기 간 3주 

(3) 교육인원 ’ 중견 관리자 20명 (초과 시 교육비 추가) 

(4) 주요 교과내용: 원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안전성 분석 기법율 중견 기술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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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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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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a!i ty Assurance program 

/ 

[5. Training Course on Probabilistic Safety Assess.ent (PSA) of Nuclear 

Power Plant] 

(1) 교육주관 및 장소 : 한국원자력연구원， 국제원자력교육훈련센터(INTEC) 

(2) 기 간 3주 

(3) 교육인원 : 층건 관리자 20명 (초과 시 교육비 추가) 

(4) 주요 교과내용 원자력발전소의 확롤론적 안천성 명가 기법을 원션 사업 추진 

예정국가의 충견 기술자/관리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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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A , document control , audit and internal review 

2.2 Probability , unavailability and unreliability 

2.3 Logic trees , event and fault tr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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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 Sources of radioactivities 

2. 5. lnitiating events , core damage states 

2, 6 Event sequence mode1ing, system re1iabi1ity modeling 

2. 7 Uncertainty and sensitivity ana1ysis 

2.8 Severe accident analysis 

2.9 Re1iabi1ity of structures 

~lodule 3. Appl ications 

3.1 Review of safety goa1s for ~~P 

3.2 Use of PSA in NPP design 

3.3 Use of PSA in NPP 。야ration， inspection 

3, 4 App1ication of PSA in nuclear waste disposal 

Module 4. Case Studies 

[6 . Training Course on Safeguards on Nuclear Materia1s] 

(1) 교육주관 및 장소 : 한국원자력연구원， 국제원자력교육훈련센터(INTEC) 

(2) 기 간 3주 

( 3) 교육인원 : 중견 관리자 20명 (초과 시 교육비 추가) 

(4 ) 주요 교과내용 원자력발전소의 핵물질 보장조치에 관한 천문 지식을 원전 사 

업추진 예정국가의 충건 기술자/관리자에게 제공함. 

Modu1e 1. Status and Requirements of Safeguards 

1.1 Concepts of safeguards 

1.2 Status of safeguards in the wor1d 

Module 2. Agreements and nationa1 1aw re1ated to safeguards 

2.1 NPT 

2.2 Safeguards agreements with lAEA 

2.3 Bi1atera1 agreements 

2.4 Atomic energy 1aws of Korea 

Module 3. Out1ine of Nuclear fuel Cyc1e re1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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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posa1 

Module 4. Methods princip1e of IAEA safeguards inspectio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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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lA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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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Faci 1 i ty 

Module 6. Safeguards Sub Agreement Code 10 

Module 7. Physical Protection 

Module 8. Computerized of Nuclear Fuel Material Accounting and 

Control 

[7. Econoaic Considerations and National Energy Planning] 

(1) 교육주관 및 장소 : 한국원자력연구원， 국제원자력교육훈련센터(INTEC) 

(2) 기 간 3주 

(3) 교육인원 : 충견 관리자 20명 (초과 시 교육비 추가) 

(4) 주요 교과내용 원자력발전소의 경제성 분석 기법과 국가 에너지 계획수립에 

관한 전문 지식율 원전 사업추진 예정국가의 중견 기술자/관리자에게 제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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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육주관 및 장소 : 한국원자력 연구원， 국제원자력교육훈련센터 (INTEC) 

(2 ) 기 간 4주 

(3) 교육인원 중견 관리자 20명 (초과 시 교육비 추가) 

(4 ) 주요 교과내용: 한국이 개발 충인 일체형 원자로 (해수 답수로. S뼈RT)의 도입 

타당생 연구에 관한 전문 지식과 기업， 잉MART 원자로의 설계륙성과 계통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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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 중통， 아프리카 지역의 도입 예정국가의 중견기술자/관리자에게 제공함. 

Module 1. Nuclear Policy and Status in Korea 

1.1 Nuclear energy and Development Po1icy 

1.2 Korean Loca1ization Policy and Experiences of 

Nuclear Technology 

1.3 Nuclear Regulation and Assessment 

1. 4 Advanced Power Reactor Deve10pment 

1.5 Advanced Nuclear Fuel Deve10pment 

Modu1e 2. Feasibi 1 i ty Study SMART Desa1 ination P1ant 

2.1 SMART Project Overview 

2.2 E1ectricity and Water System Analysis 

2.3 Technical Evaluation of SMART Desalination Plant 

2.4 Economic Evaluation of SMART Desalination P1ant 

2.5 Planning , Capital lnvestment and Financing 

2.7 Site Characteristics and Environmenta1 Aspects 

2.8 Pr。‘ject Management 

2.9 Non-proliferation Regime 

Module 3. Design Char‘acteristics and System and Technology of 

SMART Desalination P1ant 

3.1 Characteristics of 돼ART Design 

3.2 Core Thermal Hydraulic Design 

3.3 Digital Core Protection and Monitoring System 

3.4 Reactor Shie1ding Design 

3.5 Fluid System Design 

3.6 Water Chemistry and Corrosion Test 

3.7 Man/Machine lnterface Design 

3.8 Design Features of SMART Reactor Vessel Assembly 

3. 9 Main Coo1ant Pump Design 

3.10 Contr‘。 1 Element Drive Mechanism 

3.11 Steam Generator 

3.12 Performance and Safety Analysis 

3.13 Nuclear Desalination plant 

3. 14 P1ant Arrangement and Coupl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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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Experience of Desalination Plant 

Module 4. Technical Visit to Nuclear Power Related Organizations 

[9. Training Course on Introduction to Nuclear Engineering] 

(1) 교육주관 및 장소 : 한국원자력연구원， 국제원자력교육훈련센터(INTEC) 

(2) 기 간 2개월 

(3) 교육인원 ; 초급 기술자 10명 (초과 시 교육비 추가) 

(4) 주요 교과내용 원전 사업 추진 예정 국가의 초급 기술 인력에게 원천사업 수 

행에 필요한 기본 지식인 원자력 공학에 관한 전문 지식율 제공함， 

Module 1. Atomic and Nuclear Physics 

Module 2 lnte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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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육주관 및 장소 : 한국원자력연구원， 국제원자력교육훈련센터 (INTEC) 

(2 ) 기 간 2개월 

(3) 교육인원 : 초급 기술자 10명 (초과 시 교육비 추가) 

(4 ) 주요 교과내용 : 원전 사업 추진 예쩡 국가의 초급 기술 인력에게 원전사업 수 

행에 펠요한 원자로 안전에 관한 전문 지식율 제공함. 

Module 1. Basic Concepts of Nuclear Power Plant Safety 

Module 2 Safety lssues and Provision 

Module 3. Materials for Nuclear Safety 

Module 4. Thermal Hydraulics Safety 

Module 5. Radiation Doses from Nuclear Plants 

Module 6. Safety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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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u le 7. Reactor Accidents 

Modu le 8. Environmental Radiation Doses 

Module 9. Reactor Li censing 

Module 10. Governmenta l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11. Training Course on Nuclear Ther.al Hydraulics] 

(1) 교육주관 및 장소 한국원자력연구원， 국제원자력교육훈련센터(INTEC) 

(2 ) 기 간 2개월 

(3) 교육인원 초급 기술자 10명 (초과 시 교육비 추가) 

(4 ) 주요 교과내용 원천 사업 추진 예정 국가의 초급 기술 인력에게 원전사업 수 

행에 필요한 원자로 안전에 관한 전문 지식을 제공함. 

Modul e 1. Basic Thermal Hydrauli cs 

Modul e 2 Heat Transfer and Heat Exchange 

Modul e 3. Hea t Generation and Removal 

Modul e 4. Fluid Flow 

Modul e 5. Boiling Heat Transfer 

~odule 6. Thermal Design of a Reactor 

[12. Training Course on Health Physics and Radiation Protection] 

(1) 교육주관 및 장소 한국원자력연구원， 국제원자력교육훈련센터(INTEC) 

(2) 기 간 2개월 

(3) 교육인원 ‘ 초급 기술자 10명 (초과 시 교육비 추가) 

(4) 주요 교과내용 원전 사업 추진 예정 국가의 초급 기술 인력에게 원전사업 수 

행에 필요한 방사선 방호와 보건물리에 관한 천문 지식율 제공함. 

Module l. Basic Physics and Mathematics used in Radiation 

Protection 

Module 2. Interaction of Radi ation with Matter 

Module 3. Sources of Radiation 

Module 4. Quantities and Measurements 

Module 5. Biological Effects of Ionizing Radiation 

Modu l e 6. Principles for Radiation Protection and The 

International Framework 

Module 7. Regulatory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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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u1e 8. Assessment of External and 1nterna1 Exposures 

Module 9. Protection Against Occupational Exposure 

Modu1e 10. Medical Exposures in Diagnostic Radiology , 

Radiotherapy and Nuc1 ear Medicine 

Modu1e 11. Exposure of the Publ ic Due to Practices 

Module 12. 1ntervention in Situations of Chronic and Emergency 

Exposure 

[13. Introduction to Syste. Technology of Nuclear Power Plant] 

(1) 교육주관 및 장소 : 한국원자력연구원， 국제원자력교육훈련센터 (lNTEC) 

(2) 기 간 1개월 

(3) 교육인원 초급 기술자 10명 (초과 시 교육비 추가) 

(4) 주요 교과내용 원전 사업 추진 예정 국가의 초급 기술 인력에게 원천 시스템 

룩생과 기술 천반에 대한 전문 지식율 제공함. 

1. Overview of NPP system 

2. Core design and reactor shielding 

3. Reactor coolant system 

4. Main steam and feedwater system 

5. Chemical & vo1ume control system 

6. Safety injection & shutdown system 

7. Plant protection system 

8. Core protection calculator system 

9. Fue1 handling system 

10. Instrumentation & control system 

11. Plant monitoring system 

12. NSSS integrity monitoring system 

13. Human factor engineering and control room 

14. Component cooling water system 

15. Electrical system 

16. Turbine generator system 

17. Condensate system 

18. Radwaste management system 

- 174 -

/ 
/ 

/ 
/ 



[14. Fundamentals on Probabilistic Safety Assess.ent] 

(1) 교육주관 및 장소 한국원자력연구원， 국제원자력교육훈련센터(JNTEC) 

(2) 기 간 I개월 

(3) 교육인원 초급 기술자 10'정 (초과 시 교육비 추가) 

(4) 주요 교과내용 : 원전 사업 추진 예정 국가의 초급 기술 인력에게 원전 안전성 

및 신뢰도 향상에 필요한 확률론척 안전성 명가에 관한 기본 지식율 제공합. 

1. Scope. objectives. and defining PSA 

2. OA. document control. audit and internal review 

3. Boolean algebra. probability. unavailability and unreliability. 

probability distributions. uncertainty, failure models. reliability 

models. data 

4. Logic trees , event and fault trees 

5. Sources of radioactivity 

6. lni tiating events 

7. Core damage states 

8. Safety functions and systems 

9. Plant response and system requirements 

10. Event sequence modelling, event trees 

11. system reliability modelling. fault trees 

12. Human performance analysis. organizational factors 

13. Dependence assessment , component reliability models and 

data 

14. Evaluation and quantification. software 

15. Uncertainty and sensitivity analysis 

[15. lntroduction to Advanced Nuclear Power Reactor (SMART)] 

(1) 교육주관 및 장소 : 한국원자력연구원， 국제원자력교육훈련센터(INTEC) 

(2) 기 간 l개월 

(3) 교육인원 : 초급 기술자 10명 (초과 시 교육비 추가) 

(4) 주요 교과내용 : 원전 사업 추진 예정 국가의 초급 기술 인력에게 한국이 개발 

중인 해수답수화 원자로 (일체형， SMART) 륙성 과 시스템 기술 천반에 대한 지 

식율 제공함. 

1. Overview of SMART Technology 

- 175 -



2. Characteristics of SMART Design 

3. Core Thermal Hydraulic Design 

4. Digital Core Protection and Monitoring System 

5. Reactor Shielding Design 

6. Fluid System Design 

7. Water Chemistry and Corrosion Test 

8. Man/ Machine lnterface Design 

9. Design Features of SMART Reactor Vessel Assembly 

10. Main Coolant Pump Design 

11. Control Element Drive Mechanism 

12. Steam Generator 

13. Performance and Safety Ana lysis 

14. Nuclear Desalination plant 

15. Plant Arrangement and Coupling System 

16. Experience of Desalination Plant 

제 4 절 2009년 국재원자력교육훈련과정 추진 채획 

2009년도 IAEA , KOICA , RCARO 퉁 다자간 협 력 , 그러고 베트남 동 양국 간 협 력 

사업으로 왼자력교육센터가 개최 예갱인 국제원자력교육훈련과갱은 아래 〈표 

3 . 29)와 갈다. 

〈표 3.47) 2009년 국제원자력교육훈련과정 일정(안) 

2009 국제 원자력모육훈련 과갱 명 참가국 예인상윈 얼시 

1. WNU Nuclear Engl ish Course (한국) 15 
2.2-5 

(1주， 확갱) 
2. lAEA e-Training Course on MESSAGE Mbdel for Elaborating 

10 2 
2. 16-27 

Sustainable Energy Strategies (2주， 확갱) 
3. lAEA Technical Meeting on the Non-Electri c Applications 

24 30 
3.3-3.6 

。n Nuclear Energy (4입， 확갱) 
4. 1뻐A/RCA((RAS8/ I09) Final Progress 

10 16 
3. 16-20 

Revie‘샤eeting/Planning Mee ting of New Project (1추， 확쩡) 

5. lAEA Workshop on Radioecol。양 10 15 
4. 16- 17 

( 3일， 확정) 
6. Workshop on Concept Design of Nuclear Training System 

2 10 미갱 
(South Africa) (1주) 

- 176 -



2009 국제 원자력요육훈련 과갱 명 참가국 
예상 

일시 
인원 

7. ~uc l ear Power Policy and Technology for ASEAN+3 5 미정 
5월， 미정 
(!주) 

8. lAEA/ RCA Expert Meeting for Production of Training 
6.1 -5 

Modul es and Resources Materials on DIR and CT for 10 15 
(!주) Regi onal and National Use 

9. lnternational Workshop on Hi빼 Level 싸clear 
1 미정 

6월， 미정 
Dec ision-Makers for Vietnam (l주) 

10. WNU Summer Course (한국) 40 
7.6- 10 

(l주， 확정) 
11. lAEA Training Course on Sa fety Assessment and 

5 10 
7월 

Verification for Nuclear Reactors (EBP) (l주) 

12. lAEA/ RCA Regional Training Course on Mutation Breeding 
10 12 

8. 3-9 
Approaches to Improvi ng Disease Resistance (l주) 

13. lAEA/ KOICA Regional Train ing Course on Nuclear Energy 
10 15 

9. 3-23 
Pol icy. Planning and Project Management (3주) 

14. KAERI / RCARO Regiona l Training Course on Research 
10.12-23 Reactor Utilization and Radiation Application 8 12 
(2주) Technology 

15‘ Nuclear Power Policy and Regulation for ASEAN+3 5 미정 
11 월， 미정 

(l주) 
16. KAERl lnternationa1 Nuclear Academy 

l 3 
’ 08.3- 11. 2 

(Master Ph. 0 Course) ~‘、 (3년) 

Total 
“‘/ 

- 177 -



쩨 4 장 국쩌| 원자력교육훈련 인프라 구축 강화 

째 1 철 원자력 기술수출 영문교재개발 

1. 개발 배경 및 필요생 

원자력교육센터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연구를 중심으로 한 한국의 기슐율 관심 

국가틀에게 전수하는 국제 협력 활성화와 기술 수출 기반 강화률 위한 활통올 지원 

하기위하여 국제교육훈련율 추진해 오고 있다. 

체계척이고 국제수준이라고 인갱발을 수 있는 국제교육훈련을 위해서는 우리의 

기술올 바탕으로 한 보연생 있는 영문교재의 확보가 필수척 요소 이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원자력교육센터는 원자력발견자립기술을 바탕으로 한 영문 

교재 (Nuclear Power Project: Policy and Korean Experience , 2002)를 발간하여 

많은 국제교육과정 협력 협의 및 수행에 기본 자료로 유억하게 활용해 오고 있으 

며 , 단계척으로 주요 관심 분야률에 대하여 영문교재률 발간힐 계획율 하고 있다. 

연구용 원자로 분야는 그 동안 우리의 기술을 바탕으로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국제교육훈련을 많이 수행하였고 항후에도 개발도상국률로부터 지속적인 수용가 예 

상되는 분야이다. 륙히 최근에는 하나로 기술올 홍보하기위한 KOICA 과정 개최롤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본 분야에 대한 영문교재 발간필요성이 기술부서 

와 교육훈련 부서 실무자들 간에 간혈적으로 언급되어 왔다 

따라서 연구용 원자로 분야에 대한 체계척이고 국제수준이라고 인쩡받올 수 있 

는， 우리의 기술 (하나로 기술)을 바탕으로 한 보편성 있는 영문교재를 발간하여 l 

다양한 해외 기술 전수 및 수출을 위한 대"*'국 요원 교육훈련의 기본 교재로 활용 

힐 필요가 있다. 

2. 게빨 북척 빛 내용 

가. 게발 북척 

본 교재 개발의 북적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실시하는 연구용 원자로 설계-운영 

및 이용에 대한 각종 국제교육훈련 기본교재로 사용하는 것이다. 또한 본 교재는 

국제협력자원에서의 우리나라의 기슐흥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178 -



나. 게발 내용 및 집필진 

본 교재는 연구용원자로 관련 기술율 전반적으로 다루되 하나로 관련 기술 중심 

으로 기술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방침 하에 관련 하나로 관련 기술부서와 협의하여 

기술 분야 및 각 분야별 집필자률 〈표 4.1>과 같이 선정하였다 

〈표 4.48> 연구용 원자로 기술 관련 영문교재 분야 및 집필자 

분야 집필 답당 예상분랑 

1. lntroduction to Research Reactor 전영진 40쭉 

1[. Design of Research Reactor 
f 박철 30쭉 

111. ~lanagement of Research Reactor 임인철 30쭉 

IV. Neutron Beam Applications 이창회 30쪽 

V. Nuclear Fuel and Materials Irradiation 김용구 30쭉 

VI. Radioisot。야 Production 한현수 30쭉 

VII. Neutron Activation Analysis 정용삼 35쪽 

VIII. Other Applications 전병진 30쭉 

IX. Decommissioning of Research Reactor 박진호 40쭉 

3. 채발 철차/일갱 빛 내용 

가. 게발 철차 빛 얼쟁 

본 교재의 개발은 기술될 분야와 분야별 집필자를 결정하여 원고률 작생하도록 

하였다- 이률 위하여 원고작성 지침율 만률어 제시하였다. 작성된 원고에 대하여 

강수자에게 의뢰하여 영문 및 내용율 감수를 받았다 감수 받은 내용은 해탕 집필 

자틀이 검토하고 필요한 보완을 하였다. 이 작업은 여러 번 반북 되었다. 이 과정 

에서 집필 진도를 점검하고 분야 간의 내용율 조율하기 위하여 점검회의률 3회 개 

최하였다. 최종척으로 작생된 원고를 취합하고 연집하여 가제본왼 교재률 생산하였 

다. 이에 대한 추진절차를 요약하면 다융과 같다 ( [그립 4. 1] 참조) 

- 개발의 펠요생， 북표 빛 내용 퉁율 정의하고 각 분야 별 집필자를 션정 (위에서 

언급한 사항임). 

- 일차 적인 집필자 회의를 흉한 기본 안 확정 

- 내부 결재 및 집필의뢰 (기준과정 및 집필 기준 포함) 

- 분야별 원고 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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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집필진도 점검 회의 : 분야별 진도 점검 및 일정 계획 

- 분야별 원고 집필， 감수， 연집 및 가제본(1) 생산 

- 제2차 집필진도 점검 회의: 분야별 진도 첨검 및 일정 계획， 분야별 내용， 그리 

고 내용 롱러 퉁 논의 

분야별 원고 집휠， 갑수， 편집 및 가제본(2) 생산 

- 제3차 집필진도 점검회의’ 분야별 내용， 분야 간 균형 및 조화， 그러고 용어 빛 

도표품질퉁논의 

분야별 원고 집필， 갑수， 및 총괄 연집 

- 당해 연도 최종 가제본(3) 생산 

2 3 4 5 6 

기의 

혐의 

염월의료 L...d 

7 

u ’ 

/、 1 1 1 징필 

• 

8 9 10 11 

| / / 

[그럽 4.65] 연구용원자로 기술관련 영문교재 개발 추진 일정 

나. 집펠 기준 제시률 위한 기준과쟁 구상 

12 

인쇄 

집필자률과의 일차척 회의률 한 결과 분야별 내용의 심도 및 분량율 가륨하기위 

한 기준 안율 제시해 달라는 요구에 따라 〈표 4.2>와 갈은 기준교육훈련과정 안을 

구상하여 제시하였다. 

〈표 4.49> 기준교육훈련과정 안 

원자로 (하나로) 기술 협력/수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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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대상국에케 하나로 관련기술율 총펼척으로 소개 

나 수강 대상 및 수준 

lAEA RCA 회원국 또는 기타지역 회원국에서 연구용 원자로 운영과 이용기술 분야 

에 종사하는 충견 인으로 

연구용 원자로 도입 퉁의 정책 답당자 

- 연구용 원자로 운영.관리자 

연구용 원자로 활용 방사션 이용기술 분야 3년 이상 경력자 

- 연구용원자로 활용분야 또는 기술 책임자 

다. 교육기간 및 내용 

기간 2주 

- 내용: 강의， 발표， 토의， 시설 방문 동으로 구성되며 과몹과 시간은 아래와 같 

다. 

• 개강식 (1 unit) 

• 우리나라 원자력산업 현황 (1 unit) 

• 원자력연구원의 기술개발 현황 (I unit) 

우리나라 연구용원자로 관련 규제 및 핵물질 통제 (I unit) 

• 연구용원자로 개요 (2 unit) 

• 연구용원자로 셜계 (2 unit) 

• 연구용원자로 운영. 관리 (2 unit) 

• 충성자 빔 이용 (2 unit) 

• 핵재료 조사시험 (2 unit) 

• 동위원소 생산 (2 unit) 

• NAA (2 uni t ) 

• 기타 이용 (2 unit) 

• 연구용원자로 해체 (2 unit) 

• 하나로 건설 경험 (I unit) 

• 하나로 핵연료 개발 (I unit) 

• 참석자 발표 빛 토의 (2 unit) 

• 우리나라의 동위원소 및 방사선 이용 현황 (I unit) 

• 시설방문 (하나로) (2 unit) 

• 시설방문 (정읍) (4 unit) 

• 시설방문 (의학원) (4 unit) 

명가 및 종강 (I unit) 

총계 (38 unit) 

- 181 -



라 기본 교재 활용 연수과정 (예시) 

- KOlCA 정부 캐도국 기술지원 연수과정 (3주) 

- IAEA RCA 연구용 원자로 관련 연수과정 ( 1주 ) 

- 개도국 연구용 원자로 관련 정책 담당자 워크숍 (J주) 

- 개도국 연구용원자로 설계 (수출) 연수과정 (2주) 

다. 집펠기준 

o 심도 빛 분량 

- 심도 빛 분량은 첨부 2를 참조하며， 상기 기준과정 내용 충에서 보조적인 분야 

는 캉의 만 하는 것으로 보고 연구용원자로 기술 분야에 국한하여 교재률 발간 

할 경우 위의 〈표 4 .2>와 잡이 분야별로 명균하여 2 units (90분 기준) 정도의 

강의 분량이 예상됨. 

- 분야별 륙성에 따라 실제 수행될 강의 분량은 조정되어야 힐 것이며 이로 인한 

차이는 보조적인 분야 강의 연성에서 홉수 힐 수 있율 것임. 

- 제시된 원고분량은 기춘을 제시하기위한 업의 추정치이며 이 또한 해당 집필자 

의 제안에 따라 조정될 것이며， 실제 집필 과정에서 분량이 달라 질 수 있융. 

。 일반 집펠기준 

작 생 S/W MS-Word 

글 자 체 Times New Roman 

글자 크기 : 제목 13pt, 본문 l1 pt / 
줄 간 격 1출(기본) 

상·하 여백 : 위쭉 3.5cm, 아래쭉 3cm( 기본) 

좌·우 여백 왼쭉 3cm, 오른쭉 3cm( 기본) 

내용 서식 : 북차제묵의 단락을 화측 윤단에 맞춤 

(예 [그립 4.21 샘플 참조) 

1. Reactor Coo\ant Syste.(굵게 ) 

1. 1 소재폭 

1. 1. 1 소제목 

표 제목 표의 상단중앙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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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제묵 : 그럼의 하단 중앙에 위치 

o 융러기준 자료 

윤리 기준 자료는 과학기술부 발간 “실천영구훈러” 책자의 해당 부분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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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4.66] 원고 집필 기준 예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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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럽 4.67] 원고 집필 기준 예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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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필 및 연집 고려사항 

내용의 정확성/타탕성 

- 논리 체계 빛 설명 방식의 일관성 

- 하나로 경험의 명시 

내용의 충북성 또는 미비생 

- 표현의 명확성 ， 오자， 탈자， Format (여백， 글씨 크기， 간격 퉁) 

기호 통일 (각 장별) 및 약어 (약어 목륙 첨부) 

- 그럽의 션명도 빛 색상 (선택적 칼라 인쇄 고려) 

4. 개발 컬과 

본 영문교재 개발율 롱하여 외형적으로는 완성된 약 400 페이지 분량의 A4 사이 

즈 단행본 (가제본)율 생산하였다 ( [그럽 4.4] 참조)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표 

4.3>에 제시한 바와 갈다. 

Research Reactor 
Design, Management and Utilization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그립 4.68] 연구용원자로 기술관련 영문교재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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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0) 연구용원자로 기술관련 영문교재 세부 내용 

Contents 

Fore .. ord 

1. Introduction to Research Reactor 
1. 1ntroduct i on 
2. Research reactor as neutron source 

2.1 Comparison of reactors 
2.2 Neutron sources 

3. Application of research reactors 
3.1 Neutron beam applications 
3.2 Nuclear fuel and material irradiation 
3.3 Radioisot。야 production 
3.4 Neutron activation analysis 
3.5 Neutron transmutation doping 
3.6 Track etching applications 
3.7 De fect creation in crystals 
3.8 Medical applications 
3.9 Nuclear data generation 
3.10 Positron beam source 
3.11 Education 뻐d training 

4. Classification of research reactors 
4. 1 General 
4.2 Critical and subcritical assemblies 
4.3 Low power research reactors 
4.4 High power research reactors 

5. Status of research reactors worldwide 
6. Research reactors in Korea 

6. 1 History of Korean research reactors 
6.2 TRIGA Mk-ll 
6.3 TR1GA Mk-1II 
6.4 AGN-201 
6.5 HANARO 

References 

11. Design of Research Reactor 
1. lntroduct ion 
2. Characteristics of research reactors 

2.1 Different design characteristics of research and power reactors 
2.2 Overall features of research reactors 

3. Design characteristics of the major systems of research reactors 
3.1 Reactor and pool 
3.2 F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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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Reactor cooling system 
3.4 Reactor control and protection system 
3.5 Reactor building (Confinement/Containment) 
3.6 Engineered safety features 
3. 7 Electrical system 
3.8 lrradiation holes for experiments 

4. Des ign process 
4.1 Plant design process 
4.2 Reactor core design process 

References 

111. Management of Research Reactor 
1. Research reactor 。야ration 

1. 1 0야rating organization 
1.2 Core management and fuel 뼈ldl ing 
1. 30야ra t i ng procedure 

2. Research reactor maintenance 
2.1 Organization for maintenance 
2.2 Overview of maintenance , periodic testing and inspection 
2.3 Program for maintenance , periodic testing and inspection 
2.4 Procedure and administrative controls 

3. Radiological safety control 
3. 1 General considerations 
3.2 Sa fety requirements in HANARO design 
3.3 Radiation protection for workers 
3.4 Radiation sources 
3.5 Design of radiation protection 
3.6 Dose assessment 
3.7 Control program of radiation safety 

4. Radioactive waste 뼈nagement 

4. 1 General considerations 
4.2 Liquid waste management system 
4.3 Gaseous waste management system 
4.4 Solid waste manage따ent system 
4.5 Radiation monitoring/sampling of effluent 

5. Education and training of 0야rators 

5. 1 General considerations 
5‘ 2 Nature of the training 
5.3 Effectiveness of training programs 
5.4 Initial training programs 
5.5 Training of 。야rating personnel 
5.6 Qualification 
5.7 Continuing training and requalification 
5.8 Knowledge management and succession planning 

6. Management of users 
6.1 User expectations 
6.2 Reactor scheduling 
6.3 Information required for safe 야rformance of u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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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Cooperation between users and operators 
7. Safety management 려ld communication with regulatory body 

7.1 8afety management 
7.2 Communication wi th regulators 

8. Public relations 
8.1 General 
8.2 Visits 
8.3 lnternal communication 
8.4 External communication 
8.5 Continuity and consistency 

References 

IV. Neutron Beaa Applications 
1. Basic understanding of neutron beam application in research reactors 
1.1 Characteristics of neutron source 
1. 2 π)eory of neutron scatterìng 

2. Instrumentation of neutron beam application 
2.1 lntroduction 
2.2 Design of neutron instruments 
2.3 Technical and practical considerations 

3. Applications 
3.1 lntroduction 
3.2. Neutron diffraction: powder and single crystal diffraction 
3.3 8mall angle neutron scattering 
3.4 Neutron reflectometry 

References 

V. Nuclear Fuel and Materials Irradiation 
1. lntroduction 
2. Irradiation devices for fuels and materials irradiation test in some 

research reactors 
2.1 lrradiation Devices in ATR , U8 
2.2 lrradiation Devicesin OSlRIS , France 
2.3 lrradiation Devices in HFR, Netherlands 
2.4 lrradiation Devices in HBWR , Norway 
2.5 lrradiation 않vices in JMTR , Japan 
2.6 Irradiation Devices in BR2, Be lgium 

3. Nuclear Fuel and materials test holes at HANARO 
4. Nuclear fuel and materials irradiation devices in HAHARO 

4. 1 Capsules 
4.2 Fuel test loop 

5. Post irradiation examination and irradiated materials examìnation 
facilities (IMEF and PIEF) in KAERI 

References 

VI. Radioisotope Production Utilizing HANARO 
1. Introduction to radioisotope production utilizing reactors 
2. Production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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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Reactors 
2.2. Neutron irradiation tools in HANARO 
2.3. Facilities for radio i sot。야 processing 

3. Nuclear reaction for radionuclide production in reactor 
3. 1. (n. gamma) reaction 
3.2. (n. p). (n. al pha) reaction 
3.3. Reaction followed by beta decay 
3.4. Generator system 
3.5. Fission reaction 
3.6. Szilard-Chalmers Process 
3.7. Successive (n. gamma) reactions 

4.Neutron Irradiation 
4‘ l ‘ α，oice of target materia l 
4.2. Preparation of target contai ner for irradiation 
4.3. Process of target preparation 
4.4. Calculation of activation yield 
4.5. lrradiation process at HANARO 

5. Chemical process and source fabrication 
5.1 Chemical Process 
5.2 Source fabrication 

6.control 
6.1 Physicochemica l quality control 
6.2Biological quality control 
6.3 Quality contro l for sealed sources 

7. Packing and transportation of radioisoto야S 

7.1 Transport regu lations 
7.2 Types of packages 
7.3 Categories of packages 
7.4 Shipping documents 

References 

VII. Neutron Ac tiva tion Ana lys is 
1. lntroduct ion 
2. Principle of neutron activation analysis 

2. 1 NAA methods 
2.2 Neutrons and nuclear reaction 
2.3 않cay and production of radioactive materials 
2.4 Ouantitative activation rate with neutron 
2.5 Characteristics of NAA 

3. Facilities and instruments for NAA 
3.1 lrradiation facility 
3.2 Characteristics of the irradiation sites 
3.3 Gamma-ray measurement system 
3.4 Prompt gamma ray neutron activation analysis (PGNAA) 
3.5 Delayed neutron counting system for DNAA 

4. Analytical proc혀ure for NAA 
4.1 Work plan 
4.2 Sampling and sample prep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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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Sample irradiation and decay 
4.4 Gamma ray measurement 
4.5 Data treatment 

5. Analytical quality system 
5.1 Measurement uncertainty 
5.2 Quality control and assurance 
5.3 Radiation protection 

6. Applications 
6.1 Geological science 
6.2 Environmental sciences 
6.3 Life sciences 
6.4 Material sciences 
6.50thers 
6.6 Analytical support and technical cooperation 

References 

VIII. Other Applications 
1. Neutron transmutation doping 

1. 1 General 
1.2 Technical points of the NTD 
1.3 NTD experience at HANARO 

2. Track etching applications 
2.1 General 
2.2 Dating 
2.3 Detection of fission materials 
2.4 Production of track-etched membrane 
2.5 Experience at HANARO 

3. De fect creation in crystals 
3.1 General 
3.2 Gem coloration 
3.3 Shortening switching ti 따e of power devices 
3.4 lmprovement of hi영1 tem야rature super conductor 
3.5 Experience at HANARO 

4. Medical applications 
4.1 General 
4. 2 Exper i ence a t HANARO 

5. Nuclear data generation 
6. Positron beam source 
7. Education and training 

/ 

7.1 S∞pe and elements of education 삐d training 
7.2 Education and training for university students 
7.3 Education 뻐d training for professional 

References 

IX. Deco •• issioning of Research Reactor 
1. lntroduction 
2. αlaracterization 

2.1 Facility character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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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Radiological characterization 
3. Decommissioning Planning 

3.1 Time of planning 
3.2 Sa fety assessment 
3. 3 Decommissioning plan 

4. Decontamination 
4.1 De finitions and purposes 
4.2 Decontamination processes and selection 
4.3. Decontamination of metal 
4.4 Decontamination of concrete 

5. Dismantling activities 
5.1 General consideration on dismantling 
5.2 ’‘etal cutting 
5 ‘ 3 Concrete cutting 
5.4 Under-water cutting 
5.5 Remote dismantling of KRR-2 

6. Waste management 
6.1 Classification of wastes 
6.2 Waste processing plan 
6 ‘ 3 Release from regulation and reuse 

7. Residual radioactivity assessment 
7.1 Release criteria of sites 

7.2 Overview of MARSSIM 
7‘ 3 Measurement techniques 

References 

Acronyms 
List of Contributors 

5. 향후 체획 

본 영문교재 개발율 롱하여 당해 연도에는 외형적으로 완성된 형태의 가제본율 

생산하였다 그러나 내용척으로는 보완해야할 사항률이 있고 추가척인 총괄척인 검 

토가 필요하며 인용된 도표 및 내용률에 대한 허가를 받는 동의 일률이 필요하다. 

또한 최종척으로 연집하여 발간하는 일률이 남아 있다 

본 교재가 계획대로 발간되면 원자력연구원이 수행하는 연구용원자로 분야 국제 

교육훈련에 교재로 사용될 것이며， 국제협력 분야에서도 한국의 자립기술을 홍보하 

는 충요한 자료로 사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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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2 철 영문 사이버교육자료 개발 

원자력교육센터에서는 금년에 개최한 국제과정 중 2008 세계원자력대학 하계 과 

정을 비롯한 5개 과정을 VOD(Video on Demand) 형태로 46개 과북율 제작하였다 

1. 2008 세체원자력대학 하계과청 

사이버 컨벤츠로 개발한 16개 과묵의 장의 제몹과 강사명은 표와 갈으며， 현재 

원자력교육센터 “사이버 강의” 메뉴률 이용하여 온라인 수강이 가능토록 설치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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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럽 4.69] 원자력교육센터 웹사이트 내 교육자료 묵혹 

- 192 -



2. 2008 I AEA/KOICA 과청 

본 과정은 VOD 제작 중에 읍항기기 오작통 및 발표자의 PPT 형태의 교재 미준비 

와 발표자의 제작 거부로 인하여 5개 과북만 제작하였으며 제작된 교육자료 북록은 

아래 〈표 4.4> 와 같다. 

〈표 4.51 > lAEA /KOICA 과정 교육자료 목록 

No. Sllbject Lecturer Remarks 

l 
The Role of IAEA to Sllpport an [ntrodllction of 

Jllhn, Poong Ei 1 
Nllclear Power 

2 
Introduc tion of Financing Arrangement for Nuc lear‘ 

αla ， Hyllng Bum 
Power Project 

3 Radiation Protection () ‘ Lee , Jai Ki 

4 Nllclear Fllel Cycle Ki m, Si Hwan 

5 Nlletron Beam Applicat ions Lee, Chang Hee 

3. KAERI /RCARO Regional Training iorkshop on Research Reactor 

Utilization and Rad i ation Application Technology 과정 

본과정은 13과북에 대한 VOD률 제작 했으며 제작된 교육자료 북혹은 아래 표와 

갈다-

〈표 4.52> KAERIIRCARO Regiona l Training Workshop on Research Reactor 

Utilization and Radiation Application Techno l ogy 과정 교육자료 북록 

No . Sllbject Lecturer Remarks 

l Int ’ 1 C∞peration Activities and RCAR。 K. S. Yllm 

2 Nuc lear R&D Act iv i ties in Korea H. J. Ki m 

3 Dverview of Research Reactor Utilization B. J. Juhn 

4 。‘:>eration 뻐d Maintenance of Research Reactor I. C. Li m 

5 Radioisotope Production H. S. Han 

6 lrradiation te5t of Nuclear Materials B. K. Kim 

7 Experi ences on Constrllction of R. R. C. W. Choi 

8 Decommissioning of Research Reactor J . H. Park 

9 Devlepment of Nllclear Medicine S. J. 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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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Subject Lecturer Remarks 

10 Application of RT in Food lndustries J. W. Lee 

11 
Radiation Processing for JX) lymeric materials and 

J. H. Shin 
its Industrial applications 

12 Radiation applicatiα1 for Environmental Conservation M. J. Lee 

13 Development of Radiation Detector J. H. Ha 

4. 핵융합 천문인력 양성/개발 방안 수럽율 위한 Workshop 

본 과정은 Workshop 과정율 VOÐ 형태로 제작하였으며， 륙히 때낼토의 과정율 포 

함하여 6개 과몹율 제작하였다. 제작된 교육자료 목륙은 아래 〈표 4.6>과 같다 

〈표 4.53> 핵융합 전문인력 양성/개발 방안 수럽올 위한 Workshop 교육자료 폭록 

No. Subject Lecturer Re뼈rks 

핵융합 전문인력 앙생 추진방안 기획연구과제 개요 민병주 

2 항공우주 분야 전문인력 양성 사례 채연석 / 
3 핵융합인력현황과 미래인력 육성방향(국내외) 조무현 

4 핵용함에너지 기술개발 현황 및 전망 권변 

5 원자력 기술개발과 핵융합 인력양성 / 장종화 

6 돼낼토의 
μ/ 초무현j 권연， 정규션，황용석 

5. 방사능 빵:;t1 교육 과쩡 

본 과정은 연구원 방재요원율 원격교육하기 위하여 제작했으며， 원자력시썰 화 

재진압 퉁 6개 과묵으로 제작된 교육자료 묵록은 아래 〈표 4.7>과 같다. 

〈표 4.54> 방사농 방재 교육 과정 교육자료 북록 

No. Subject Lecturer Remarks 

원자력시설 화재진압 강병위 

2 방사능방재대잭법 김종수 

3 방사션 사고사례 김종수 

4 방사션원항산출 및 명가 이관엽 

5 방사선 보호조치(직원&주민보호) 이총태 

6 방사선비상계획 및 절차서 주요 개정사항 이판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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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3 절 국채 원자력교육훈련 교재편찬 

당해 연도에 137>> 국제과정율 운영합과 동시에， 각 과정에 해당하는 영문교재를 

9연 연찬하였으며， 연찬된 과정의 북혹과 교재 사진은 아래 [그립 4.6] 과 〈표 4.8> 

과갈다. 

[그립 4.70] 영문 교재 연찬 

〈표 4.55> 2008년 원자력교육센터 국제 교육훈련과정 일정 

과정명 교재형태 

1. 1AEA/RCA Regional Training Course 。n Design and O야ration 。f
바인더 ICD lrradiations Facilities 

2. 1 AEAI RCA M i d -T erm Progress Rev i ew Mee t i ng CD 

3. 1AEA/RCA Advanced Regional Training Course on Appl ications of 
Appropri a te lAEA Tools for Eval ‘Jation 。f Sustainable Energy 바인더 ICD 
Development Strategies for Addressing Climate Change Issue 

4. lAEA Research C∞rdination Meeting 바인더 ICD 

5.1AEA/ RCA Regional Training Course on Application of Isot。야 and 
바인더 ICD Geochemical Techniques to Surface Water - Ground water 1nter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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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Contaminant Transport 

6. World 씨Jclear University (WNU) 

7.IAEA Training Course on Safety Assessment and Verification for 
Nuclear Reactors (EBP) 

8.IAEA Coordinated Research Project Meeting 

9.IAEA/KOICA Regional Training Course 。n Nuclear Energy 
Planning and Project 뼈쩌gement 

총 9개 과정. 9 바인더. 10 CD 

/ 
/ 

/ 

I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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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4 절 국재 원자력교육훈련 장비 빛 시설 개선 

l. 국채원자력교육훈련센터 운영 실척 

국제원자력교육훈련센터가 2002년도에 개관하여 7년차를 맞이한 2008년에도 원 

자력연구원에서 실시하는 각종 훈련과정， 워크숍， 세미나， 회의 퉁 국내， 국제행사 

뿐만 아니라 외부기관으로 원자력관련 기관， 대학교 및 대덕벤처기업 퉁에 개방하 

여 각 종 회의를 척극척인 유치활동율 함으로서 2008년도에는 lAEA 지역간 훈련과 

정， 워크숍 퉁 492회의 각종 국내 ·외 행사률 유치하였으며， 행사참가자 및 관련자 

4 ， 262명이 루숙하는 실적율 이루었다. 자세한 운영실적은 〈표 4.9)과 〈표 4.10)와 

갈다. 

〈표 4.56) 2008년도 아토피아관 행사 현황 

구분 행사내용 회수 비율( '" ) 비고 

l 연구실 국내 워크숍 등 행사 301 61. 2 

소내 
2 연수원 국제과정 퉁 연수과정 58 11. 8 
3 연구설 국제행사 51 10.3 

소 계 ~-‘t 410 83.3 

4. 원자력완련 기판 、“--- 49 10.0 

5 벤처기업 1 0. 2 
소외 6. 대학 1 0.2 

7 기'E.} 31 6.3 
소 계 82 16. 7 

합 계 492 100.0 

〈표 4.57) 2008년도 누리관 투숙 현황 

구분 투 숙내용 연인원 비율( '" ) 비고 

1. 연구실 행사 관련 1,080 25. 3 

소내 2. 연수원 국제과정 동 연수과정 1, 812 42 . 5 
소 계 2,892 67.8 

4. 원자력관련 기관 행사 374 8.8 
5 벤처기업 35 0.8 

소외 
6. 소외기관 961 22.6 

소 계 1, 370 32.2 

합 계 4, 26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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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째원자력교육훈련센터 장벼 및 시셜 보완 

국제원자력교육훈련센터의 연수동인 아토피아관에는 빔프로젝터， 엠프， 스크린， 

스피커 퉁율 교체하였으며， 륙히 대강의실 과 중강의실에는 강사용 천자교탁율 새 

로이 설치하였으며， 숙소동인 누리관에는 침구류 교체 와 휴게실에 LCD TV 설치 퉁 

으로 강의(회의)실 시설 이용자의 연의와 숙박자들의 쾌척한 환경율 위해 2008년도 

에도 지숙척으로 시설율 보완 및 개선하였다 2008년도 시설의 개션 및 보완에 관 

한 내용은 〈표 4.1 1>와 [그림 4.7)과 같다. 

〈표 4.58) 2008년도 아토피아관 및 누리관 시설 개선 및 보완 내용 

아토피아관 누리관 

장소 개션내용 장소 개션내용 

1. 대회의실 - 빔프로젝터 교체 1. 1 ， 2층 주방 - 침구류 교체 
- 엠프교체 
- 스피커 요쳐l 

스크린교체 

2. 대캉의실 - 엄프로젝터 교체 2. 1충 휴게실 - LCD TV 성치 
전자교탁 설치 
스피커 교체 f 

- 스크린 교체 

3 충강의실 - 빔프로젝터 교체 3. 2충 휴게실 - LCD π 설치 
- 전자교탁 설치 - 컴퓨터 l대 추가 설치 

스크린교체 

4. 로비 - 컴퓨터 교체 4 체력단련실 노래방 기계 스피커 받침 
- 행사 안내용 LCD TV 제작셜치 
설치 

5. 기타 - 물건 정리용 선반 5. 지하실 - 물건 정 리용 선반 제작 설치 
제작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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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4.711 2008년 신규 구매 및 설치한 장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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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건의사항 

재 1 철 결론 

원자력 국제 루명성 제고와 원자력의 명화척 이용 법위 확대률 위한 방안의 일 

환으로 추진 된 ‘국제교육 및 교육협력체제 구축’과체의 결과물은 국제 원자력교육 

훈련과 인력양성 협력， 개도국 우수학생 석 • 박사과정 개설， 국제원자력교육훈련프 

로그램 개발 및 운영， 국제원자력교육훈련 인프라 강화로 구생되어 있다. 

루명생 제고률 위한 국제원자력 교육훈련 빛 인력양성 협력분야에서 금년도에는 

세계원자력대학(WNU). 아시아원자력교육훈련네트워크 구축(ANENT). 아시아원자력포 

럼 (FNCA) 인적자원개발 협력， 그러고 양국 간 협력으로， 베트남， 이집트， 남아공과 

의 교육훈련 협력사업이 중점척으로 추진되었다 WNU와의 협력에서는 2007년 여륭 

학교 개최에 이어 금년도에 국내 원자력 차세대요원 양성율 위해 1주 하계연수과정 

이 개최되었다. lAEA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ANENT 사업에서는 원자력교육센터가 

ANENT 웹 포탈과 사이벼 플랫폼을 회원국율 대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향후 lAEA 사이버 교육사업을 보다 확대하고자 IAEA와 Practical Arrangement체결 

율 위해 모든 준비를 마쳤다. A뾰NT에 대한 협혁강화률 위해 2009년 4월 협력율 체 

결할 것이다. FNCA 인적자원개발 협력에서는 통남아 회원국율 대상으로 협력을 강 

화한다는 축변에서 이률 국가률의 교육훈련 수요를 연밀히 분석하여 우리나라가 지 

원해야 할 분야률 도출하고 이률 양국 간 협력에 의한 교육훈련 지원 활통을 추구 

할 예정이다. 양국 간 교육훈련 협력분야에서 베트남과의 협력은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한 • 베 원자력협력위원회에서 협의된 사업율 지원하였다. 2007년도에 이 

어 이집트 혹과의 교육훈련 협력이 강화됨에 따라 금년도에도 이집트 원자력교원에 

게 한국의 원자력발천기술자럽경험과 사업관리에 대한 교육훈련율 제공하였다. 륙 

히 금년도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원자력 교육훈련협력 사업이 착수되었다. 남아 

프리카 공화국이 필요로 하는 웹기반 교육훈련시스랩 구축사업을 교육훈련센터와 

공동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금년 하반기부터 미국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세계 

원자력파트너십 (GNEP)의 Infrastructure Development Working Group에 원자력교육 

센터가 참여하였다. 인프라개발 워킹그룹 활동에 원자력교육센터는 지난 30년간의 

인력양성과 요육훈련에 대한 경힘을 바탕으로 국가보고서률 제출하였다. 동 국가 

보고서는 우수 보고서로 채택되었으며 향후 우리의 경험율 바탕으로 GNEP 차원에서 

의 개발도상국 인력양성 협력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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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 우수학생 KAERI 석 • 박사과정 개설은 2007년도 베트남 대학 측과의 MOU 

체결율 시작으로 금년도 봄 학기부터 첨단 원자로시스랩공학， 가숙기 및 나노 빔 

공학， 방사선 계측과학 퉁 3개 석 • 박사과정이 개설되었다. KAERI 석 • 박사과정은 

국제적인 장기 교육훈련프로그램으로 통남아 지역으로부터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지숙척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국제교육훈련프로그램개발과 운영분야에서는 급년도 lAEA 8개 지역 간 훈련과정 

유치， KOICA 빛 RCARO와 협력 2개 개도국 기술지원과정 개설， 양국 간 협력 2개 과 

정 동 총 13개 교육훈련과정율 개설하여 외국 훈련생 226명에게 교육과정을 제공하 

였다. 륙히 신규 과정개발에서는 충동， 아프리카 지역과의 원자력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축됨에 따라 이들 국가용 맞춤형 교육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통 충 

동국가용 맞춤형 교육훈련프로그램은 이툴 국가틀의 원전 도입에 필요한 인프라 개 

발에 초점율 둔 것이다. 동 교육훈련프로그램은 고위정책 답당자， 중견기술자， 초 

급기술자 퉁 교육대상별로 필요한 원자력 전문교육과정 1 5개로 구성되어 있다 통 

훈련과정들은 향후 이들 국가와의 인프라개발 협력에 충요한 자료로 사용될 것이 

다， 

국제 원자력교육훈련 인프라 강화 분야에서는 연구용원자로의 해외 협력이 한층 

강화되고 있으므로 ‘연구용 원자로 설계와 판리’ 영문교재 단행본(400 여쭉)을 개 

발하였다. 륙히 동 자료는 연구용원자로 개션 또는 신규 건설율 추진하는 국가률에 

게 기술 자료는 물론 교육훈련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국제교육훈련의 효율적 추진 

율 위해서는 시설과 장비측면의 하드웨어 그러고 교육프로그램과 교재 퉁 소프트웨 

어가 척절히 조화률 이루어야 한다. 륙히 영문 교육 자료의 개발은 우리의 기술력 

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율 제고하는 데 핵심요소로 작용할 것입으로 원자력교육센 

터는 영문 교재개발에 지숙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금년도 과제 수행의 사업성과와 활용분야에서 ‘원자력 인척자원개발 전망’ , ‘국 

제 사이버교육훈련 학습효과’ , ‘세계원자력대학 여름학교 병가’ , ‘원전 도입 개도 

국 교육프로그램 개발‘ 동 6연의 논문을 생산하여 국내 • 외 학술대회에 발표하였 

다. 또한 공공서비스 실척으로는 KAIST, 연세대， 고려대 퉁 석 • 박사과정 학생들이 

국제과정율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도록 문호률 개방하였다. 국제과정의 교육자료률 

원자력교육센터 웹사이트에 탑재하여 수강하지 못한 교육생이 교육율 받을 수 있도 

룩 하였다. 교육훈련 홍보분야에서는 총 19건이 중앙 및 지방 언론과 방송매체에서 

기사로 발표되었다. 륙히 천 세계 지역으로 방송되는 아리랑 TV에 ’ KOl CA 원전 정 

책， 기획 및 사업관리’ 에 관한 개도국 기술지원 과정이 방송되어 우리의 기술력을 

세계 숙에 홍보하는 데 일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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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2 철 건의사항 

원자력 국제 루명생 제고와 해외 원자력 시장 진출은 국내 기술 전반에 대해 지 

숙적인 인프라률 충분히 갖추고 출발되어야 한다 이률 위해서는 한국의 원자력 기 

술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과의 지숙적인 협력을 가져야 하며 또한 IAEA , WNU 

퉁 국제 원자력기구들과 함께 기술협력율 추진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관점 

에서 착수된 개도국 우수학생 대상 석 • 박사 과정 개설은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의 

루명성율 세계 숙에 홍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개도국이 필요로 하는 원자 

력 인프라 개발 륙히 인력양성에서 이률의 차세대 핵심 인력양성에 협력함으로써 

우리의 기술의 신뢰성과 우수성을 직접척으로 홍보하는 데 많은 도옵이 된다. 또한 

개도국 우수학생율 국내 원자력 이용개발에 활용하여 생과률 얻고 장기간 국내에서 

교육훈련과 연구개발 참여 한 후 귀국하여 자국에서 원자력 전문가로 성장하여 친 

한 인맥으로 발전될 것이다. 

그러므로 통 과제의 지속적인 추진과 국제교육훈련에 대한 루자는 확대되어야 

한다. 이률 위해서는 다음 사항율 건의한다. 

첫째， 루명성 제고와 해외 시장 진출의 기반 확대는 장기적인 선행 투자의 관점 

에서 지숙적으로 루자되어야 한다. 

툴째， 개도국 우수학생 또는 젊은 과학기술자률이 국내에서 원자력 석박사교육 

율 받고 이들율 우리나라 원자력 R&D에 활용하는 장기적인 사업 추진은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의 루명성율 놓이고 해외 시장 진출의 미래를 대비하는 직접척인 방법 

의 하나이므로 몽 사업은 확대되어야 한다. 

셋째， GNEP , IAEA INPRO 사업에서 개도국 인프라구축 지원사업의 최우션 순위는 

인력양성과 교육훈련 사업이다. 우리나라는 경험국가 또는 기술 보유국 입장에서 

개발도상국 지원 사업에 활발한 참여가 펠요하다. 이는 우리나라 기술의 투명생을 

높이고 해외 진출 기반을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그러므로 개도국 훈현생율 

위한 국제협력 강화와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사업에 정부의 지숙척인 관심과 예산 

의 확대가 필요하다. 

넷째， WNU, lAEA AN댄r 퉁 국제 교육훈련 네트워크사업에 우리나라의 주도적인 

역할과 참여률 위해서는 이률 기관과 공동 협력 사업율 확대하여야 한다. 이률 위 

해서는 동 기관에의 인력파견과 더불어 공동 사업수행에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예 

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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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나
 

2008난 릭째필자릭과혹훌린팍껑 ‘F맹 “걱표 

분야영 과 정 영 
기간 

회수 인원 
일 정 

(주) 2 3 4 5 6 7 8 9 10 11 12 
1. IAEA/ RCA Regional Training Course on Design and 

2주 14 
。peration of Irradiations Facilities 7-18 

2. IAEA/ RCA Mid-Term Procress Review Meetinc 
l주 l 16 

// 장소 서울 (6th ICI 영헝 개최 l 
12-16 

/ 
3. IAEA/RCA Advanced Regional Training Course on /' 

Applications of Appropriate IAεAT。이s for Evaluation 

of Sustainable εneroy Development Strateoies for 
2주 l 23 19-30 

Addressing Climate Change Issue 

‘ 4. IAEA Aesearch Coordination Meeting 1주 10 I 

5. IAEA/RCA Regiona‘ Training Course on Application of \ 
150to08 and Geochemical T echnÎQues to Surface 

2주 l 18 \ 、-ι헛 
16-27 

Water - Ground water Interactions and Contaminant 
\ 

팩l 
Transport 

6. World Nuclear University (WNU) l주 1 57 7- 11 

국제과정 7‘ IAεA Training Course on Safety Assessment and \ 1주 l ‘ 7 / / 14• 18 
Verification for Nuclear Reactors (EBP) 

,/ t -8. IAEA Coordinated Aesearch P‘。ject Meeting I주 l 12 i 
13- 17 

1 

9. IAEA Trainino WorkshoD on Risk Manaoement 여 NPP 1주 l 31 13- 17 1 

‘ 10. IAEA/KOICA Recional Traininc Course on Nuclear 

Eneroy Policy. Plannino and Proiect Manaoement 
3주 l 18 929 

\ 11. KAERI/RCARO Reoional Trainino Course on Research J 
、 I .r 

Reactor Utilization and Radiation Application 2주 l 11 ι< / 17-28 
/ 

Technology 

12 베트님 연구원 。JT 훌용 2개월 1 l l • 30 

13. KAERI International Nuclear Academy 3년 l 3 
3 26- 7 

(20112) 

,:, 계 13 파정 13 (2211 



부록 2. 국제원자력교육훈련과정 수행 설적표 

(196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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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톨제윈자릭쿄혹훌런과껑 후맹 와쩍훌훌 (1980-2008) 

분야명 연 수 파 정 명 f앉)-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 ’ α7 ‘08 거l 

l 기술지원 국제연수과정 

1.1 머EA Regional Trainin잉 Coursc 121 21 14 23 18 105 :lO2 

1.2 IAEA 과학자방문 교육 ‘’} ι 
1.:1 IAEA In따πgional Training Course ‘ 27 27 

‘ J 1.4 IAEA Group Training on NPP Teohnol앵Y 8 8 
1.5 IAEA Gruup Trωning on Simulator 8 8 

I.G UNDP/[AEÑ꺼CA Group Trairùng Course 17 17 

1.7 UNDP!lAEA/RCA R앵Jon피 Training Work약lOp , 24 24 

1.8 1AEA/RCA Training Workshop on WASP- IV 
/ 

19 19 
‘ l 

1.9 1AEAlRCA Trdining Workshop on Maintenance / 11 ~ II 
of NPP Instrumenlation and Contr이 Systems 

엇섯 t Æ 1.10 Training Course lor Thai NucIear Exccutives 1 19 19 

'" 1.11 머EAJRCA Trainiog Course on Comparative 
、‘

28 28 
Assessment of Nucelar Power & Other Energy 「

Sources in Support 01 Sustainable Energy 
Dcvc10pment 

ι 노~-'’ ’ 국제과정 
i ιt 

1.12 1AEA/IlCA Training Coursc on Ex떠ηalities t • 20 20 
、Associat여 with Elccu-icity Generation 

- Conccpts and Estimation i ‘ 

1.13 lAEA!RCA Training Workshop on R얘ional 、t 15 15 
co • operation for Nuclear Power Planning wilh 、

Emphasis On Strategics for Localization, 、

Standaπlization and Technology Trdf1sfer n ‘ 
κ、

1.14 1AEA/IlCA Training Workshop on Faclors lo 

갖‘ 
‘ 16 16 

bc Considcrcd in Ch∞sing the Nuclear Power 
Option 

1.15 1AEA/RCA Training Workshop on Q때ity 11 11 
Assurance in Prociuction and Control of 
'1l1없‘xutic nadio비lannaceutiCalS 

l l6 R2eIg ‘ ional Serninar on IAEA Safeguards for lhe ’25 25 
Certury 

1.17 Workshop(Meeting) 01 National Project JI 11 
Coordinators for RCA Project on Compar씨ve 

Assessment of Electricity Generation Options 



N 

一N 

분야명 연 수 과 ;생 영 ’없-’95 ’96 ’97 ‘98 ‘99 ‘% ‘01 ’02 ‘03 ‘04 ’05 ‘06 ’07 ‘08 계 

1.1 8 lAEAlRCA Trainiog Course 00 Digital 19 19 
Industrial Radiography 

1.19 lAEAlRCA Trainiog Course on Case Sludies 13 13 
to Assess the Role of Nuclear Power as a 
Clean Development Mechanism under the 、 / 

‘ Kyoto Protocol 
, 

‘ ’ 、

~ 1.20 Workshop 00 JAEA Safeguards ‘、 10 9 19 

\ 1.21 IAEA끼lCA Workshop 00 Radiotracers for - ’ 13 13 
Efficiency Testing of Waste Water Trcatment / 、‘ t 
Plants r t ~ 

1.22 IAEA;띤CA Training Course on Thermal ‘ 13 13 
Hydralùic Analyses of Research Reactors / \ 

1.23 IAEA!KOICA Trainiog Course on Nuclear / 、 20 20 I 

\ Power Reaclor Technology 

1.24 Seminar 00 Nuclar Energy Policy aod /\ ‘! 6 5 11 
Nuc1ear Power Projcct Mangemenl for 

κ-국제과정 Vietoam Nuclear High-Level 
f \ 

/ / 4 

Dec ision- Makers I ," 

‘X二\
/ , 0#-

6 1.25 lAEA Rcgiooal Workshop 00 Neutroo r 一-- " 

‘ 
6 

Monitoring and Dosimetry 
l 

21 21 1.26 lAEA Regional Trainiog Course on Use of - 、

Agency's Methodologics and TooIs io 、

Greenhouse Gas Abatement Studies 

\ 1.27 lAEA Regional Workshop on Neutroo Bearn p 17 17 
/‘/ ‘‘ 

l 

Researches I 

‘ 
1.28 IAEA Regional Training Coursc on 28 28 

Decontamination and Decommissioning of 
Research Reactor & other Small Nuclear 
Facilities 

1.29 IAEA!RCA Rcgional Training Workshop 18 18 
Atmospheric Chemistry and Transport 

1.30 KOJCA/lAEA Trainiog Course 00 Nuclear 20 18 19 57 
Power Planning and Project Management for 
Middle-Level Managers 



분야영 연 
A 

과 정 '1l ’60- ’95 ’96 ’97 ‘98 ‘잊} ‘m ‘o! ’02 ‘03 ‘04 ’05 ‘06 ’07 ‘æ 게 

1.31 IAEAlRCA Regional Workshop for Projecl 18 IR 
Assessment 00 I soto야 Applica t.ion fOT 

Improved Orinking Water Resources 
Managcmcnt 

1.32 The 3rd FNCA Workshop on Human 24 24 
Resourccs DcvclopmenL in the Nuclear Field 

‘ 
ι」

‘ U3 IAEA Workshop on accident Management and ‘ / 1 32 32 ‘ Emergency Response for Research Reactor , r / 1 

1.34 IAEA Workshop on upgrading 01 Training x 14 14 
Facil itieslCapabili Lies l 

、

1.35 IAEA Workshop on sccurity and Safety / 、 43 43 
1.36 베트남 연수생OjT(원자력 정책， 원자력 안진해식， 

f 
3 3 

얼수력학 해석분야) ’ .\ 
’ F 

1.37 Rcgional Workshop on Projection against Fire 
、、i

20 a ‘ • r 
for Research Reactors and Facilities l' 、t‘

I 
I 

、E1.38 Korea- LAEA Round Tablc Meeting on NucIear ‘ 20 a 

\ -‘ 
‘ t 애 Sccurily r 

국제과정 1.39 IAEA Consultancy on thc Establishment o[ a 18 18 / Regiom니 ANENT ‘ ‘. ‘? , 
1.40 Regional Workshop on Natiooal Planning , 、 ‘ 46 46 

‘ Selection and Uesign 01 the IAEA TC I'rojcct ‘ ‘ 
~ 1.41 LAEAlRCA Regional Training Course on the role 1 17 17 

of Nuclenr Power and Other Energy Options in 
Competitive Electricity Markets 

、

1.42 Projcct Consultativc Mccting 00 Design o[ RRU ‘ 11 11 
DB 

、

4 
、、

1.43 IAEA Consullμnls MeeLing on Status 01 、 13 13 
lndustri a1 Scale Treatment of Waste Water R‘ 

1.44 LAEA Regional Workshop-Evalution 01 Project 
、

16 16 
RAS/2IOIO- "QA and QC 01 Nuclcar Analytical 
Te다uuqucs" 

1.45 LAEA Re핑ional Workshop on Application 01 21 21 
Knowledge Management Techniques and Tools 

1.46 RTC on f{ac1iation Protcction and Safcry in 16 16 
Radiotheraphy 

l 

N
一
ω



분야명 연 < 과 정 영 ’댔)-'95 ’96 '97 ‘98 ‘99 ‘m ‘01 ’02 ’03 ‘04 ’05 ‘% ’α7 ‘æ 계 T 

1A7 FNCA Workshop on Nuclear Safety Cullure 29 g 

1.48 IAEA Regional Workshop on Rescarch Reactor 
15 15 Instrumentation :md Control 

1.49 lAEA Regional Training Course on Assessing the 
22 22 Role of Nuc1ear Power and Other EnerS{y Sources 

1.50 lAEA Project Coordinators Meeting on Electronic 、 ι 

15 15 Networking and Outrcach ‘ / 

1.51 lAEA J{액ional Workshop on Bcam Line x 18 18 Application 

1.52 lAEA Regional Workshop on lndustrial Proce5S 、

16 16 Gamma Tomography 

/’ ‘ 
t 

1.53 KOlCA!lAEA Training Course on Nuclear 

’ 
l 
F」~;;

15 15 Projects 
/ I 

i 

、섯 151 Thc 1s t lntemational Workshop on Nuclear ~ - 、 10 10 t 
Technology for Managers / \ 

￥ 1.55 Management Seminar on Nuclear Education f 、‘~、、 2 2 
and Training for Vietnamese ‘ I 

I 
f ‘ 1.56 Scminar on Korean Nuclear Technology (1 차) 、 ;-국제과정 

/ ‘ 1.57 Seminar on Korean Nuclear Te다mology (2차) 、
ι 

U 

1.58 lAEA Final Progress Review Mee디ng of the Project on / 
Application on Fo여 Irradiation for Security Salely and - 15 15 

Trade 

1.59. IAEA/RCA Regional Training Course on Tracing Future 
、

Sustainable Paths through Nuclear and Other Energy 23 g 
‘ Options ν、

1.60 lAEA Regional Workshop on the Development of a ‘ 10 10 
Web-portal for the ANENT 

1.61 UAE Training Course on Feasibility Study on SMART 
4 4 

Desalination plant (P3lt I) 

1.62 UAE Training Coursc on Feasibility Study on SMART 
3 3 

Desalination plant (P<lrt I) 

1.63 MOST!KONICOF the 2nd International Workshop on 
6 6 

Nuclear Technology for Managers 

1.64 KIlNP!KAEm Workshop on nuclear Power for 
10 10 

Vietnam 

l 

N
•
A 

l 



운야영 'tl 수 과 정 영 ’%•’ 95 ’% ’97 ‘98 ‘99 ‘00 ‘01 ’02 ‘03 ‘04 ’05 ‘% ’07 ‘08 계 

1.65 IAEA/KOIC^ Reginnöl Training Course on Nuc\ear 
16 14 18 48 

Power Policy , Planning and Projecl Managcment 
1.fì6 FNCA Workshop on ^pplication of Electron 

29 g 
Accelerator 

1.67 IAEA/RCA Trilininμ Course on Fields Trials 01 
17 17 

Emcrgency fiesponse Capacity 
1.68 lAEA꺼CA Regio l1al '1‘raining Course on Selective ’ 

Gene Technologies 
-, 19 19 

/ 

1.69 IAEA Regiol1al Workshop on Exchange 01 Experience 

\/t、/、in Using IAEA ’ s Energy Models and Assessmeot 01 17 17 
Future Trairung Needs 

1.70 Serrunar on Viet Nam Nuclear Policy 1ligh-냐vel , 5 5 
Decision-Makers 

‘ 1.71 IAEA/RTC Research Reactor Neutronic Ca1culations 
z、 t 

19 19 

‘ L f、"1.72 2nd lAEA/FAO/IUPAC Rcgional Workshop: Pesticide I 

Management Practices and Enhancing Laboratorγ "' - 、섯 
19 19 

CapacilY 、

‘ l 1.73 FAO끼AEA National Workshop : New Trends 011 F∞d ‘ 6 6 
lrradiation 

「\
1.74 Tech l1ical Meeting 011 Thc Asian Network lor Educalion f 

19 19 국제과정 { , - , -
in Nuclear Teιhnology (ANENT) 

/ / ‘ 1.75. KOICAlRCA• RO Traincr’ s Training Course on ‘- ι 

- - --' 10 15 g 
Non- Destruct.ivc Tes t.ing Techoology / 1.76 KOICAJlAEA Joint Traioiog course 00 Nuclear Power 

1~ 1~ 
Policy. Planning , Hnd ProjecL ManagemenL 

1.77 IAEA Regional Trainiog Course 011 Salety Assessment 
‘ 12 12 

and VerificatÎon for Nuclear Reactors 、

1.78 IAEA Technical Mee t.ing on Use o[ Advaoc뼈 Safety 、

Assessment Methods for Evaluation 01 NPP Upgrades - 、 13 13 
including Control Room Mcx:lernization with ‘ Consideration of Human- System Issues 、

/ 

1.79 IA EA 3'" Research Coordioator Meeling 00 Controlling 
of Oegradation Effecls in Radialion Processing of 12 12 
Polymer 

l 8ON IAcuEIAro꺼nC BAeam Rg Tga|0hnra1Ollog Tyra amnldng Ap cpU。cuartsleon on Advanced 15 15 

1.81 lAEA/RCA Projecl Fioal Review Meet.iog for 25 25 
RAS8아잉&Planning of ncw Project 

1.82 lAEA Regional Workshop on Developmcot 00 ANAET 4 4 
Cyber Plat[orm 

l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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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명 연 • A「 과 정 명 ’않-195 ’% '97 ‘98 ‘99 ‘00 ‘01 '02 ‘03 ‘04 ’0Ci ‘% ’07 ’08 껴! 

1.83 Vietnamese lAEA Scientific visit for HRD 1 
1.84 lAEA Hegional Training course on Applicatiot1 of 

Appropriate 1AEA T∞Is for Evaluation of Sustainable 
33 23 56 Energy Development Strategies for Addressing Climate 

Chan딩e lssue 

1.85 lAEA Regional Training course on Safcty Assessment / 

for Nuclear Reactor(EBP) , 13 13 

1.86 IAEA Regional Training course on Optimization of 
•X/ 15 5 Scrvice Life of Nuc1ear Power Plants 

1.87 World Nuclear University(WNU) Summer Institute 102 57 159 

1.88 1AEA 3rd Research Coordination Meeling of the CRP on 
13 13 Generators and Tcchnologies for Theraprulic Radionuclides 、

1.89 FNCA 2007 Workshop on Mutation Breeding Cξ 18 18 

‘ ‘、판 1.90 E-Training Evaluating Extemal Cost 01 Health and \ 
Environmenta1 lmpacts of Nuclear Power and othcr 'n 'n 
Energy Oplions 

1.91 1AEA Regional Training course 00 Application of -、‘
Appropriatc JAEA T∞Is for Evaluation of Sustainable 

‘ ’ - 17 17 
국제과정 Energy Development Strategies for Addressing Climate t / ‘ / 

Changc lssue ~ / 
1.92 IAEA/RCA Regional Training Course on Design and / 

-‘‘ 
~_ .... 

14 14 Opcration of lrradiations Facilities ‘ 
• __ "="' 

1.93 IAEA꺼CA Mid-Tcrm Progress Heview Meeting 

‘ 
16 16 

1.94 lAEA Research Coordinating Meeting t 10 10 
、

1.95 lAEA/RCA Re딩IOn허 Training Course on Application of 
\ Isotope and Geochemical Techniques to Surface Water 18 18 

Ground Wi1ter Tnteractions and Contaminant Transport 、

‘ 1.96 lAEA Training Coursc on Safcty Assessment and 
7 7 

Verification for Nuclear Reactors(EBP) 
1.97 1AEA C∞rdinated Research Project Meeting 12 2 

1.98 IAEA Training Workshop on Risk Management NPP 31 31 

1.99 KAERl/RCARO Regional Training Course on Research 
11 11 

Reac!or Utilization and Radiation Application Technology 
l.l00 에트남 연구원 OJT활용 l l 
1.l01 KAERI lntemational Nuclear Academy 3 3 

소 져1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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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명 연 -A「 정 영 ’60- ’!l5 ’9fj ’97 ‘98 ‘99 ‘m ‘01 ’02 ‘03 ’(μ ’ 05 ‘06 '07 ‘08 겨! 

2 고급전문괴정 

2. 1 IAEA Sa[ety Ana1ysis Rcview 71 71 

2.2 IAEA Quality Assurance 108 108 

2.3 IAEA Planning, Preparedness and Resα)Il se 31 31 -to Radiologica1 Emergency / 

‘ ’ 2.4 IAEA Inspection and Tcst Personnc1 in 45 45 

ι Mechanical Systcrns and Com∞nents 

2.5 IAEA Radiological Dosc Assessment 29 ‘ 29 
‘ r 

2.6 IAEA Nuclear Power Project Managcmcnl 28 ‘ 7 g 
;‘ on Pre- Projcct Activities 

‘ .~ ~ 、ι

2.7 IAEA Nuclear Power Project Managernent 26 、 1; ;; 26 
l 

on Construction Tools and Mcthods 
‘ ’ 펀 ‘ 국제과정 2.8 IAEA Operation and Maintcnance 01 NPP / 71 71 

2.9 IAEA lnspection and Test 01 Electrical A 46 ~ 、 46 

‘ I J • Equipment, 1 & C ‘ / 

2.1 0 IAEA Stress Analysis 01 NPP Cornlxments 27 -, / 
‘ - 27 

f 

2." IAEA Radioactivc Waste Managernenl 32 -1 32 

‘ 63 63 2.12 IAEA Load-following 01 Power Reactors 

‘ 2.13 IAEA/RCA Eddy Current Technology 12 12 

2.14 IAEA Technical Support lor Reliable and 32 
、

32 
、、

5afc Operation o[ NPPs ‘i 
、 I 

2.15 IAEA 50ftware QUa1 ity Assurance Related 27 27 
[

to the Safety 01 NPPs 

2. 16 IAEA Advanc떠 Probabilistic Safcty 24 24 
Assessment and Applications 

N
‘
나
 
l 



분야영 연 1 ι‘- 과 정 명 ’fiO-’95 ’96 ’'J7 ‘98 ‘99 ‘α) ‘01 ’02 ‘03 ‘04 ’05 ‘% ’ 07 ‘æ 계 

2.17 lAEA Accidont ~↑anagcmcnt in NPPs 37 37 
2.18 lAEA Sk,tistical Qua~ty Control of NPPs 25 g 

2.19 lAEA NSSS & T/G lnspection 27 27 
2.20 lAEA lleactor Noise Analysis 21 21 

‘ 2.21 lAEA Process Oplimizalion in the Chemica1 20 ‘ 
/ \- 20 1 

& llefining lndustry ’ 
、f47 47 2.22 lAEA SafelY Oplimizalion of Maintenance 

in NPP Opcralion 

2.2.1 lAEA Hisk -bascd Optimization of Operation 49 
τ1、

c: 49 
& Design/ Modification of NPPs \、

2.24 lAEA P1anni~ & 1'<"1저redness for \ 
/ 3R -、‘ f 38 

Hyα>thetica1 N1 ’l ’ Causcd Rarliological / 

Emergency λ / 
-<-제과정 2.25 U.S. PWH Techno1ogy 81‘ ,- 81 

/ ‘ 2.26 U.S. Earthquake Engineering and Seismo1ogy 2:1 I • -' 23 , 
r 

2.27 U.S. NSSS Design and lleaclor SafelY 102 
n 

102 Z 1 

2 갱 Canadian CANDU Techno1ogy 13-1 134 

2.29 AECL CANDU NSSS Design and Analysis 13'1 l 134 
、 l 

2.30 AECL CANDU Water Hammer Ana1ysis 에) 60 

2.31 French PWll Techno1ogy 3ô 36 
、‘ I 

2.32 French Qu~ly Assurance in Manufacluring t 18 18 
l 

2.3.1 French Qua1ily Assurance Program Auditing 21 21 

2.34 ASME Code Seclion Xl 32 32 

2.35 서 독 Nuc1ear Fuel Design Techno1ogy 87 87 

2.36 japan r、luc1car Welding lnspection & Tesl 125 125 

2.37 japan NPP Opcration, Maintenance & 36 36 
Surveillancc 

l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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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영 어」 -/「- 과 정 명 ’태) ’95 ’냉} ’97 ‘98 ‘99 ’m ’01 '02 ‘03 ‘04 ‘05 ‘06 ’ 07 ‘08 계 

2.38 ]apan PWR Fucl Tcchnology 16 16 

2.39 .Japan Decontamination & Cleaning 15 15 
「

Technology of Nuclear Facilities 

‘ 2.40 IAEA Training Workshop 011 Fire Safety in →、 25 2s 

‘ NPPs x. 
2.41 IAEA Trnining Course on Optimization of -/ 29 29 

Resources AlI∞ation Effectiveness in ControUing 

Risk in the Nuclear Power plants 7~ \ 
국제괴점 

2.42 USDOE Workshop on Remote Monitoring 26 26 

소셰 1,966 

3 해외 현지 세미나 

3. 1 TAEK-KAER1 Seminae on Nuclcar R&D Activites 

-、~
/ ι ‘ (55) (55) . - ’‘ (in Turkey) 

/ --'" 

‘ 3.2 TAEK-KAERI Serninae on Nuclear R&D Aclivites 、
(67) (67) 

(in Turkey) - ‘ 

l 

총 계 151 j!f정 2,013 1이) 88 102 100 99 158 229 217 142 116 182 314 221 4，αJO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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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국제원자력교육 과정별 자채 명가 내용 

22 1 -



|AEA TRAINING COURSE QUESTIONNAIRE 

Course Code 
Course Title 

Course Location 
Course Dates 
Course Durations 
IAEA Technical Officer 

and Division 
IAEA Administrative 

Officer and Division 
Course Director 
Host Institute 

C7-RAS-4-026/002 
IAEA/ RCA Regional Training Course on Design and Operation 01 Neutron 
Irradiations Facilities 

Daejeon , Republic 01 Korea 
April 7-18 , 2008 
12days 

Mr. Oh ,Soo-Yeol cooperation with Mr. Lee , Han-Young , KAERI 
Korea Atom ic Energy Research Institute 

AdministrationlBackaround Information: 
(whereby 1 is the 쁘쁘쁘원 and ~ is the 학rongest) 

1. Is this the only IAEA Training course that you have attended? 

15 

7 

5 

0 

Persons Yes 

2. Did you receive your travel instructionsl air ticket well in advance? 

15 

10 

5 

o 
Persons 

o 

Yes N。

3. Did you have problems or difficulties in applying lor or rece iving a proper visa? 

20 

10 

o 
Persons 

o 

Yes 

13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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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id you receive instructions/background documentation to at!end the training course well 
in advance so that you could prepare yoursell properly lor this training course? 

20 

15 

10 

5 

O 

Persons 

o 

Yes N。

5. 1I yes , was it adequate and did it help you to achieve more Irom the training course? 

10 
(Average 4.2) 

5 

o o 0 
o 

Persons 2 3 4 5 Scale 

6. How would you rate the overall administration 01 the training course 

(Average 4.6) 

6 

o o o 
o 

Persons 1 2 3 

Obiecti“‘ves: 
7. Were the aims and objectives 01 the training course clearly explained and delined? 

20 

15 

10 

5 
·~ 

1 • *r. 0 
o 

Persons Yes N。

8. 1I yes , did the training objectives clearly tell you what was important to learn 
during the training course? 

15 

10 

5 

o 
Persons 

(Average 4.4) 

o 0 o 

2 3 4 5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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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How well did the training course meet its stated objectives? 

1 o. How well were your personal expectations of the meeting met? 

15 

10 

5 

O 

Persons 

(Averace 4.4) 

o o o 

2 3 

8 

5 Scale 

11. How capable do you feel in performimg these tasks at your home facility? 

12. The meeting will help your performance at work? 

o 

3 

13. How would you rate the meeting overall? 

15 

10 

5 

o 
Persons 

(Average 4) 

o o 

2 3 

4 

6 

4 

- 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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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cale 



|AEA TRAINING COURSE QUESTIONNAIRE 

Course Code 
Course Title 

C7-RAS-0 , 045-003/08 
IAEAIRCA Regional Training Course on Applications 01 IAEA Analytical 
Tools lor Evaluation 01 Sustainable Energy Strategies lor Addressing 
Climate Change lissues 

Daeieon , Republic 01 Korea 
05 , 19-30 2008 

Course Location 
Course Dates 
Course Durations 
IAEA Technical Officer 

and Division 
IAEA Admlnistrative 

Officer and Division 
Course Director 
Host Institute 

Administration/8acJGαound Informatωn: 

(whereby 1 is the 쁘웰쁘학 and 등 is the 원rongest) 

1 , Is this the only IAEA Training course that you have attended? 

15 

10 

5 

Yes N。

o 
Persons 

2 , Did you receive your travel instructions/ air ticket well In advance? 

5 

15 

10 

2 

o 
Persons Yes N。

3 , Did you have problems or di에culties in applying lor or receiving a proper visa? 

”” 
-

m 
-

m 

0 

% 
-

o 

20 

Yes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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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id you receive instructions/background documentation to attend the training course well 
in advance so that you could prepare yourself properly for this training course? 

20 

15 

10 

5 

O 

Persons 

6 

Yes N。

5. If yes , was it adequate and did it help you to achieve more from the training course? 

10 

5 

o 
Persons 

(Average 3.9) 

o 

2 3 4 5 Scale 

6 . How would you rate the overall administration of the training course 

12 

6 

o 
Persons 

(Average 4.3) 

o 

ιh띨ζtives: 

2 3 4 5 Scale 

7. Were the aims and objectives of the training course clearly explained and defined? 

20 

15 

10 

5 
0 

o 
Persons Yes N。

8. If yes , did the train ing objectives clearly tell you what was important to learn 
during the traini ng course? 

15 
(Average 4.2) 11 11 

10 

5 

o o 
0 

Persons 2 3 4 5 5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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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How well did the training course meet its stated objectives? 

10 

5 

o 
Persons 

(Average 4.3) 

o 

2 3 

T'echníca/ contenιITraíníno course Conduct: 
1 O. The technical content 01 the training course was 

15 
(Averaae 4 .4) 

10 

5 

o 
o 

객현면5 2 

4 

4 

11 . How relevant were the training course topics to your work? 

5 Scale 

12 

12‘ The Quality 01 the practical exercises , work cases or laboratory training at the training course were 

10 

5 

o 
Persons 

(Average 4.2) 

o o 

2 3 4 5 Scale 

13. The overall train ing course duration was sufficient to ach ieve the learning objectives 

15 

10 

5 

o 
Persons 

(Average 3.6) 

0 

2 3 4 5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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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The time scheduled lor each session/module was adequate: 

10 
(Avera"e 3 .4) 8 8 

5 

o 
o 

Persons 2 3 4 5 Scale 

15. Prior to the training course , your knowledge 01 the subjects presented was 

10 

5 

o 
Persons 

(Avera"e 2 .8) 

o 

4 

16. After the training course , your knowledge in these subjects im proved 

10 

5 

o 
Persons 

(Avera"e 3.9) 

o 0 

2 3 4 5 Scale 

17. Training course handouts were easily understood and 01 high quality 

18 . Audio!Visua l aides at the training course were 

1
15 

10 

5 

O 

Persons 

(Avera"e 4.1) 

2 3 4 

- 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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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cale 



19. The training course lacilities were: 

15 
(Average 4.4) 

10 

5 

o o 
o 

Pe,sons 2 3 4 5 Scale 

20. How conductive to learning were the rooms where training was held? 

15 

(Ave,age 4.3) 
10 

5 

o 
o 

Persons 1 2 3 

21 . Was the level 01 teaching at your levei? 

10 
(Ave,age 3.8) 

5 

0 
O 

Pe,sons 2 3 

4 、 5 

4 5 Scale 

22. The training course instructors demonstrated a thorough knowledge and understand ing 01 
their subject 

23. The presentations at the training course related theoretical knowledge concepts to real lile 
situations 

15 

10 

5 

o 
Persons 

(Ave,age 4.4) 

0 

2 3 4 5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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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The guidance by training personnel during training was 

knmedíate ImDact: 

25. How well were your personal expectations 01 the training course met? 

15 
(Average 4.2) 

10 

5 

0 0 
o 

Persons 1 2 3 4 5 Scale 

26. How capable do vou leel in perlormina these tasks at vour home facil itv? 

15 
(Average 3.7) 

10 

5 

o o 
o 

Persons 2 3 4 5 Scale 

27. The training course will help your performance at work 

12 

5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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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How often do you expect to apply what you learned during the training? 

10 

5 

0 
Immediately 

Persons 

10 

5 

o 
Persons 

8 8 

Within Within 1 year 
6 months 

29. How would you rate the training course overall 

Within3years 
Period 

30. Further comments: (including main strengths and weaknesses 01 training course) 
Strengths : 
Weakness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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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A TRAINING COURSE QUESTIONNAIRE 

Course Code 
Course Title 

C7-RAS-8.104-001 
IAEA/RCA Regional Training Course on Applications 01 Isotope and 
Geochemical Techniques to Surface Water-Groundwater In teractions and 
Contaminant Transport 
Daejeon , Republ ic 01 Korea 
June16 - 27 , 2008 
2 weeks 

Course Location 
Course Dates 
Course Durations 
IAEA Technical Officer 

and Division 
IAEA Administrative 

Officer and Division 
Course Director 
Host Institute 

Mr. Goh ,Yong-Kwon , KAERI in cooperation with Mr. Lee , Han- Young , KAERI 
Korea Atom ic Energy Research Institute 

Adm꺼ístration/Backoround /nformafion: 
(whereby 1 is the 쁘g흐앨원 and ~ is the 원rong흐원) 

1. Is this the only IAEA Training course that you have attended? 

5 

n u -
-

Person 

2. Did you receive your travel instructions/ air ticket weli in advance? 

5 

15 

10 

o 
o 

Person Yes N。

3. Did you have problems or difficulties in applying lor or receiving a proper visa? 

o 

20 

10 

o 
Persons Yes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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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id you receive instructions/background documentation to attend the training course well 
in advance so that you could prepare yoursell properly lor this training course? 

15 

10 

5 

o 
Persons Yes 

o 

N。

5. 1I yes , was it adequate and did it help you to achieve more Irom the training course? 

10 
(Average 4.6) 

5 

o o 
o 

Persons 2 3 4 5 Scale 

6. How would you rate the overall administration 01 the training course 

12 
(Average 4.8) 

6 

o o o 
o 

Persons 2 3 

Ob얻ζi앵s: 

7. Were the aim s and objectives 01 the training course clearly explained and delined? 

15 

10 

5 

o 
Persons 

o 

Yes N。

8. 1I yes , did the training objectives clearly tell you what was important to learn 
during the train lng course? 

11 

o 

3 4 5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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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How well did the training course meet its stated objectives? 

5 Scale 

Technical contentγTrainino course Conduct: 
1 O. The technical content 01 the training course was: 

10 

o o 

4 

(Average 4.6) 

5 

0 

Persons 2 

11 . How relevant were the training course topics to your work? 

12. The quality 01 the practical exercises , work cases or laboratory training at the training course were 

13. The overall training course duration was sufficient to achieve the learning objectives 

o 0 o 

히
 

A ’ a 
v 

때
 

A ” ( 
m 

-

5 

0 
Persons 1 2 3 4 5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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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The time scheduled lor each session/module was adequate 

10 
(Average 4.6) 

5 

o o 
0 

Persons 2 3 4 5 Scale 

15. Prior to the training course , your knowledge of the subjects presented was: 

1
10 

(Average 3.2) 
7 

5 

o 
Persons 2 3 4 

16. Alter the training course , your knowledge in these sUbjects improved ‘ 

10 
(Averace 4.3) 

5 

o o 
o 

Persons 2 3 4 5 Scale 

17. Training course handouts were easily understood and of hlgh quality: 

10 

5 

o 
Persons 

(Averace 4.5) 

0 o o 

2 3 4 

18. AudioNisual aides at the training course were 

15 
(Averace 4.7) 

10 

5 

o o o 
o 

Persons 2 3 4 

-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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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The tra ining course facilities were 

15 
(Average 4.9) 

10 

5 

o o o 
o 
PAr~()n~ 1 z 3 4 5 Scale 

2O. How conduc ti ve to learning were the rooms where training was held? 

15 

(Average 4.8) 
10 

5 

o o o 
o 
Persons 1 2 3 4 5 Scale 

21 . Was the level of teaching at your level? 

10 
(Average 4.7) 

5 

o o 0 
o 

Persons 1 2 3 4 5 Scale 

22. The training course instruc tors demonstrated a thorough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their subject 

15 
(Average 4.7) 

10 

5 

o 0 0 
o 

Persons 2 3 4 5 Scale 

23. The presentations at the train ing course related theoretical knowledge concepts to real life 
situations 

10 

5 

o 
Persons 

(Average 4.5) 

0 o 

2 3 4 5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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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The guidance by training personnel during training was 

/'mmediate Imoact:’ 

25. How well were your personal expectations 01 the training course met? 

15 
(Average 4.5) 

10 

5 

0 o 0 
o 

Persons 2 3 4 5 Scale 

26. How capable do vou leel in perlorminQ these tasks at vour home lacilitv? 

15 
(Average 4.1) 

10 

5 

0 
o 

Persons 2 3 4 5 Scale 

27. The training course will help your perlormance at work 

10 
(Average 4.6) 

5 

o 0 
o 

Persons 1 2 3 4 5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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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How often do you expect to apply what you learned during the training? 

10 

5 

0 
Immediately 

Persons 

10 

5 

o 
P A|1 

ersons the time 

5 

Within Within 1 year 
6 months 

5 

o 

Regularlly Occasionally 

29 . How wou ld you rate the training course overall 

10 

5 

o 
Persons 

(Average 4.4) 

0 o o 

2 3 4 

Within 3years 
Period 

o 

Never 

5 Scale 

30 . Further comments: (inc luding main strengths and weaknesses 01 training course) 
Strengths : 

Weakn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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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A TRAINING COURSE QUESTIONNAIRE 

Course Code 
Course Title 

Course Location 
Course Dates 
Course Durations 
IAEA Technical Officer 

and Division 
IAEA Administrative 

Officer and Division 
Course Director 
Host Institute 

C7-RAS-8.104-001 
IAEA Taining Course on Safety Assessment and Verification for 
Niclear Reactors(EBP) 

Daejeon, Republic of Korea 
July14 - 18, 2008 
2 weeks 

KAERI in cooperation with Mr . Lee , Han-Young , KAERI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Admínístratíon/Backoround Informatíon: 
(whereby 1 is the 씬eakest and 9. is the 학ronge학) 

1. Is this the only IAEA Training course that you have attended? 

15 

10 

5 

o 
Persons 

2. Did you receive your travel instructions/ air ticket well in advance? 

15 

10 

5 

O 

Persons 

0 

Yes N。

3. Did you have problems or difficulties in applying for or receiving a proper visa? 

20 

10 

o 
Persons 

o 

Yes 

8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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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id you receive inst띠ctions/background documentation to attend the training course well 
in advance so that you could prepare yourself properly for this training course? 

20 

15 

10 

5 
o 

o 
Persons Yes N。

5. If yes , was it adequate and did it help you to achieve more from the training course? 

10 
(Average 4.6) 

5 
5 

o o 
o 

Persons 1 2 3 4 5 Scale 

6. How would you rate the overall administration of the training course 

12 
(Averace 4.6) 

o o 0 

Persons 2 3 4 5 
Scale 

Objectíves: 
7 ‘ Were the aims and objectives of the training course clearly explained and defined? 

20 

15 

10 

5 
o 

0 
Persons Yes N。

8. If yes , did the training objectives clearly tell you what was important to learn 
during the tra ining course? 

15 
(Average 4.5) 

10 

5 
5 

o 0 

Poers。ns
2 3 4 5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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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How well did the training course meet its stated objectives? 

10 

5 

O 
Persons 

(Average 4, 5) 

o o 

2 3 

Technica/ content/Train끼'0 course Conduct: 
10 , The technical content 01 the training course was: 

15 
(Average 4 , 8) 

10 

5 

o 0 
0 

Persons 1 2 3 

4 

o 

4 

11 , How relevant were the training course topics to your work? 

15 

10 

5 

o 
Persons 

(Average 4, 6) 

o o 

2 3 4 

5 

5 Scale 

7 

5 
Scale 

5 Scale 

12 , The quality 01 the practical exercises , work cases or laboratory training at the training cou rse were 

13 , The overall training course duration was sufficient to achieve the learning objectives 

15 
(Average 3 , 4) 

10 

:[고 o 
Persons 2 3 4 5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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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The time scheduled for each session/module was adeQuate 

10 
(Average 4) 

5 
3 3 

0 

2 3 4 5 Scale 

15. Prior to the training course , your knowledge of the subjects presented was 

10 

5 

o 
Persons 

(Average 3.3) 

0 

3 

2 3 4 5 Scale 

16. After the train ing course , your knowledge in these subjects improved: 

10 
(Average 4.3) 

5 

o o 
0 

Persons 2 3 4 5 Scale 

17. Training course handouts were easily understood and of high Quality 

18. AudiolVisual aides at the training course were: 

5 

o 
Persons 

0 0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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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cale 

5 

5 Scale 



19. The training course lacilities were ‘ 

15 

10 

5 

O 

Persons 

(Average 4.5) 

0 0 

2 

0 

3 4 5 Scale 

20. How conductive to learning were the rooms where training was held? 

15 

(Average 4.4) 
10 

5 

o o 
Poers。ns z 3 4 5 Scale 

21 . Was the level 01 teaching at your level? 

10 
(Average 4.4) 

5 

0 o 
o 

Persons 1 2 3 4 5 Scale 

22. The training course instructors demonstrated a thorough knowledge and understanding 01 
their sUbject 

5 

5 Scale 

23 ‘ The presentations at the training course related theoretical knowledge concepts to real life 
Sl미itLωu떠ations 

15 

(Average 4.4) 
10 

빼」 5 

0 o • o 
Persons 1 2 3 4 5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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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The guidance by training personnel during training was 

15 
(Average 4.4) 

10 

5 

o o 

pgrs。ns
2 3 4 5 

Scale 

knmedia!e ImDaC!: 

25. How well were your personal expectations of the training course met? 

15 
(Average 4.5) 

10 

5 

o o 1 

Pgers |。ns
2 3 ‘ 4 5 

Scale 

26 . How caoable do vou feel in oerforminq these tasks at vour home facilitv? 

27. The training course will help your performance at work 

| 15 

10 

5 

o 
Persons 

(Average 4.3) 

o o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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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How often do you expect to apply what you learned during the training? 

10 

5 

o 
Immediately 

Persons 

10 

5 

o 
PersonsAII the time 

2 

Within Within 1 year 
6 months 

Recularly Occasionally 

29. How would you rate the training course overall 

15 
(Averace 4.5) 

10 

5 

0 0 、 o 
o 

Persons 2 3 

0 

Within 
3 year Period 

0 

Never 

30. Further comments ‘ (including main strengths and weaknesses 01 training course) 
Strengths : 

Weakness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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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ERI/RCARO TRAINING WORKSHOP QUESTIONNAIRE 

Course Code 
Course Title 

Course Location 
Course Dates 
Course Durations 
Course Director 
Host Institute 

KAERI / RCARO Regional Training Workshop on 
Research Reactor Utilization and Radiation Application Course 

Daejeon , Republic 01 Korea 
November 17-28, 2008 
2 weeks 
Mr.Eui-jin Lee , KAERI in cooperation with RCARO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 tute 

Admi.께;sη-ation/Backoround /nformation 
(whereby 1 is the 싹eakest and 흐 is the 잎띠며요원) 

1. Is this the only KAERIIRCARO Training course that you have attended? 

15 

10 
7 

5 

0 

Persons Yes No 

2. Did you receive your travel instructions/ air ticket well in advance? 

15 

10 

5 

o 
Persons Yes N。

3. Did you have problems or diff iculties in applying lor or receiving a proper visa? 

20 

11 

o 
o 

Persons Yes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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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id you receive instructions/background documentation to attend the training course well 
ln advance so that you could prepare yourself properly for this training course? | 2O j 

15 

10 

5 

O 

Persons Yes 

o 

N。

5. 1I yes , was it adequate and did it help you to achieve more from the training course? 

10 
(Average 4.9) 

5 

o 0 o 
0 

Persons 2 3 4 5 Scale 

6. How would you rate the overall administration of the train ing course 

12 
(Averace 4.9) 

6 

o o o 
o 

Persons 2 3 

Ob얻ζtives: 
7. Were the aims and objectives 01 the train ing course clearly explained and defined? 

20 

15 

10 

5 
o 

0 
Persons Yes N。

8. 1I yes , did the training objectives clearly tel l you what was important to learn 
during the tra ining course? 

15 
(Average 4.7) 

10 

5 

0 o 

Poers ’。ns
2 3 4 5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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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How well did the training course meet its stated object ives? 

11 . How relevant were the training course topics to your work? 

12. The quality 01 the practical exercises, work cases or laboratory training at the training course were 

10 
(Average 4.7) 

5 
5 

o o 0 

pgrsons 
2 3 4 5 

Scale 

13. The overall tra ining course duration was sufficient to achieve the learning objectives 

15 

10 

5 

o 
Persons 

(Average 4.6) 

0 o 

2 

7 

0 

3 4 5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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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The time scheduled for each session/module was adequate: 

10 
(Avera\le 4.8) 

5 

o o o 
o 

Persons 2 3 4 5 Scale 

15. Prior to the training course , your knowledge 01 the subjects presented was: 

5 

4 5 Scale 

16. After the training course , your knowledge in these subjects improved 

10 

5 

o 
Persons 

(Averace 4.8) 

0 o o 

z 3 4 5 Scale 

17. Training course handouts were easily understood and 01 high quality: 

18 . AudiolVisual aides at the training course were 

15 
(Average 4.7) 

10 

5 

o o o 
o 

Persons 2 3 4 5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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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The training course facilities were 

15 

10 

5 

o 
Persons 

(Averace 4.9) 

o o 

2 

10 

0 

3 4 5 Scale 

20. How conductive to learning were the rooms where training was held? 

15 

(Averace 4.9) 
10 

5 

o o o 
Poers。ns 2 3 

21. Was the level of teaching at your level? 

10 

5 

o 
Persons 

(Average 4.6) 

o o o 

2 3 

10 

7 

4 5 Scale 

22. The training course instructors dem onstrated a thorough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their subject 

6 

5 Scale 

23 . The presentations at the training course related theoretical knowledge concepts to real life 
situations 

15 

10 

5 

o 
Persons 

(Average 4.5) 

0 0 

2 3 4 5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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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The guidance by training personnel during training was 

15 
(Averace 4.9) 

10 
10 

5 

o o o 

얘rs。ns 
1 2 3 4 5 

Scale 

knmediate ImDact: 

25. How well were your personal expectations 01 the training course met? 

15 
(Average 4.7) 

10 

5 

0 o 

Poersons 
2 3 

~ 4 5 
Scale 

26 . How capable do vou leel in perlorminQ these tasks at vour home lacili tv? 

15 
(Averace 4.3) 

10 

5 

0 o 
o 

Persons 2 3 4 5 Scale 

27 . The training course will help your perlormance at work 

15 
(Average 4.5) 

10 
7 

5 

o o 
o 

Persons 1 2 3 4 5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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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How often do you expect to apply what you learned during the training? 

10 

29. How would you rate the training course overall 

30 . Furlher com ments: (including main strengths and weaknesses 01 training course) 
Strengths : 

Weakness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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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A TRAINING COURSE QUESTIONNAIRE 

Course Code 
Course Title 

Course Location 
Course Dates 
Course Durations 
IAEA Technical Officer 

and Division 
IAEA Administrative 

Officer and Division 
Course Director 
Host Institute 

KOICA/IAEA Training Course on Nuclear Power Policy , Planning and Proj, 

Daejeon , Republic 01 Korea 
9-29 October , 2008 
3 weeks 

Mr. Kim ,Young-Taek , KAERI in cooperation with Mr. Lee , Eui-jin , KAERI 
Korea Atom ic Energy Research Institute 

Adm시7ístratíonlBackoround Informatíon: 
(whereby 1 is the 싹eakest and ~ is the 학rongξ원) 

1. Is this the only IAEA Training course that you have attended? 

10 

5 

o 
Person Yes N。

2. Did you receive your travel instructionsl air ticket well in advance? 

15 

10 

5 

0 

IPerson 

2 

Yes N。

3. Did you have problems or difficulties in applying lor or receiving a proper visa? 

20 

10 

o 
Persons 

o 

Yes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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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id you receive instructions/background documentation to attend the training course well 
in advance so that you could prepare yoursell properly lor this training course? 

15 

10 

5 

0 
Yes N。

5. 1I yes , was it adequate and did it help you to achieve more Irom the training course? 

10 
(Average 4.2) 8 

Persons 1 2 3 4 5 

5 

0 o 
o 

6. How would you rate the overall administration 01 the training course 

0 0 

12 
(Average 4.3) 

6 

O 

Persons 2 3 4 
8 

떠
 

p 

。C 

나
 

Q12얻ζ다얀필 
7. Were the aims and objectives 01 the training course clearly explained and delined? 

5 

qM 

m 

f 

o 
o 

Persons Yes No 

8. 1I yes , did the training objectives clearly tell you what was important to learn 
during the training course? 

12 

o 

3 4 5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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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How well did the training course meet its stated objectives? 

11 ‘ How relevant were the training course topics to your work? 

12. The quality 01 the practical exercises , work cases or laboratory training at the training course were 

10 
(Averace 3.3) 

5 
2 

P”e l , ‘싸::，"1 o 

rsons 1 2 3 4 5 
Scale 

13. The overall training course duration was sufficient to achieve the learning objectives 

10 
(Averace 4.2) 

5 

o 
o 

Persons 2 3 4 5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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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The time scheduled for each session/module was adequate: 

10 
(Average 4.1) 

7 

5 

0 
o 

Persons 2 3 4 5 Scale 

15. Prior to the training course , your knowledge of the subjects presented was 

10 
(Average 3.4) 

5 

o 
0 

Persons 2 3 4 5 Scale 

16. After the training course , your knowledge in these subjects improved 

10 
(Average 4.3) 

5 

o o o 

년딴브먼 2 3 4 5 

17. Training course handouts were easily understood and of high quality 

10 

(Average 4.4) 

5 

않늙설 
o o 

2 3 4 5 Scale 

18 . Audio!Visual aides at the training course were‘ 

15 
(Average 4.2) 

10 

5 

o o 
o 

Persons 2 3 4 5 Scale 

- 257 



19. The training course lacilities were 

15 

10 

5 

o 
Persons 

(Averace 4.4) 

o 0 

2 

10 

3 4 5 

20. How conductive to learning were the rooms where training was held? 

15 

(Averace 4.3) 
10 

5 

o o 
Poers。ns 2 3 4 5 

21 ‘ Was the level 01 teaching at your level? 

10 
(Average 4.2) 

5 

0 o 
o 

Persons 2 3 4 5 

Scale 

Scale 

Scale 

22. The training course instructors demonstrated a thorough knowledge and understanding 01 
their subject 

15 
(Averace 4.3) 

10 

5 

o o o 
o 

Persons 2 3 4 5 Scale 

23. The presentations al the training course related theoretical knowledge concepts to real lile 
sltuatlons: 

10 

(Average 4.2) 

5 

o 0 
o 

Persons 2 3 4 5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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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The guidance by training personnel during training was 

15 
(Average 4.4) 

10 

5 

o o 

Persons 2 3 4 5 Scale 

hnmediate ImDaCt: 

25. How well were your personal expectations 01 the training course met? 

15 
(Average 4.3) 

10 

5 

o o 

POers。ns
2 3 4 5 Scale 

26. How capable do vou leel in perlorminQ these tasks at vour home lacilitv? 

27. The training course will help your perlormance at work: 

I 10 

5 

o 
Persons 

(Average 4.3) 

o 0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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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How often do you expect to apply what you learned during the training? 

10 
8 

5 

o 
Person~mmediately 

10 

5 

o 
Persons AII 

the time 

Within 6 months Within 1 year 

Regularly Occasionally 

29. How would you rate the training course overall 

10 

5 

o 
Persons 

(Average 4.3) 

o o 

2 3 4 

0 

Within 3year Period 

o 

Never 

5 

30. Furlher comments ‘ (including main strengths and weaknesses of training course) 
Strengths : 

Weakness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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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2008 WNU 1주 과정 일반명가 셜문 빛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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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 \lEfl.StTY 
.，~‘ ’“ ‘” 、 11 O( ~HOf"_ t! 

Assessment of the WNU One - week Course 

• Course Title : Key lssues in the World Nuclear lndustry Today 

• Course Location ’ Nuclear Training & Education Center , KAERl 

• Course Dates : 7 - 11 July 2008 (] week) 

• Course Organizer: Steve Kidd , Youngmi Nam and Young- tak Kim 

• Host lnstitute: Korea Atomic Energy Researc h lnstitute 

• Total respondents : 59 persons 

Average score: 3.9 

Questionnaire 2 3 4 5 6 7 8 9 10 11 ’2 13 14 15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Yes 11/0 

No 12 Ib 

3 Ic 

4 Id 
5 

NO.ol 
resDondents 

Averaoe 

43 0 o 56 51 2 o 2 4 2 3 2 2 2 2 2 2 o 0 
15 2 3 18 4 7 7 6 2 9 ’2 

2 3 3 9 2 3 2 5 5 42 0 2 
15 8 14 13 ’9 10 5 15 ’3 23 8 11 7 13 8 5 6 14 ’6 13 11 10 8 
23 19 26 17 25 33 28 27 18 34 25 25 30 32 22 22 31 27 26 4 23 34 

3 8 28 26 

58 56 57 59 84 59 57 59 59 59 59 59 59 56 59 59 59 59 59 59 58 59 57 58 59 

4.3 43 3.8 3.8 3.9 3.9 3.8 3.5 3 4 3.8 4.1 3.8 3.6 4.2 4.1 3.8 3.6 3.8 4.2 4.1 
Whereby 1 i s the weakest and 5 i s the strongest : 1 i s JX>or and 5 i s excel 1ent , or l =Very 

disagree , 2=Disagree, 3=Ne ither agree nor disagree, 4=Agree. 5=Stronglyagree, as appropriate 

Admin i stra ti on: 

1. ls this the only KAERl Training course that you have attended? 

‘o 
30 

20 

10 

o 
Ve.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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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ere you satisfied with the information you got before the course? 

3. How would you rate the overall administration of the course? 

(Average 4.3) 

30 

20 

10 

o 2 
o1 

2 3 4 5 

O'b.iectives 

4. \Vere the aims and objectives of the course clearly explained and defined? 

% 

m
ω
 애 m 
m 
m 

。

Yes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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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What were your main objectives f or the course? (~1ul tiple choices are 

available) 

m
ω
 얘
 
때
 m 
m 

。

a b c d 

a. To le arn about global nucler issues 
b. To nelwork with participants 
c. To atlain pecific lechnical knowledge 
d . Others ( 

1 

一)
/ (d to pract i ce English ) 

6. How well did the course meet your objecti ves? 

30 

20 

(Average 3.6) 
26 

f 

yι→ 

10 

o 
2 3 4 5 

Course Curriculum 

7. How relevant were the course t opics to your ‘,vork? 

(Average 3.8) 

20 r 1요 -

10 

{ 

2 3 4 5 

- 265 -



8 ‘ lias the overall course duration sufficient enough to achieve the learning 

。bjectives?

30 

(Average 3.9) 

20 

10 

o 
o 

2 3 4 5 

10. Were the lectures easy to understand for your level? 

(Averace 3.8) 

2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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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Was your English level enough to understand the lectures? 

(Average 3.5) 

20 

10 

o 
2 3 4 5 

12. Before the course , your knowl edge of the subjects was: 

30 r •-
(Average 3.0) 23 

20 

10 

o 
2 3 4 5 

13. After the course , your knowledge in these subjects has improved: 

:40 
(Average 4.0) 

30 

20 

10 
2 

o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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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How would you rate the tours of KAERI? 

30 
(Averace 3.8) 

20 

10 

o 
2 3 4 5 

15. How would you rate the curriculum of the course? 

30 
(Average 4.1) 

20 

10 

o 
2 3 4 5 

16. ~hat subjects do you want to add to the curriculum? 

Subject to add No of r~esp 
Specific 'Juclear technology 10 
New nuclear technology 3 
Safety / 4 
New waste management technology I 5 
Radiation and i ts appl ication f 3 
Reprocessing 3 
Radiation protection 2 
NPP development experi ence 3 
Nuclear pol icy 
Decommissioning l 
Fuel cycle 1 
Emergency & preparedness 1 
Transportation 1 
Nuclear economics 1 
Climate change issue 
~lanagemen t 
lnternational organization 1 
Ac ti vi ty - Reactor t쁘r'，_ small 올연쁘 di s cussi on and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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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deo case 
Reduce just general topic I 

17. What subjects do you want to have more /less time for the curriculum? 

More time 
New nucl ear technology 
Nuclear economics 
Fusion technol。양 
Nuclear technology 
Nuclear power plants 
NPP experience 
Safeguards and non-proliferation 
Nuclear transportation 、

Nuclear project structuring ‘ .. 
Nuclear politics / 、

Nucl ear reac tor g 、

Decommissioning 
Waste management ‘ ‘ Non-proliferation ’ 
NUcl ear fuel 
Common knowledge related to nuclear 
WNA and OECD/NEA analysis report 
Commercial Vendor{때. GE , AREVA .. ) Presentations 
Radiation application 
Public acceptance ’ 
Technical tour 
More lecture time 1 

Less time 
New Nuclear Technology 
Nuclear Law 
Nuclear Economics 
Marketing behavior of vendors 

、‘- ./ ‘「
‘r 

」

- 269 -

No of resp 
6 
5 
4 
2 
2 
2 
2 
2 
2 
2 
1 
1 
1 
l 
1 
l 
l 
l 

No of res 

2 
1 
1 



18. What is(are) the most valuable lecture presentation(s) you remember? 

4 

14 

”ι
 m 
8 

6 

10 

2 

o 
。’‘ ι’"'" ............ ….，.…，~ ... I"" - “ ’·…"" .... ~~'T_""'.，.，.，..，..‘ 1‘.-‘".… .. p-,--.rc,‘_..,. IC\_ ._.‘a “ ’""，.I.，~ι“"~" 

‘~.시 @‘…… &“.~-“ ,-“J ‘• .. 1 I~.n‘_.‘， ("'-6…뼈'Þ-이 C~IIt .. ‘_":CI!ooi .. ’… c..>!,,1 

~ •• ,’… ‘"，"lI P…·’·에 .0 .... ' 
”’‘• o. 

Course Conduct 

19. Course handouts were easily understood and of high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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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The training faci1ities were: 

(Av.rag. 4.2) 

30 

2 2 

o 
2 3 4 5 

22. The guidance provided by the course coordinators during the course was 

m I 

2 

(Av.rag. 4.1) 

20 

10 

o 

I II1l11ediate 1111，ρact: 

23. How well were your personal expectations of the course met? 

2 

20 

10 

2 

o 
Persons 1 2 3 4 5 S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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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How capable do you feel in performing these tasks at your home facility? 

30 
(Average 3.6) 

20 

2 

o 
Persons 1 2 3 4 

25. Will the course help your performance at work? 

l3õ 
(Avorago 3.8) 

110 

o 

26. How often would you prefer the course to be held? 

40 

30 

20 

10 

o 
o 

a b c 

8. Never 
b. One every year 
c. Once ebery two years 
d. Others( 

* Summer and Winter 

* Twice per year winter and Sllmmer courses 

* every 6 month (Summer & Wi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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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ce half year 

27. Would you recommend that your organization send participants to the 

course? 

m 

잉
 

m 

(AV9rag9 4 .2) 24 

o 
o 

2 3 4 5 

28. How would you rate the course overall 

30 

20 

10 

- 1 L 
29. Comments and suggestions on the overall course (including main strengths 

and weaknesses of course) 

The organization of the workshop is very g~∞d 뻐d 1 h。야 that 1 wi 11 have a 

change to at tend th i 5 workshop IDOre t i me. Thank you very much ’ 

Thank you for this organ ization. It is better if there are Iecturers only for 

students. ] want to have more time for facility tours 

• 1 think this course was well-organized as 1 expected. The lectures are very good 

• Overall is good , well managed and prepared 

1 would like to express my deep thanks to \\'~U to give the young studnets like me a 

good chance to come closer to the nuclear industry. Also 1 really appreciate the 

efforts , that KAERl ’ 5 already made to organize such an outstanding summer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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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this course , 1 have obtained a 10t of knowledge and for sure 1 써 11 come 

again to this school if 1 have chance. Thank you again and see you again. 

• All of the guidence shou1d be in Eng1ish 

• Well organized including overall nuclear issues ‘ 1 fee1 something wanting to add 

lectures on Korean situation and problem such as spent fuel treatment 

• 1. One-week is a lit t1 e bit short time to deal such 뼈ny subjects. 1 hope there is 

a small group discussion time between lecturer and small group at the dinner time 

2. 1 hope you provide the video materials for the audience 

• AIl Iecturers were helpful for me. I t was a good opportuni ty to understand the 

streem of the nuclear industry. Nuclear econamics which we are not able to access 

in the university , and informations about commercial data were useful and great. 

I ’d like to attend a similar course next time. 

• 1t was a good opportunity that 1 learn some nuclear ìssues which does not deal in 

university. lt will be better if lecturers is easier , 50 everyone can understand 

the nuclear econamics and world markets and etc. It was very useful for me and 1 

will recommand my colleques to attend next course. 

• 1 t was qui te useful t1 me to understand the .l\PPs and the nucl ear issues wi th new 

aspects of view. 1 hope this course would be extended. lt seems good if the coures 

duration is longer and there is discussion time 

• Some lectures were di fficul t to understand for me , but i t was really useful to 

learn many things. l hope to attend that kind of the course again 

• It would be better if every participants could be given paper before the course. 

Because there may be a lot of people who doesn ’ t have nuclear background. 

Thank you to everybody to prepare. 

• 1. Fix some trouble in the lecture time. 2. English version of the Power Point is 

ne때ed. 3. World energy out100k related the global .. arming was impressive for me 

4. lt was well organized such as lectures , lunches and etc ‘ 

Iectures were very worth to learn. Good opertunlty to network with nuclear people 

of the foreign countries and our country. 1 t would be needed to have a network 

time like a team huilding or some activities 

• Lecturers , staff and lunches were g∞d， but the I ecture pl ace was not nature 

friendlyand temperature contral was not good. 

• ‘'Iore refined tour program is needed 

lt would be needed to support lecturers at lectur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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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for your great kind guidence during the course. It was comfortable and 

beneficial course. 1 had g。어 time to hear Key lssues of World Nuclear Society , 

and broadened my knowledge about nuclear. Also KAERI faci 1 i ty was great. 1 had 

good and fine time here. Thank you all related persons and orginizations 

• More technical subjects would be better even though the course duration is needeed 

longer time. 

• 1 want to add more practical subjects like a practical theory or technical trends 

• Thank you for all things. 

• 까1e level of the couse is higher fort the beginers of the nuclear field and is 

lower for the professionals. 1 recommend to participate this course nuclear 

professinals who have 3-5 experience or non-nuclear personals have 10-15 years 

experience. Thank you for the lecturer ’ 5 passions and excelant materials , and 

KAERI staff ’ 5 devotion 

• Please be careful attention to select Korean lecturers. Generally speaking, the 

lectures were very satisfied. 1 t was high qui 1 ty education course that 1 could 

felt the sweat and effort of organizers 

• 1 hope many people from various field would attend this course. Especilly , this 

course wil1 be effectjve for students and nuclear beginers 

• Thank KAERI for making successful seminars. 1 really enjoyed being participanted 

because it widened my knowledge. 

• First of all 1 appreciate all the 1 ecturers & staffs for WN\J Summer course. 

Because of lack of the detai I information. my expectation was too high at the 

first step and felt a little bit frustration because of minor fault in 

presentation material which is not reflect the fact currently and industrial 

lectureror did not prepare the presentation and accordingly mummered in his class 

However , according to the time flow 1 could find the passion of the W ι 

lecturerors and eventually satisfied the lecture. When 1 returned to the office , 1 

will recommend my colleague to participate in this course next year. Final1y 1 

appreciate a11 the lecturer ’ 5 endeavor for the course . 

• The English Iectures were difficult to understand for me. But 1 could have a broad 

angle on the nuclear issues looking professionals who are active. Thank you 5。

much that 1 have a chance to participate this course. 

Thank you for all organizers 

• Request: to Împrove the microphone system and computer system: to add social 

interaction programme bewteen audiences. Overally the course was excellen t. Th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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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 for all organizers 

• Thi s course i s very good. The speaker i s very g∞d after the global things ( 

Because the scope of this course is very general) and I get the global picture and 

point of view abcut nuclear industy. I hope there .ill be some continuing course 

with more detail every topics. 50 .e will have very detai 1 picture inside the 

global picture. This course is very useful for me because 1 can broad my kno\씨 edge 

no. the nuclear industry in every aspect. 1 h。야 I can held this course in my 

country 50 many scientist and engineers and everybody who related to the nuclear 

industry can participate wi th this kind of course. 1 just only havel come, 

suggestion about the lunch facility: the restaurent that provide by KAERl is very 

g∞d but because there are no variation and we have to go there everyday , 1 am a 

little bit boring. but the f∞d is delicioU5 50 it ’ 5 OK. 1 really enjoy my time in 

this course I got many knowledge and many friend. Thank you very much 

• All instructors were pretty wonderful. I hope this program w.i lJ be continued for 

bcth nuclear and non-nuclear participants. Thanks a lot 

• I was quite disappointed that the contents of lecturers .ere so genera l. 1 h。야 

next course to include more detai led contents: safety analysis , PWR acidents. etc. 

1 appreciated for organizers ‘ 

• Thank you / 

• 1. lnput 1-2 days di scussion project after di nner ti me , i t wi 11 i ntens i fy a 

human-network among the audience. 2. It would be better if there are Korean 

traditional food in lunch time. Thank you for the excellent course 

• 1 have gained much information through this course. 1 would like to add the 

lectures on the nuclear safety and case studies 

• Good opportunities for me , Thanks! 

• 1. It was difficult lecturers used many abbreviated word without explaination. 2. 

expected there were lecturers fr、。m industy companies who gave the site 

experience. but 50me lecturers from industries couldn ’ t meet my expectation 

because they focused on sales and advertisement and couldn ’ t answer to questions 

1 h。야 you invite some engineering experts from more than sales parts. Also 1 h。야 

lectures wi 11 be selected fro lD .i ndustry and research insti tute and universi ties 

uni formly ‘ 

• 1. 1 t would be bet ter i f there are break timesfor concentratl on after every 50 

minutes lecture. 2. 1 hope Korean lectures as a good English speaker. 3. 5ame 

restaurant was a little bit boring. 4. Audio equipment should be prepared before 

lectures. Thank you for every sta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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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o short time compared wi th lecture materials , presentation sl ides should be 

reduced. It wa5 cold. ~1ore break time5. 1 hope there i5 an introducing time 

per5onally. 1 t would be bet ter i f there are 50me homework 1 ike report about key 

issues to submit 

• This course is very good for us to know basic knowledge related to nuclear power. 

E5pecially native English person ’ 5 presentation5 are wonderfu1. 1 wish get all of 

the materia15 pre5ented in World Nuclear Univer5ity all over the world 

• 1. Time management over time is not good. You need to control time schedule. 

Expecially Mr. Braun had twice overtime , which contents of his lecture was very 

good but i t wa5 di fficul t to 5et down for about 2 hour5. 2. Lunch re5taurent: We 

hope to get a various restaurent 3. Discussion Time : Participants communicate 

each other 4. Af ter lecture we need to have 5maJl group meeting 5. One week cour5e 

is too short 

• Too short time to give much information. 1t would prefer few topics were dealt 

deepJy 

• Excellent , but please change the menu next time. And we need more time t。

ice-braking. PLease make more ice • breaking to talk with other participant5 at 1st 

day. Thank you for great chance!! 

• 1. It was very useful for me. Lecture times were too long. I hope longer bre외〈 

tirnes. Same lunch menu was boring 

Thank you 50 much. 1 wa5 5atisfied with high quaJity Jecture5. I had feeling that 

the every lecture didn't have connected each other. lt would be more effectiveif 

the issues were connected each other. J thought PR of the AREVA , GE , WH were 

waste of time. 1 suggest that grouping of audiances , giving presentation by each 

group about key issues , having Q&A time5. The course would be improved if the 

comments of audiences are reflected every year. Thank you. 

I request that there i5 one day during 5 days of the course that focus on the 

5pecific technical part 

The microphone and presentation controller shoud be improved. Lectures were s。

fast and presentation materials were too many ‘ Staff members were very kind 

• All the materials is very smart and simply visible. Because of that , the 

information would be easier to understand. At any rate , police , Theory , Nuclear ’s 

futures are on the assurance in my brain. 1 would like to give my mind all of you 

who show the smart information on the scope of ~uclear lndustry. 

낌
 



부록 5. KAERI - IAEA 간 ANENT 협력 협약(안) 

A: KAERI 째안 내용 

B: lAEA 조쟁안에 대한 KAERI의 제조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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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ACTICAL ARRANGEMENT 

between the 

DEPARTMENT OF NUCLEAR ENERGY.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and the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for 

COLLABORATION ON ASIAN NETWORK FOR EDUCATION IN NUCLEAR 

TECHNOLOGY (ANENT) 

PRACTICAL ARRANGEMENT 

between the 

DEPARTMENT OF NUCLEAR ENERGY.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and the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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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COLLABORATION ON ASIAN NETWORK FOR EDUCATlON IN NUCLEAR 

TECHNOLOGY (ANENT) 

BACKGROUND 

This Praclical Arrangemenl is made between Ihe Division of Nuclear Energy 

(hereafter referred 10 as "NE") of Ihe Inlernalional Alomic Energy Inslitute 

(hereafter referred 10 as "IAEA'’) localed al Wagramer Slrasse 5, P.O. Box 100, 

A-100 Vienna, Auslria, and Ihe Korea Alomic Energy Research Inslilule (hereafter 

referred 10 as "KAERI") localed al 150 Deokjin-Dong , Yuseong-Gu, Daejeon, 

303-363, Ihe Republic of Korea , hereafter referred 10 singly as a "Party" and 

logether as Ihe "Parties", 10 promole joinl and cooperalive iniliatives relevanl 1。

nuclear educalion and Iraining. 

1. Progress of 빼e ANENT 

1.1 Managing nuclear knowledge is an importanl issue al nalional, regional and 

global levels 10 properly meel Ihe needs for realizing Ihe expecled nuclear 

renaissance. Addressing Ihis issue in lerms of human resource developmenl, 

the IAEA look an inilialive in cooperalion wilh Asian Member Stales resulting 

in the crealion of Ihe Asian Network for Educalion in Nuclear Technology 

(hereafter referred 10 as "ANENT") in February 2004 

1.2 As a promoling inslrumenl of Ihe ANENT, Ihe Nuclear Training and 

Educalion Cenler (hereafter referred 10 as "NTC") of KAERI for Ihe IAEA wilh 

ils assistance developed Ihe ANENT web-portal intended for informalion 

exchange, and Ihe associaled cyber platform inlended for web-based 

educalion and Iraining (hereafter referred 10 as "ANENT Web Syslem").The 

Parties w川 。perate Ihe ANENT Web Syslem and KAERI will carry oul Ihe 

syslem as an in-kind conlribulion 

1.3 Currenl silualion requires enhanced efforts 10 deal wilh numerous basic 

- 282 -



activities as well as for a practical outcome and innovative approaches‘ 

This calls for a more systematic and strengthened cooperation by the Parties 

in moving ANENT forward 

2. Purp∞e of the Arrangement 

2.1 The purpose of this Practical Arrangement is to strengthen cooperation 

between the Parties for the promotion of ANENT activities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nuclear human resources and ultimately to the management 

。f nuclear knowJedge at nationaJ and global Jevels as well as the Asian 

region as a whole 

2.2 Particular at!ention should be given primarily to the promotion of the use of 

the ANENT Web System for the benefit of broader users to build a nuclear 

knowJedge base without infringement of the Parties ' respective ownership right 

。f the ANENT Web System. 

3.5∞pe 여 the Arrangement 

3.1 The Parties may seek each other's expeπise to optimize the implementation 

。f activities of common interest. This may include scientific visits and expert 

assignments at the Parties’ locations 

3.2 The Parties will promote cooperation for the realization of ANENTs vision, 

including but not limited t，。

a) Sharing of information and materials reJevant for nuclear education and 

training 

b) Joint operation of the ANENT Web System 

c) Application of the ANENT Web System, and its further enhancement 

3.3 The Parties may develop project concepts which on an annual basis shall be 

reviewed , prioritized, selected and specifìed for a realization 

3.4 Newly created project concepts may be formalized by the Parties as Meeting 

Minutes and/or Appendices to this Practical Arra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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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Nothing in this Practical Arrangement gives rise to legal or financial obligation 

upon either Party. To the extent any activity may give rise to such an 

。bligation ， a separate Agreement shall be considered subject to the IAEA’s 

Financial Regulations and Rules 

4. Joint Opelãtion 여 the ANENT Web 

4.1 The general operation of the current ANENT Web Systemwill be carried out 

by KAERI as an in-kind contribution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IAEA until a 

new decision is made by the Parties and the ANENT Web System is not t。

be sold or used to provide services for a fee without the Parties' mutual 

consents in advance. 

4.2 KAERI’5 general operation includes management of the URL, maintenance of 

the ANENT Web System server at KAERI , control of the access to the 

system, assistance in the management of the data on the system, and 

consultation on technical matters of the system raised by the users. However, 

additional operation activities beyond the scope of the general operation will 

require advance agreement by the Parties. For the general operation, KAERI 

reserves theright to charge for any out of pocket costs or reimbursement for 

the operation and the KAERl's reserved right will be exercised after the 

Parties‘ mutual consents in advance 

4.3 IAEA will provide support for the facilitation and effective operation of the 

ANENT Web System through its cooperation mechanisms and IAEA will 

inform NTC/KAERI of any innovations or improvements made to the ANENT 

computer platform and make these available to NTC/KAERI 

4.4 IAEA will assume responsibility for aninstallation of the ANENT web server at 

locations outside of KAERI, and the operation of this system, unless a related 

project concept(s) will be established by the Parties, after obtaining the 

KAERI 's prior consent for the IAEA’5 ANENT web server installation outside 

。f KAERI 

5. Application 여 the ANENT 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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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IAEA and KAERI will make joint efforts in the application of the developed 

ANENT Web System, in paπic비ar， making available on the web courses and 

materials useful for member countries for their peacef비 use and development 

。f nuclear technology, training of its users, and promoting the operation of 

∞urses on the web, as well as establishing web-based networks with other 

reglons. 

5.2 For the promotion of a course operation, the Parties will focus primarily on a 

regular implementation of e-training in the areas of energy planning and 

nuclear knowledge from which the coverage of the areas will be expanded 

Subsequently, the Parties will make joint effl。ηs for seeking available 

e-training courses and/or developing ones, and operating those as wel l. 

5.3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activities outlined in Articles 5.1 and 5.2, IAEA 

will cover the direct costs required , while KAERI will provide an in-kind 

contribution for the general operation of ANENT Web System and local 

arrangements related to each specified activity, if needed. Partic비ar cases of 

cost sharing will be dealt with , case by case, as new project concepts 

requiring additional agreements by the Parties. 

5.4 Along this line , the parties will consider ways for the enhancement of the 

ANENT Web System to meet additional needs from the implementation of the 

ANENT activities 

6. Intellectual p~야>erty Rights 

6.1 Any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data, information, course materials, or 

computer programs resulting from the cooperation activities under this 

Practical Arrangement will be owned jointly by both Pa미es. Each Party will 

have right touse such property rights , data , information, course materials, or 

computer programs for non-commercial purposes, free of any royalty charge 

6.2 If either Party wishes to use the propeπy rights,data, information , course 

materials, or computer programs for commercial purposes, that Party must 

。btain prior written consent from the other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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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If either party wishes to dis미ose confidential data , information, course 

materials, or computer programs resulting from the cooperation activities 

under this Practical Arrangement as well as that obtained from the other 

Party to any third Party, the disclosing Party must obtain prior written consent 

from the other Paπy. 

6.4 The same rules outlined in Articles 6.1, 6.2 and 6.3 apply to the use of the 

developed ANENT Web System by the Parties 

7. Duration and Tenninatiα1 

7.1 Duration of this Practical Arrangement shall be for a period of 5years , 

commencing on the date of the last signature. It can only be extended by 

means of a supplementary agreement. 

7.2 Subject to six month notice being given to the other Party by a registered 

letter, each Party may terminate its participation in this Practical Arrangement 

at any time if it has justifiable reasons for doing so 

7.3 Where notice of an intended termination is given , the Parties shall take 

immediate measures to bring all joint activities to a close in a prompt and 

orderly manner 

8. Miscellaneous Clauses / 
8.1 Nothing in this Practical Arrangement shall be construed as a waiver of the 

privileges and immunities accorded to the IAEA by its Member States 

8.2 The parties will seek to settle amicably any dispute arising out of or resulting 

to interpretation or implementation of this Practical Arrangement 

9. Adminisb'ative Pr，。애sions 

9.1 AII correspondence necessary under this Practical Arrangement will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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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rough Ihe appoinled coordinalors. The coordinalors are currenlly idenlified I。

be: 

For NE-IAEA 

Name: Mr. Yanko Yanev 

Posilion‘ 

Address: 

Head, Nuclear Knowledge Managemenl Unil 

Tel : 

Wagramer Slrasse 5, P.O. Box 100, A-100 Vienna , Auslria 

+43 1 2600 29598 

Fax: +43 1 -------

E-mail : y.Yanev@iaea.org 

For KAERI 

Name: Ms. Byung Joo Min 

Posilion: Direclor, Nuclear Training and Educalion Cenler 

Address: 150 Deokjin-Dong, Yuseong-Gu , Daejeon, 303-363, Ihe Republic 

。f Korea 

Tel: 

Fax 

E-mail: 

+82 42 863 8887 

+82 42 861 5018 

bjmin@kaeri.re.kr 

9.2 This Praclical Arrangemenl will be execuled in duplicalion, and is nol 

effeclive unlil signed by bolh Parties. 

IN WITNESS WHEREOF, Ihe Pa에es herelo have signed hereunder by Iheir 

respeclive duly aulhorized represenlalives 

For IAEA 

Mr. Yuri Sokolov 

Deputy Director General 

Oepartment of Nuclear Energy 

For KAERI 

Mr. Myung Seung Yang 

Presidenl 

Inlernational Alomic Energy Agency Korea Alomic Energy Research Inslitute 

Signalure Signalure 

Oale/Place Oale/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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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PRACTICAL ARRANGEMENTSBETWEEN THE INTERNATlONAL 

ATOMIC ENERGY AGENCY AND THE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FOR COLLABORATION ON AN ASIAN 

NETWORK FOR EDUCATION IN NUCLEAR TECHNOLOGY (ANENT) 

These Practical Arrangements are made between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hereafter referred to as "IAEA") and the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hereafter referred to as "KAERI"), hereafter referred to singly as a 

"Party" and together as the "Parties", in order to promote joint and cooperative 

initiatives relevant to nuclear education and training. 

The Asian Network for Education in Nuclear Technology (hereinafter referred t。

as the "ANENT") is a regional partnership for cooperation in capacity building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cluding education and training in the 

peacef비 use of nuclear technology within the Asia and Pacific region. This 

initiative was launched by the IAEA in 2004 under the regular programme. The 

ANENT Member States have been supported also by the Technical Cooperation 

programme since 2007 

As a promotion instrument of the ANENT, the Nuclear Training and Education 

Center of KAERI with the assistance of the IAEA, developed an ANENT 

web-portal intended for information exchange and an associated ANENT cyber 

platform intended for web-based education and training (hereafter referred to as 

"ANENT Web System"). 

1. In order to enhanc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KAERI and the IAEA, the 

Parties have reached an understanding on the following modalities of 

cooperation: 

• To promote the use of the ANENT Web System 

• To jointly maintain and operate the ANENT Web System 

• To promote nuclear knowledge management and human resource capacity 

through web-based courses and e-training 

• To exchange information and materials relevant to nuclear education and 

training 

2. The KAERI and the IAEA will each appoint a focal point responsible fo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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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rdination of activities under these Practical Arrangements. AII 

correspondence related to the Practical Arrangements will be through the 

designated focal pOints at the following addresses. 

For the IAEA 

Name: Mr. Yanko Yanev 

Position: Head, Nuclear Knowledge Management Unit 

Address: Wagramer Strasse 5, P.O. Box 100, A-1400 Vienna, Austria 

Tel : +43 1 2600 22887 

Fax: +43 1 2600 29882 

E-mail: Y.Yanev@iaea.org 

F。r the KAERI 

Name: Ms. Byung Joo Min 

Position : Director, Nuclear Training and Education Center 

Address: 150 Deokjin-Dong , Yuseong-Gu, Daejeon, 303-363, the Republic 

of Korea 

Tel‘ +82 42 863 8887 

Fax: +82 42 861 5018 

E-mail: bjmin@kaeri. re.kr 

3. The Parties will consult annually, or as practicable, on the cooperation 

activities to be carried out under these Practical Arrangements. 

4. The Parties will support the widest possible dissemination of unclassified 

information provided or exchanged under these Practical Arrangements, 

subject to the need to protect proprietary information. The Parties will ensure 

confidentiality of information classified by the other party as restricted or 

confidential 

5. The Parties will cooperate to ensure that the intellectual propeπ:y and rights 

thereto,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all copyrights and patents, in and to any 

material or invention produced by either paπy， their employees and 

sub-contractors arising from the cooperation between the KAERI and the 

IAEA in the implementation of these Practical Arrangements can be used to 

further the IAEA statutory function of, inter alia, lostering the exchange 01 

information among its Member States with the prior written concurrence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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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y concerned . 

6. Nolhing in Ihese Praclical Arrangemenls gives rise 10 legal or financial 

。bligalions upon eilher Party‘ To Ihe exlenl any aclivity may give rise 10 a 

legal or financial obligalion, a separate agreement shall be concluded subject 

10 Ihe IAEA’s Financial Regulalions and Rules, prior 10 such activily being 

undertaken. 

7. Any disputes arising oul of or relating 10 inlerpretation or implemenlalion of 

these Praclical Arrangemenls will be amicably settled among the Parties 

8. Nolhing in these Practical Arrangemenls shall be construed as a waiver of the 

privileges and immunities accorded 10 the IAEA by ils Member Slates 

9. Either Party may terminate these Praclical Arrangements by giving sixty (6이 

days written nolice to the other Party. Where notice of termination is given, 

the Parties shall take immediate steps 10 bring all joint activities to a close in 

a prompt and orderly manner 

/ 
For IAEA 

Mr. Yuri A‘ Sokolov 

Deputy Director General 

Head of Department of Nuclear Energy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Si밍gna려ture 

Date/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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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KAERI 

Mr. Myung Seung Yang 

President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Signature 

Date/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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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 공개( 0 ). 비공개( ) 

보고서종류 연차보고서 
비밀여부 대외비( ) . 급비밀 

‘ 
연구위탁기관 | 계약번호 
원자력 국제 투명성 재고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멍위 확대률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국제 원 

자력교육훈련 및 인력양성 협력. 개도국 우수학생 석-박사과정 개껄‘ 국제원자력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국재원자역교육훈련 인프라 강화에 대하여 다음파 같이 수행하였다 

WNU와 협력하여 국내 원자력 차세대요왼 양성융 위해 1주 하계연수과정올 개최하였다‘ 

A:--JEI\'T 앤 포탈 및 사이버 플랫홈융 운영하고1 이에 대한 교육 지원율 하였으며， lAEA 사이Il[ 

교육사업의 확대률 위한 KAERI-IAEA Practica l Arrangement 체결 춘비블 마쳤다 FNCA 인척 

자원개발 협력에서는 동남아 회현국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수요률 분석하여 우리의 지원 문야를 

도출하였다 양국 간 교육훈련 협력분야에서는 한 에 원자력협력위원회 의재 사업 지원 이집트 

원자력요원을 대상으로 한 한국의 원자력발전기술자립경험과 사엽판리얘 대한 교육훈련 채공， 그 

리고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원자력 교육훈련협력 사업 착수 업무률 수행하였다 또한 GNEP에 원 

자력교육샌터가 참여하여 개발도상국 인력양성 협력 사엽에 한국의 경험융 활용하기로 하였다 

개도국 우수학생 KAERI 석 박사파정은 2007년도 베트남 대학 측과의 MOU 체결올 바탕으로 

2008년도 용 학기부터 첨단 원자로시스탱공학， 가속기 및 나노 빙 공학‘ 그리고 방사선 계측과학 

분야가 개션되었으며， 각 과갱 별 1 명 (총 3명)이 수학 중에 있다 

국제교육훈련프로그램개발 및 운영분야에서는 총 13개의 교육훈련파정(1뾰A ， KOICA, 

RCARO, 양국 간 협력)을 개설하여 외국 훈련생 226명에게 제공하였다 또한 중통‘ 아프리카 지 

역과의 원자력 협력 강화에 대비하여 원전 도입에 필요한 인프라 개발에 초점을 두어 교육대상별 

로 필요한 왼자력 전문교육과정 15개로 구성한 국가낼 맞춤형 교육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국제 원자력교육훈련 인프라 강화 분야에서는 한국의 연구용원자로 분야 경험올 정리하여 ‘연 

구용 원자로 생계·운영 및 이용’이라는 제목으로 영문교재 단행본을 개발하였다 

온 사업결과는 계속 사업에 활용될 것이여 그 중요성에 비추어 장기 목표를 달성하도록 지속 

적인 지원과 활성화가 펼요하다 

주제영기위드 
지역네트워크， 원자력교육훈련， 웹기반 교육훈련 1 교육훈련 n로그램 

00단어 이내) 



BIBLIOGRAPHIC INFORMATION SHEET 
Performing Org Sponsoring Org 

Standard Report N。 INIS Subject Code 
Report N。 Report No 

KAERl/RR-2953/2008 

Title / Subtitle 
Estab’Îshmenl of the International 집ucJear Education/Training and 
Îts Cooperation Framework for j\'uclear Transparency 

Project Manager 
B.J Min , Nuclear Training and Education Center (NTC) 

and Department 
K.\V. Han , E.J. Lee , Y.T. Kim , Y.M. Nam , S. K. Ahn , M.R. Kim, I.C. Kim , 

Researcher and \V.C. Kang , J.K. Yoo , I.A. Hwang , B.C. Sin, Y.C. Joα H,Y. Lee , H.W 

Department Hyun , S.J. Kwon , K.M. Yoo (NTC); C.H. Song, Y.S. Cho , K.M. Sun 
(KAERIl 

Publication Publication 
Daejeon Publisher KAERI 2009. 2 

Place Date 

Page 290 p IIl. & Tab , Yes( 0 ), No ( Size cm. 
Note 
Open Open( 0 ), Closed( 

Classified 
Restricted( 

Document 

Class Report Type Annual Report 

Sponsoring Org. I Conlracl No 
This proJect covered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nuclear 

education/training programs , cooperation for nuclear human reSQurce development and 

education/training , pr。、'ision of r." IS and PhD CQurses for Qualified students from deveJoping 

countries, and strengthening of infrastructure for the nuclear education/training. 

The WNU one 、，I..-eek sumrnf' r course was held for domestic future generation in nucJear 

field. NTC operated the ANENT web portaJ and cyber platform, supported training on 

their use , and prepared a K I\ERf-IAEA Practical Arrangement for the promotion of 

web-base nuclear education/training. For FNCA , an anaJysis was conducted on the need of 

nucJear educationltraining in South East Asian countries. The bilateral cooperation inc1 uded 

cooperation with Vietnam , provision of Korean experience for nucJear power personnel 

from Egypt. and commencing of cooperatÎon with Soulh Africa. Also , NTC participaled in 

GENEP for sharing Korean experience in the nuclear human reSQurce development project. 

KAERI-UST κJS and PhD courses with3 foreign studenls started in spring 2008 and 

împlemented. The courses were advance nuclear reactor system engineering , accelerator 

and nano-beam engineering , and radiatîon measurement science. 

13 international nucJear education/training CQurses (LA. EA , KOICA , RCARO and bilaleraI) 

were implemented for 226 foreign trainees. A reference education/training program was 

developed , which consisted of 15 courses that can be customized to learner levels and 

project stages of countries in Quξstion (e ,g. ~liddle East , Africa). 

A textbook entitled "Research Reactor Design. f\fanagement and Utilization ’‘ was 

developed presenting Korean experience with research reactors. 

Regional network ‘ l'\uclear education and training , 
Subject Keywords 

Web-based educalion and training , Nuclear education and 
(About 10 words) 

trammg program 


	표제지
	제출문
	요약문
	SUMMARY
	목   차 
	제1장 서론
	제1절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사업목표 및 수행내용
	제3절 사업 추진 체계 및 전략

	제2장 해외 인적네트워크 구축 및 인력양성 협력
	제1절 KAERI 국제 원자력 아카데미 개설
	제2절 세계원자력대학 협력
	제3절 IAEA 아시아원자력교육훈련네트워크 협력
	제4절 FNCA 원자력인적자원개발 협력
	제5절 이집트 원자력청 간부 요원 교육훈련 협력
	제6절 한-베 원자력인력양성 협력
	제7절 기타 협력

	제3장 국제원자력교육훈련 프로그랢 개발 및 운영
	제1절 국제원자력교육훈련과정 운영 실적
	제2절 국제 원자력교육훈련과정 만족도 평가
	제3절 신규 개도국 기술지원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제4절 2009년 국제원자력교육훈련과정 추진 계획

	제4장 국제 원자력교육훈련 인프라 구축 강화
	제1절 원자력 기술수출 영문교재개발
	제2절 영문 사이버교육자료 개발
	제3절 국제 원자력교육훈련 교재편찬
	제4절 국제원자력교육훈련 장비 및 시설 개선

	제5장 결론 및 건의사항
	제1절 결론
	제2절 건의사항

	참고문헌
	부록1. 2008년도 국제원자력교육훈련과정 수행 실적표
	부록2. 국제원자력교육훈련과정 수행 실적표
	부록3. 국제원자력교육 과정별 자체 평가 내용
	부록4. 2008 WNU 1주 과정 일반평가 설문 및 결과
	부록5. KAERI-IAEA 간 ANENT 협력 협약(안)
	서지정보양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