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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제 목
원자력 국제협력 지원사업

Ⅱ. 연구의 목적 및 중요성
본 연구는 원자력 기술협력 다변화를 위해 양자간‧다자간 국제협력을 효
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급변하는 국제원자력 정세에 효
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원자력 관련 국제기구와의 기술협력을
지원하고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의 원자력연구기관과 효율적으로 협력을 추
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Ⅲ. 연구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국제기구 및 지역협력협의체를 통한 다자간 협력, 주요 원
자력 선진국·개도국 연구기관과의 양자간 기술협력, 해외인력 교류 확대를
통한 기술협력 증진 등 세 개 분야의 추진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다
자간 협력 증진으로는 IAEA, OECD/NEA와의 협력 활동, 지역협력협의체인
RCA, FNCA 협력 활동을 소개하였으며, 양자간 협력 증진으로는 외국기관
과의 협약 체결과 양국간 원자력 공동조정위원회를 통한 기술협력을 다루었
다. 또한 해외 인력교류 확대를 통한 협력 증진으로는 해외과학자 유치, 활
용 및 주요 외국인사와의 협력에 대해 다루었다.

Ⅳ. 연구결과 및 활용계획
원자력선진국으로 인정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상을 더욱 강화
하고, 우리 원자력기술의 해외진출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에 대한 기
여를 확대하고 적극적인 협력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주요
원자력 선·후진국과의 원자력협력공동위원회를 통하여 제3국에 대한 공동수
출을 위해 협력하는 한편, 원자력 선진국의 우수연구기관들과 공동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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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하여 선진 원자력기술의 연구개발을 선도해 나가
야 한다. 그리고 신규로 원자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국가들을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여 양국의 우수 연구인력 간에 기술정보 및 인력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협력기반조성과제를 지속적이고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
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원자력 국제협력 활동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우리 연구원이 국제기구와의 협력, 양국간
및 기관간 협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향 정립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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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I . Project Title
A Project in Support of International Nuclear Cooperation

II. Objective of the Proje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the

strategie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order to promote our nation's leading role in
international community, to lay the foundation for the effective transfer of
nuclear technology to developing countries, and to cope with the rapidly
changing in the international nuclear communities.

III.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This study contains the work undertaken to promote multilateral
cooperation

within

organizations

and

the

framework

regional

of

cooperative

international
agreements

nuclear

and

the

related
relevant

forums, to enhance bilateral cooperation with foreign nuclear related
research institutes as well as

to promote cooperation through the

exchange of foreign scientists. As for multilateral cooperation, activities
for promoting cooperation within the IAEA and regional cooperative
frameworks are introduced. Regarding bilateral cooperation, activities for
concluding arrangements and MOUs with foreign research institutes and
for participation in joint nuclear coordinating committee meetings between
Korea

and

other

countries

are

presented.

For

promoting

personnel

exchanges, activities for inviting and utilizing foreign scientists and
mutual discussions with foreign experts, who have visited KAERI, are
also described.

IV. Results and Proposal for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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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ous efforts to contributing toward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rough utilizing Korea's experience gained in the process of technical
self-reliance and development of human resources are needed. Also
efforts to establish the foundation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to
make inroad into overseas nuclear markets for export of our nuclear
technologies should be made. Meanwhile in the bilateral cooperation, we
need to beef up cooperation with U.S.A. and Canada through the joint
committee for the joint export to third countries. It is desirable to lead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advanced

nuclear

technology

by

expanding the joint research projects with worldwide recognized research
institutes in

nuclear developed countries.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would be utilized as a basic material for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of
nuclear energy, especially for the KAERI's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an
effective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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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본 연구는 원자력 기술협력 다변화를 위해 양자간‧다자간 국제협력을 효
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급변하는 국제원자력 정세에 효
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원자력 관련 국제기구와의 기술협력을
지원하고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의 원자력연구기관과 효율적으로 협력을 추
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국제기구 및 지역협의체를 통한 다자간 협력,
주요 원자력 선·후진국 연구기관과의 양자간 기술협력, 해외인력 교류 확대
를 통한 기술협력 증진 등 세 개 분야의 추진 사항을 중점적으로 기술한다.
다자간 협력 증진으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및 OECD/NEA와의 협
력 활동, 지역협의체인 아·태 원자력협력협정(RCA), 아시아지역원자력협력포
럼(FNCA) 하의 활동을 소개하고, 양자간 협력 증진으로는 외국기관과의 협
약 체결과 양국간 원자력 공동조정위원회를 통한 기술협력을 다루며, 또한
해외 인력교류 확대를 통한 협력 증진으로는 해외과학자 유치, 활용 및 주요
외국인사와의 협력에 대해 기술한다.
구체적으로 제2장 1절에서는 국제기구 및 지역협력체를 통한 협력 증진
을 위하여 IAEA 개요, IAEA 사업 및 예산 현황, IAEA 사무국 한인 진출,
IAEA 기술협력(TC) 사업, IAEA 공동연구프로그램(CRP), 제54차 IAEA 총회
결과, IAEA 회의 유치, 회의 참석 및 전문가 진출에 대해 기술한다. 2절에서
는 OECD/NEA 개요, 전문가 진출 및 사업 참여, OECD/NEA 운영위원회,
3절에서는 RCA 개요, 제31차 국가대표자 회의, 제37차 RCA 총회 등에 대해
기술하고 4절에서 FNCA 협력에 대해 기술한다.
제3장 1절에서는 원자력 주요 연구기관과의 양자협력 증진을 위하여 추
진한 기관간 협약 체결 현황을 기술한다. 2절에서는 카자흐스탄과의 원자력
공동위원회 결과를 살펴본다.
그리고 제4장 1절에서는 해외 인력교류 확대를 통한 기술협력으로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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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자 유치 활용을 기술하고, 2절에서는 주요 외국인사와의 양자간 협력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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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제기구 및 지역협의체를 통한 협력 증진
1절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협력
1. IAEA 개요
1953년 12월 제8차 국제연합 총회에서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평화를
위한 원자력” (Atoms for Peace) 제창에 의거하여 1957년 7월 국제연합 산하
기관으로 창설되었다. 동 기구의 설립 목적과 기능은 원자력의 군사적 전용
금지를 위한 안전조치1), 원자력의 안전 이용 보장2),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을 위한 기술협력사업 수행3)이다. 2009년 12월 현재 회원국은 151개국이
고,4) 2009년도 예산은 정규예산이 2억 9천 6백만 유로, 기술협력자금이 8천5
백만불, 사무국 운영자본기금이 1천 5백만 유로이다.
동 기구의 정책결정 조직으로는 총회와 이사회가 있다. 총회는 매년 9월
IAEA 본부에서 개최되며 본회의, 전체위원회 및 운영위원회로 진행된다. 이
사회는 매년 3·6·9(총회직전 및 직후), 11월 등 5회에 걸쳐 개최되며 총회를
대신하여 IAEA의 실질적인 정책을 결정한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이사국으
로 13회(14회?), 총회 의장국으로 1회(’89) 선임된 바 있다. 우리나라는 2009
년 IAEA 총회에서 이사국으로 선출됨으로써 국제사회의 핵비확산 노력에
대한 우리의 기여와 역할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IAEA이사국은 모두 35
개국으로 이번 총회에서 우리나라와 함께 새로 선출된 이사국은 한국 포함

1) 원자력발전 등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시설로부터 핵물질이 핵무기 또는
기타 핵폭발장치 등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검증
제도를 일컬으며, 이의 주요 활동 및 기능은 ⅰ) IAEA 사찰관을 파견하여 해당
국의 의무 준수 확인 및 시정 조치, ⅱ) 해당국의 시설 및 시설 외부에 저장한
핵물질에 관한 정보 관리, ⅲ) 핵물질 국제 이전에 관한 정보 관리, ⅳ) IAEA에
제출되는 각종 핵물질보고서의 검토 및 평가 등이다.
2) 원자력 안전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회원국에 적용토록 권고하는 것이며, 이의 주
요 활동 및 기능은 ⅰ) 안전 기준 개발 및 적용 권고, ⅱ) 안전 기술 및 서비스
지원 및 제공, ⅲ) 안전 정보의 교환 촉진 등이다.
3) IAEA가 회원국들의 기술능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대개도국 지원 사업
이며, 이의 주요 활동 및 기능은 ⅰ) 원자력기술 전문가 자문 지원, ⅱ) 과학자
방문, 훈련생 파견, 훈련과정 개최, ⅲ) 원자력 장비 및 시설 지원 등이다.
4) 2009년 가입국은 바레인, 부룬디, 캄보디아, 콩고, 레스토, 오만, 르완다임. 캄보디
아는 1958년 가입, 2003년 탈퇴, 2009년 재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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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페루, 베네수엘라, 덴마크, 네덜란드, 아제르바이잔, 우크라이나, 파키스
탄, 케냐, 카메룬 등 11개국이다.

1.1 국제원자력기구의 기능 및 임무
원자력이 세계평화·보건·번영에 기여할 수 있게 조정하고, 개발도상국의
전력생산을 포함한 원자력의 실용적 응용을 지원하며, 핵물질이 군사적 목
적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가진다. 이를 위해 핵안전 환경보호기
준 설치하고 회원국 간의 업무·물질·설비·시설의 제공 및 과학기술 정보교
환을 지원하며, 과학자·전문가의 교환이나 훈련을 장려한다. 보다 자세하게
세분하여 기술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가. 평화적 이용촉진
○ 평화적 목적을 위한 원자력의 연구 개발 활용 장려, 지원
○ 평화적 목적을 위한 원자력의 연구 개발 및 실제적 활용에 유용한
작업 및 용역 수행
○ 평화적 목적을 위한 원자력 연구, 개발 및 실제적 활용에 필요한
물질, 용역 장비 및 시설 공급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과학, 기술정보 교환 촉진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분야에서의 과학자 및 전문가 교환 및 훈련장려
나. 안전조치
○ 기구 자체 혹은 기구의 요구에 의하여 또는 기구의 통제나 감독 하에
서 공급된 특수 핵분열성 물질 혹은 기타 물질, 용역, 정비, 시설 및
정보가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안전조치 설정
○ 당사국들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러한 안전조치를 양자간 또는 다자간
약정에도 적용, 또한 어느 국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국가의 원
자력 활용에도 적용
다. 안전기준
○ 공공의 건강을 보호하고 생명이나 재산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
한 안전기준(safety standard) 설정, 개발
○ 기구 자체 혹은 기구의 요구에 의하여 또한 기구의 통제나 감독 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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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공급된 물자, 용역 장비 시설 및 정보 뿐만 아니라 기구 자체의
활동에도 이러한 안전기준을 적용
○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러한 안전기준을 양자간 또는 다자간
약정에도 적용, 또한 어느 국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국가의 원
자력 활동에도 적용

1.2 IAEA 조직 및 현황
주요 기관으로는 총회, 이사회 및 사무국이 있다. 총회는 연1회 소집되며,
모든 회원국은 각1표를 가진다. 의결은 회원국의 과반수 다수결로 처리되나,
규정의 개정 및 회원정지에 관한 사항은 회원국의 2/3다수결을 요한다. 이
사회는 지역적 안배와 기술전문성에 따라 지명 또는 선출되는 35명으로 구
성된다. 이사회가 임명하는 자문위원회는 수시로 소집된다.
가. 헌 장
IAEA의 역할 및 기능을 담은 규약서 (Statute)가 1956년 10월 23일 총회
에서 승인되어 1957 7월 29일 시행 되었다. IAEA의 미션은 회원국의 관심
과 이해관계에서 시작된다. IAEA는 3개의 중요한 요소 즉 핵물질 사찰, 원
자력시설에 대한 안전 그리고 원자력기술 공여 및 개발에 있다. 이러한 중
요한 사안은 모두 헌장에 기록되어 있다. 전문 23조 와 부속서로 구성된
IAEA 헌장은 가구의 목적, 구성 및 운영 등 기본 골격에 대한 전반적인 사
항을 규정하고 있다.
나. 총 회
총회는 회원국 대표자로 구성된다, 정기총회는 통상 매월 9월에 비엔나에
서 개최되며 이사회의 요청이나 회원국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총
회가 개최된다. 총회는,
○ 이사국의 선출
○ 새로운 회원국의 승인
○ 회원국의 특권 및 권리의 정지
○ 이사회 연차 보고서 검토, 예산의 승인
○ 유엔에 대한 보고서 승인 유엔 및 전문기구와의 협정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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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장 개정의 승인
○ 사무총장 임명의 승인 등의 임무 수행
그러나 유엔총회(General Assembly)가 유엔에서 중심적이고 지배적인 역
할을 맡고 있는데 반하여, IAEA 총회는 이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고,
이사회(Board of Governor)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중심적인 역할을 담
당하고 있다. 그 이유는 IAEA 설립당시의 총회의 설치에 대한 배경을 살펴
보면, IAEA 헌장을 최초로 기초할 당시 미국의 당초 구상은 총회와 같은
기관을 두지 않는 것이었다. 이후 협상 그룹 초안에서 총회를 두도록 하였
으나, 총회는 제한된 기능 및 권한만을 갖는 것이었다. 그러나 1955년 10차
유엔 총회에서 각국의견에서 이에 대한 비판이 일자 총회의 권한을 다소 확
대하는 것으로 헌장초안이 최종 타결 되었으나 권한에 있어서 이사회가 프
로그램 및 예산에 대한 검토 등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
다. 이사회
이사회는 기구의 임무를 수행하는 권위를 가지는 의사결정체이다. 이사회
는 이사회가 지명하는 13개국과 총회에서 선출되는 22개국 등 총 35개국으
로 구성된다. 이사회는 일반적으로 연 5회 회의를 개최한다, 이사회는 기구
의 사업 및 예산을 검토하여 총회에 권고하고 회원국 가입을 심의하며 안전
조치 관련 협정 및 기구의 안전기준 발간 등을 승인한다. 또한 이사회는 총
회의 승인을 받아 사무총장을 지명하는 권한을 가진다.
라. 사무국
사무국은 IAEA 실무를 담당하는 조직으로서 사무총장이 임명하는 직원
으로 구성된다. 사무국 직원은 약 2200명 정도이며 정규직과 코스트프리
(Cost Free Expert : CFE)로 구성되며 세계 100여개국 에서 파견된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1997년 까지 사무총장을 역임하였으며, 이집트 외교관 출신
인 모하메드 알바라데이 박사가 1997년 12월부터 2009년 10월말까지
간 3기 연임을 하였다. 2009년 12월 1일부터 일하고출신 유키 아마노가

12년
사

무총장으로 임명Cos4년 임기로 IAEA를 이끌고 있다.
사무국

조직은 6개 Department로 구성되어 있으며 6명의 사무차장이

2,200명의 직원을 지도, 감독 하에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추진하고 있다. 그
밖에 원자력에너지자문그룹 둥 사무총장 자문그룹이 있다. 또한 IAEA 정보
유통 시스템으로서 INIS (International Nuclear Information System: 국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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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력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IAEA 조직은 다음과 같다.
사 무 총 장

기술협력부

정책결정기구
보좌관

외사 및
정책조정실

내부 감사실

법사실

원자력
에너지부

원자력 안전
및 방호부

행 정 부

원자력 과학‧
응용부

안전조치부

아프리카

핵연료주기
및 폐기물
기술국

원자력시설
안전국

예산재정국

기구 연구소들

개념 및
계획국

아시아·
태평양

원자력
발전국

방사선,
수송 및
폐기물
안전국

회의 및
문서지원국

보 건 국

운영 A국

일반지원국

IAEA 해양환경
연구소**

운영 B국

정보기술국

FAO/IAEA
공동 식품 및
농업에서의
원자력기술국

운영 C국

인 사 국

물리화학국

안전조치정
보 기술국

유

럽

남

미

프로그램
지원 및 조정

홍 보 국

(그림 2-1-1) 국제원자력기구(IAEA)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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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원국

2. IAEA 사업 및 예산 현황

2.1. IAEA 사업구조
IAEA 사업구조는
→ project이며

Major programme→ programme→sub programme

6개 major 프로그램 중 4개는 기술 관련 프로그램 및 2개

는 지원 관련 프로그램이다. Major programme과 programme은 다음과 같
다.

<표 2-1-1> IAEA Major programme 및 programme
Major Programme

Programme
1.1 Nuclear Power

Major Programme 1.
Nuclear Power, Fuel Cycle and Nuclear
Science

.2 Nuclear Fuel Cycle and Materials Technologies
1.3 Capacity Building and Nuclear Knowledge Maintenance
for Sustainable Energy Development
1.4 Nuclear Science
2.1 Food and Agriculture

Major Programme 2.
Nuclear Techniques for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2.2 Human Health
2.3 Water Resources
2.4 Environment
2.5 Radioisotope Production and Radiation Technology
3.1 Incident and Emergency Preparedness and Response

Major Programme 3.
Nuclear Safety and Security

3.2 Safety of Nuclear Installations
3.3 Radiation and Transport Safety
3.4 Management of Radioactive Waste
3.5 Nuclear Security

Major Programme 4.
Nuclear Verification
Major Programme 5.
Policy,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4.1 Safeguards
Policy,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Major Programme 6.
Management of Technical Cooperation for
Development

Management of Technical Cooperation for Development

2.2. 2010-2011 사업 및 예산
2010-2011 사업 및 예산 time frame은 다음과 같다. 2010-2011년의 경우
1년 전인 2009년 2월 비공식 PBC(프로그램예산위원회)가 소집되며 4월말/5

- 8 -

월초 공식적인 PBC(프로그램예산위원회)가 개최된다. 이후 6월 이사회에서
협의되며 2009년 9월 총회에서 최종 승인을 받는다.

(그림 2-1-2) IAEA 사업 및 예산 Time Frame

프로그램 및 예산 input은 다음 그림과 같이 회원국들의 요구사항, 총회
결의사항, 이사회 결정사항, 중기전략, 자문그룹 제안, 외부감사관 의견, 프
로그램평가 보고서 등을 기반으로 사업예산(안)이 작성된다.

(그림 2-1-3) IAEA 프로그램 및 예산 in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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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가 당면하고 있는 요구는 제로성장예산에서 탈피하는 것, 주요 투자
자금 확보, 예산외자금(EB)에 의존하고 있는 원자력 보안 및 안전분야의 재
원을 core fund로 지원하는 방안, 회원국들의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IAEA가 2010-2011 중점을 두는 major programme 현황은 다음과 같다.

(그림 2-1-4) 2010-2011 중점 프로그램

1) Major Programme 1. Nuclear Power, Fuel Cycle and Nuclear Science
의 경우 신규 원전도입국 지원, 에너지 기획, INPRO 등
2) Major Programme 2. Nuclear Techniques for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Protection의 경우, 수자원, 환경, PACT, 보건, 식량안보 확보 등
3) Major Programme 3. Nuclear Safety and Security의 경우 안정적인 국
제비상대응센터(IEC) 운영, 원자력안전분야에서의 안정적인 core fund
확보, 원자력 안전/보안분야 능력 배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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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ajor Programme 4. Nuclear Verification의 경우, 새로운 안전조치기
술개발, 일본 혼합산화핵연료(JMOX) 공장에 대한 안전조치 접근계획
적용 등
5) Major Programme 5. Policy,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의 경우
AIPS-IPSAS 도입 및 VIC내 물리적 보안 강화 등
6) Major Programme 6. Management of Technical Cooperation for Development
의 경우 기술협력프로그램에 대한 회원국들의 오너쉽 의식 증진 등

2010-2011년 사업/예산 특징은 다음과 같다.
o Major Programmes 1, 2 및 6 활동에 대한 예산이 증액됨
o 예산 제약 등으로 인해 수년 동안 연기된 주요 인프라 투자를 지원하
기 위한 Major Capital Investment Fund (MCIF)를 신설함
o 원자력보안 분야의 정규예산 증액
o VIC내 물리적 보안 비용 증액을 제외한 Major Programme 5 (management
and administrative services for the programmes)에 대한 제로실질성장
o 회원국들은 AIPS 추진 및 nuclear fuel bank 지원 재원기여를 요청받
음. 안전조치 담당 DDG는 통합안전조치로부터 효율성 이익을 증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AIPS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답변함. 외부
감사관들은 IAEA는 AIPS가 필요하다고 말함. AIPS의 첫 고비에 필요
한 1000만유로를 확보할 수 없다면 재정관리 및 구매시스템인 AIPS를
2010년까지 시행할 수 없게 됨. 이러한 tool 없이 효율성과 효과성이
제고될 수 없음

2.3. 2008-2009 프로그램 현황
IAEA는 2008-2009년 사업 중간진도 보고를 위해 작성된 프로그램별 추
진사항은 다음과 같다.
1) MP1: Nuclear Power, Fuel Cycle and Nuclear Science
- 신규원전도입국(newcomers)에 대한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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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운영자(operators) 지원
- INPRO 프로젝트 확대
- IAEA-ITER 협력 협정 체결
2) MP2: Nuclear Techniques for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 식량안보 및 농업교역 증진
- FAO와의 파트너쉽 증진
- 암퇴치 노력
- WHO와의 협력
3) MP3: Nuclear Safety and Security
- 12개 안전기준 발간
- 9개 통합규제검토서비스 미션 수행
- 국제지진안전센터 설치
- 해체에 대한 첫 국제 peer review 수행
- 전세계 원자력보안 체제 구축
4) MP4: Nuclear Verification
- 33개 국가에서 통합안전조치 이행
- 안전조치 이행 지원
- JMOX 진행
5) MP5: Policy,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 IAEA 전사차원 프로그램지원 정보시스템
- 관리도구 개발
- 업무처리 간소화 및 자동화
6) MP6: Management of Technical Cooperation for Development
- 파트너쉽 강화
- TC 프로그램의 질적, 양적 이행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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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009 IAEA 프로그램에 대한 중간평가 시 나온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Major programme 1 : nuclear power, fuel cycle and nuclear science
o Nuclear power
회원국 원전 수명관리 지원 확대 관련 nuclear power 프로그램과 safety
of nuclear installation 프로그램 간 공동프로젝트 이행은 성공적임. 회원국
의 원전도입 인프라기획 하부사업은 예산외 자금(EB)에 크게 의존하였으며
향후에도 많이 EB에 의존할 것으로 보임
o Nuclear fuel cycle and materials technologies
우라늄 탐사, 채광, 생산 등에 대해 회원국들의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회원
국 요청시 회원국들에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IAEA는 Uranium Production
Site Appraisal Teams(UPSATs) 부활시킴. 우라늄 산업의 부흥으로 인해 핵
연료주기 분야의 인력부족 현상이 악화됨에 따라 IAEA 전문인력을 모집하
는데 어려움이 있음 INPRO, GIF, GNEP, WNA, OECD/NEA와의 협력이
강화됨.
o Capacity building and nuclear knowledge maintenance for sustainable
energy development
에너지-경제-환경 평가 및 원자력지식관리 이슈 등에 대한 회원국들의 수
요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함. INIS 및 도서관 IT 장비가 업그레이드됨
o nuclear science
바이오의학이용 및 나노과학등과 같은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분야가 회원
들에게 관심이 있음. 의료용 동위원소의 지속적인 공급을 위해 연구용원자
로에 적절한 지원 필요
2) Major programme 2 : nuclear techniques for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o Food and agriculture
변경을 초월하는 이슈인 동물 질병, 식물곤충페스트, 지구변화, 식량위기
등의 예측할 수 없는 확산 등과 같은 장기적인 국제적인 도전 문제들을 다
루는데 초점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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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Human health
TC 프로그램 관련 과중한 업무로 인해 보건분야 인력이 부족한 실정임
o Water resources
레이저 동위원소 분석장비 설치 및 이용에 대한 자체훈련 패키지는 매우
비용 효과적이며 유용함
o Environment
회원국 기관, IAEA Collaborating 센터 등의 기여는 환경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중요함. 실험실 장비교체가 큰 이슈임
o Radioisotope production and radiation technology
방사성의약품 분야에서 human health과의 긴밀한 협력은 효과적이었음
3) Major programme 3 : nuclear safety and security
o Incident and emergency preparedness and response
회원국들의

원자력도입에

따라

비상대응

분야

능력배양을

위해

International Emergency center(IEC) 적절한 인력과 예산 지원이 필요함
o Safety of nuclear installations
원자력안전협약의 경우와 같이 연구용원자로 행위준칙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연구용원자로 안전 증진을 위해 회원국들의 정치적인 약속이 필요함
o Radiation and transport safety
방사선원의 안전 및 보안 행위준칙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는 EB 기여 때문
에 가능했음. 일부 안전기준 개발 등을 포함한 일부 활동들은 계획한 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음
o Management of radioactive waste
Joint convention 증진을 위한 노력이 증진되어야 함.
o Nuclear security
원자력보안 프로그램의 이행을 위한 재정의 95% 이상은 원자력보안기금
(NSF) EB 기여에 의한 것임. 2010-2013년 원자력보안계획 개발에 따라 핵심
활동 등이 도출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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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ajor programme 4 : nuclear verification
일본

혼합산화핵연료(JMOX)

공장 건설

지연으로

안전조치

접근계획

적용이 지연되고 있음. IAEA는 독립적인 시의적절한 안전조치 샘플 분석을
제공하고 안전조치의 독립적인 분석능력 강화가 필요함. IAEA 분석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2단계 계획을 수립함
- 1단계 : 안전조치분석랩(SAL)의 클린 Lab을 위한 초고민감도 secondary
ion mass spectrometer(SIOM)의 설치
- 2단계 : 초고민감도 secondary ion mass spectrometer(SIOM) 수용을 위
한 클린 Lab 부속건물 건설
5) Major programme 5 : policy,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o Executive leadership and policy
성과기반 관리를 위해 초기부터 사업책임자들과의 조기 접촉이 필요함.
IAEA 프로그램 및 예산정보시스템(PROBIS)의 지속적인 개선이 중요함
o Legal services
원자력법 커리쿨럼 개발이 지속되어야 함. 원자력법 훈련 방법론 재구성이
필요함. 회원들로부터 법률지원 요청이 늘어남에 따라 재원에 많은 부담이
됨
o Oversight services
IAEA 권고사항, 특히 내부감사 분야의 이행율 증진이 필요함.
o Public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정보화 시대에 맞추어 웹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정보공개를 보다 시각적으
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언론인들에게 보다 시의적절하고 정확한 정보제
공이 필요함
o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IPS 이행 프로젝트는 지속적인 IT 개입을 필요로 함
o Financial management and services
AIPS 프로젝트 도입 지연으로 IPSAS 이행이 적어도 1년 지연될 예정임
o Human resources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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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형태 간단화, 직원 공모 소요시간 단축 등은 인적자원 관리 유연성
에 크게 기여함.
o General services
고품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개선 및 단순화 추가 노력이 필요함
o Conference, language and publishing services
publishing section을 3개 기능 유닛으로 재편한 것은 매우 성공적임.
6) Major programme 6 : management of technical cooperation for
development
o Management of the technical cooperation programme
효과적인 사업 입안을 위해 사업제안서 등을 제출시한이 준수되어야 함.
사업기획 단계에 서부터 세밀한 기획 및 프로젝트 관리 모니터링도 강화되
어야 함

사업수행을 위한 재원의 최적 분배를 위해 프로그램 기획단계시 아래의
요소들을 기반으로 사업예산(안)이 수립되고 있으며 사업 입안 시의 우선순
위는 다음과 같다.
o IAEA 헌장에 따른 책임 및 법적 공약
o 정책결정기구의 결정
o 다양한 활동에 대한 회원국의 우선순위 표시
o 상설 및 기타 검토. 자문그룹의 권고사항
o 평가패널의 결론 및 권고사항

○ IAEA 예산
IAEA의

총예산은

회원국의

분담금으로

구성되는

정규예산(Regular

budget)과 관련 국제연합기구(UNDP, WHO 등)와 회원국의 예산외 특별기
여금(Extra-budgetary Contributions) 그리고 기술협력자금(TCF : Technical
Cooperation Fund)으로 구성되는 3원적 예산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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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 재원은 회원국의 기구 정규예산중 분담금을 나타내는 정규분담금
(Assessed Contributions), 자발적 기여금, 특별기여금 및 타 국제기구의 기
여금 및 자체 수익에 의존한다.
2009년 정규예산 현황은 다음과 같다. 6개의 major programme 예산과
Reimbursable Work for Others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Regular Budget 2009
1.
Nuclear Power, Fuel Cycle and Nuclear Science
2.
Nuclear Techniques for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3.
Nuclear Safety and Security
4.
Nuclear Verification
5.
Policy,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6.
Management of Technical Co-operation for Development

Subtotal for Major Programmes
Reimbursable Work for Others

7.

28
32
23
117
75
16

737
862
681
150
050
307

€
814
865
676
480
660
161

293 790 656
2 523 046

TOTAL

296 313 702

항목별 예산구성은 다음과 같다.
o 정규예산 (Regular Budget)
- Regular programme 지원 및 TC programme 지원 (TC 사업기획, 관리 등)
- 직원인건비, 여행경비, 기타 직접경비, shared costs(통역, 기술서비스, 출력서
비스 등)
- 총예산의 약 68% 차지
o 예산외 특별기여금 (Extra-budgetary Contribution, EB)
- 회원국 및 UN 시스템내 기타 기구의 기여금
- EB : Core agency programme 지원, 기타 유엔기구, 특정 기부국의 요구 활
동 지원
- Donor 국가는 EB 활동을 위해 필요한 전액을 미리 지불함
- 미국 50%, 일본 19%, EU 15%, 기타 국제기구 16%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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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지원 : 대부분 IAEA Safeguards 기술지원에 소요
․일본지원 : 동아시아태평양, 극동지역 국가 원자력시설 안전 지원에 소요
o 기술협력사업(TCP) 자금 : TC 사업 수행 자금
- 회원국의 자발적 기여금 (Voluntary Contributions) : 한 해에 보통 목표액의
80% 달성하는데 회원국이 목표액을 정하고 이를 서약하고 지불하게 됨
- National Programme Costs(NPC) : 전년도 TCF 및 EB에서 실제 제공된 지원
액의 5% 납부
- 잡수입 : TC 기금 예탁에 따른 이자수입
- Extrabudgetary Funds : Footnote a/ 사업의 upgrading하기 위한 자금 (특정
사업 수행을 위한 정부 비용분담, UNDP 및 기타 UN 산하기관 기부)
- Assistance-in-kind : Type-II fellowships, Cost Free Experts 및 훈련과정, 회
의, 워크샵 개최를 위해 준비한 시설, 인력, 재원 등
- 운영자금 (working capital reserve) : 회원국에서 기부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
우에 대비에 항상 보유하는 자금. 자금 부족시 정규예산 선지출금. 정규예
산이 들어오면 선지출금 충당함. 일종의 장기내부 파이낸싱 소스임
- TCF 납부액중 88%는 개도국에서 납부, 12%정도는 개도국에서 납부
- TC 사업에 관련된 모든 직원의 인건비 및 운영경비(사업입안 등)은 정규예산
에서 지출
- TC 자금은 IAEA가 회원이 2002년 계획된 달성율(85%)을 책정하고 회원국들
이 최선을 다해 이에 협조해 주기를 바라고 있음

IAEA는 사업제안서를 평가하는데 있어 정부가 이미 국가사업을 위해 재
정지원을 한 분야의 개발지향적인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IAEA 사
무국은 제안된 기술협력사업의 최종 선정을 위해 “due account” 원칙을 체
계적으로 적용하여 오고 있는데 지난 5년 동안 회원국들의 기술협력자금의
목표분 및 assessed programme costs에 대한 지불능력을 평가하여 지불능
력의 우수하거나 저조한 국가의 사업수준을 upgrading 하거나 downgrading
한다. 또한 “Rate of attainment" 개념을 도입하여 회원국들이 TCF를 전액
납부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최저비율만이라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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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 예산은 2년 주기인데
2010-2011이다.

현재 예산은 2008-2009년이며 다음 주기는

단, 기술협력주기는 위 정규예산 주기와 달라 홀수로 시작

되는 2년 주기이며 현재는 2009년부터 시작되었으며 특이하게 2011년까지 3
년 주기이다. 2012년부터 정규예산 주기와 맞추기 위해 예외적으로 이번 주
기만 기술협력 예산을 3년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2010-2011년 정규예산 지출 항목은 아래와 같다.

최근

사업예산

관련

최근

동향중

주목할

사항은

예산외

재원

(extrabudgetary resources)에 대해 프로그램 지원 비용(Programme Support
Costs(PSC))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EB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규예산을 계속 사용할 수 없다는 논리이다.
EB 기여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지만 다른 UN 시스템내 기타 기구들과 같이
프로그램 지원 경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EB 기여에 따른 프로그램 운
영을 위해 인적, 물적 경비가 정규예산에서 지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보면 된다. IAEA는 2008년 7월부터 정규 프로그램 EB, 기술협
력 프로그램 EB, 신탁기금 및 특별기금 등에 대해 7%를 PSC로 부과하고
있다. 반면 기술협력자금 자발적 기여금, 10,000유로 이하의 EB, 현물 기여
등에 대해서는 PSC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초급전문가 프로그램(Junior
Professional Officer Programme) 기여금에 대해서는 12%의 PSC를 부과하
고 있다. IAEA 사무총장은 EB 재원에 대해 프로그램지원경비 적용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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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비용 적용은 외부 감사관들의 제언이며
PSC 적용 유엔 시스템 전체 기관에 보편화되어 있다.

세계는 현재 핵확산 및 테러리즘이 국제 평화 및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인
데 IAEA 핵사찰 검증 의무는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상응하는 예산증가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원자력 보안 관련 업무 대부분은 EB 기여에 의존하고
있다. 동시에 원자력 프로그램을 도입하고자 계획하고 있는 회원국들이 지
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원자력 안전, 보안, 인프라 개발 등의 분야에 IAEA
의 자문을 구하고 있다. 개도국에서의 보건, 수자원, 식품 등 기본 인간욕구
관련 이슈들도 증가하고 있으며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수년 동안 IAEA 견
지한 예산 제로성장 정책은 가용재원에 많은 제한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2007년 이사회는 2010년 국제공공회계기준(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 (IPSAS))를 도입하도록 승인한 바 있으며 IPSAS가
도입되다면 IT 시스템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IAEA 사무국은 수년 동안 정규예산 제로성장 정책으로 인해 회원국으로
부터 자발적 기여금 (voluntary contributions)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형편이
다. 최근 IAEA는 TC 사업 수행 관련 화폐의 구매력이 줄어듬을 고민하고
있는데, 이는 회원국들로부터 자발적 기여금은 달러 기반으로 받지만 실제
지출되는 화폐는 유로이므로 최근 달러가 유로 대비 약화됨에 따라 이전보
다 구매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정규예산의 의무분담금(assessed contribution) 납부가 늦어짐에 따라
IAEA 사무국은 예산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통상 재정연도는 매년 1월
1일자로 시작되지만 회원국별로 회계연도가 상이함에 따라 매년 1월중 총
현금자금의 약 1/4분 정도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매년 11월경이 되면 재

원이 부족하여 일부 회원국들로부터 내년도 분담금을 미리 납부하도록 요청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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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내 여성 채용 관련, IAEA 사무국은 여직원의 지위 향상을 위해 노
력하고 여성 채용을 증진하며 성 정책전략을 이행해야 한다. 또한 사무국은
회원국의 유능한 여성 채용후보자 물색 대책을 위한 회원국과의 대화를 증
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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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AEA 사무국 한인 진출
IAEA 사무국은 사무총장 하에 6명의 사무차장(DDG : Deputy DirectorGeneral)과 24명의 국장(Director)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총 36명
(정규직 30명, 파견 6명)이 동 사무국에 진출하여 근무하고 있다.
<표 2-1-2> IAEA 사무국 한인 진출 현황
번호

성명

근무부서

직위

비고(전 근무처 등)

【정규직원 : 총 30명】
1

박종균

원자력에너지부
원자력발전국

국장 (D)

한국원자력연구원

2

안준호

안전조치부

선임사찰관

과학기술부 사무관

3

박완수

안전조치부

기획관(Unit Head) 원자력통제기술원

4

오재룡

원자력과학응용부
해양환경연구과

Section Head

5

전미자

행정부

재정기획과장

6

강기식

원자력에너지부
원자력발전국

Technical Head

한국전력기술(주)
원자로설계개발단

7

김만웅

원자력안전방호부

원자력시설안전
평가관

원자력안전기술원

8

김로사

행정부 회의·
문서국

직원

9

이종봉

안전조치부

사찰관

과학기술부 사무관

10

서경태

안전조치부

사찰관

한국수력원자력(주)

11

서옥석

안전조치부

사찰관

과학기술부 사무관

12

박찬식

안전조치부

사찰관
(토론토 사무소)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
통제기술센터 선임기술원

13

이용성

안전조치부

사찰관

원전연료주식회사 부장

14

박승기

안전조치부

사찰관

국가원자력관리통제소

15

이영길

안전조치부

NDA System
엔지니어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통제기술센터

16

정의상

안전조치부

사찰관
(동경사무소)

과학기술부 서기관
(고용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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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연구원

번호

성명

근무부서

직위

비고(전 근무처 등)

17

권학수

안전조치부

사찰관
(동경 사무소)

과학기술부 주사

18

이재성

안전조치부

사찰관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통제기술센터

19

김광섭

안전조치부

사찰관

원전연료주식회사
방사선안전팀과장

20

두진용

안전조치부

사찰관

한국전력거래소

21

차홍렬

안전조치부

사찰관

국가원자력관리통제소

22

윤여창

안전조치부

사찰관

국가원자력관리통제소

23

신승종

안전조치부

사찰관

한국수력(주)

24

나원우

사찰관

사찰관

원자력통제기술원

25

진준하

원자력과학응용부
물리·화학국

직원

한국원자력연구원

26

정현경

원자력과학응용부
물리·화학국

직원

27

김창규

원자력과학응용부
연구원
Seibersdorf 연구소

원자력안전기술원

28

김철수

원자력과학응용부
연구원
Seibersdorf 연구소

원자력안전기술원

29

최종호

원자력에너지부
원자력발전국

직원

한국전력기술(주)

30

김완진

안전조치부
정보분석과

직원

【파견(CFE) : 6명】
번호

성명

근무부서

1

김승봉

원자력에너지부, 원자력발전국

과학기술부 국장

2

김대기

원자력안전방호부

과학기술부 과장

3

조성득

원자력에너지부, 원자력발전국

한국수력원자력(주) 부장

4

류호진

핵연료주기 및 폐기물 기술국

한국원자력연구원

5

박상열

원자력안전부 원자력시설국

원자력안전기술원

6

박찬오

원자력안전부 원자력시설국

한전원자력연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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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전 근무처 등)

4. IAEA 기술협력 사업

4. 1. IAEA 기술협력사업 현황
4.1.1 기술협력 목적
IAEA의 중요한 임무중의 하나인 기술협력사업은 IAEA 헌장 제2조 (세
계평화, 보건 및 번영을 위한 원자력의 기여촉진 및 확대)에 따라 수행되고
있다. 또한 기술협력사업은 IAEA 중기(2006-2011)전략의 3대 목표중 하나
인 “회원국들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원자력기술의 기여를 확대한다.”라
는 목표에도 근거를 두고 있다.
4.1.2. 기술협력 역사
기술협력사업 명칭 변천 과정은 다음과 같다.
o 설립초기 : Technical Assistance
o 1980년대 : Technical Assistance and Cooperation
o 1990년대 : Technical Cooperation
o 현

재 : Partners in Development

기술협력사업은 IAEA 설립당시 대부분 회원국들의 기술능력이 미흡하였
기 때문에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이라는 명칭으로 시작되었다. 초
기에는 프로젝트 규모가 작았으며 주로 인적자원 개발과 회원국의 원자력
프로그램 도입을 지원하는 데 집중되었다.
기술협력사업의 명칭은 1980년대에 “기술지원 및 협력”(Technical Assistance
and Cooperation)으로 바뀌었고 1990 년대에는 다시 “기술협력”(Technical
Cooperation)으로 바뀌었다. 기술협력사업은 초기의 단순한 기술지원에서
벗어나 회원국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함께 협력하는 것으로
발전하였다.
설립 초기 fellowship training은 회원국들이 적절히 훈련된 인력을 보유
하기를 희망했으므로 TC 자금의 80%가 fellowship training에 사용되었으며
1960년대 개도국들은 자국내 원자력연구센터를 설립하였으며 1970년대에는
훈련부분 구성비가 50%로 줄어들었음. 1980년대에는 회원국 counterpart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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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이 일련의 훈련요원들을 이미 보유하였기 때문에 훈련부분 구성비율은 약
30%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TC 사업에서 훈련받은 사람의 수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훈련기관이 당초 10-12개월에서 평균 3-6개월로 줄어든 것임. Expert
Assignments 관련,

1960년대 및 1970년대는 기간이 3-6개월, 심지어 12개

월까지 파견이 통례였으나 1980년대는 1-3개월의 파견이 통례였으며 현재는
1-3주가 통례가 되었음. 이는 Fellowship Training 훈련비율이 줄어들고
Expert assignment 기간이 단축된 것은 많은 counterpart 기관들이 훈련분
야에서 신규직원들이 자국에서 초기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외국에서 장기간
훈련 및 전문가 서비스가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IAEA는 기술협력사업전략을 마련하여 1997 년 이사회에서 승인 받았다.
이후 IAEA 의 모든 기술협력사업은 동 사업전략에 따라 수행되고 있다. 동
전략은 회원국에 대한 일방적인 기술지원보다 회원국과의 협력을 통해 사업
을 기획(planning)하고 계획(programming)을 수립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
다. 동 전략의 핵심은 회원국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사회경제적인 효과가 가
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우선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 전략은
기술협력사업을 공급중심에서 수요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며 수혜국들의 사
업에 대한 주인의식(오너쉽)을 증진하여 성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4.2. 기술협력부 조직 및 사업분류
4.2.1. 조직
2005년 개편된 기술협력부의 조직은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4개의 지역별
(아프리카, 아시아태평양, 유럽, 라틴아메리카) 기술협력사업국 (Division)과
1개의 프로그램 지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4.2.2. 기술협력사업 분류
(1) 국가사업 (national projects, country projects)
1개 회원국이 사업을 신청하여 이루어진다. 사업코드는 국가 대외약칭과
TC사업분야코드가 병기된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경우(ROK/0/000)로 표
기된다.
(2) 지역사업 (regional projects)
IAEA 가 제안하는 사업, 지역내 공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원국들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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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으로

신청하는

사업

그리고

지역협력협정

(RCA,

AFRA,

ARCAL,

ARASIA) 에 참여하는 회원국들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사업으로 이루어진다.
사업코드는 아프리카지역은 RAF, 아태지역은 RAS, 유럽지역은 RER, 라틴
아메리카지역은

RLA로

시작된다.

예를

들면

아태지역의

경우는

(RAS/0/000)로 표기된다. 한국이 유치, 운영하고 있는 RCA 지역사무국은
RCA 지역협정사업과 관련이 있다.
(3) 지역간사업(interregional projects)
다른 지역간 회원국들의 공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AEA 가 주도하여 이
루어지는 사업이다. 사업코드는 INT 으로 표기된다(INT/0/000)

4.3. 기술협력사업 재원
기술협력사업 재원은 크게 기술협력자금(TCF: Technical Cooperation
Funds), 예산외 기여금(EB: Extrabudgetary Contribution), UNDP 자금, 현
물(in-kind) 기여 등으로 구성된다.
(1) 기술협력자금(TCF)
기술협력자금은 회원국들의 분담금 (target share), 국가참여비용 (National
Participation Cost: NPC), 잡수입 등으로 구성된다.목표액 분담금은 IAEA
이사회가 승인한 기여금 목표총액을 UN 기준에 근거하여회원국별로 산정
된다. 회원국들은 분담금에 대해 어느정도 (몇%)를 납부할 것인지 서약하고
분담금을 납부한다. 회원국의 분담금은 기술협력사업 재원의 약 80% 정도
를 차지하고 있다. IAEA는 “Rate of attainment" 개념을 도입하여 회원국들
이 TCF를 전액 납부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최저비율만이라도 납부하도록 하
고 있다. 이사회는 2004년 9월에 rate of attainment를 90%를 유지하는 설정
했는데 실제 2005년 90.6%, 2006년 94.8%, 2007년 95.9%, 2008년 96.0%로 설
정목표를 달성하였다. o 2000년 IAEA 총회에서는 2001, 2002년 2년간 TCF
를 7,300만불로 책정함
최근

사업예산

(extra-budgetary

관련

최근

resources)에

동향

중

대해

주목할

프로그램

사항은
지원

예산외

재원

비용(Programme

Support Costs(PSC))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EB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
규예산을 계속 사용할 수 없다는 논리이다. EB 기여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
을 위해 인적, 물적 경비가 정규예산에서 지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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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이다.

IAEA는 2008년 7월부터 정규 프로그램 EB, 기술협력 프로그램

EB, 신탁기금 및 특별기금 등에 대해 7%를 PSC로 부과하고 있다. 반면 기
술협력자금 자발적 기여금, 10,000유로 이하의 EB, 현물 기여 등에 대해서는
PSC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초급전문가

프로그램(Junior

Professional

Officer Programme) 기여금에 대해서는 12%의 PSC를 부과하고 있다.
IAEA 사무총장은 EB 재원에 대해 프로그램지원경비 적용을 하지 않은 대
해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비용 적용은 외부 감사관들의 제언이며 PSC 적용
유엔 시스템 전체 기관에 보편화되어 있다.

IAEA 이사회는 2009년, 2010년 TCF 회원국들의 분담금 목표액을 각 8,500
만불로 설정하였고, 2011 년은 8,600만불, 2012-2013년은 8,700만불로 설정하
였다. 국가참여비용(NPC)은 국가사업으로 지원받는 금액의 5%를 수혜국이
부담하는 것이다. 사업 착수 전에 최소한 50%를 납부하고 나머지는 사업종
료 후에 납부한다.
(2) 예산외 기여금(EB : Extra budgetary Contribution)
예산외 기여금은 회원국, 국제기구, NGO 등의 자발적인 기여와 회원국 경
비분담(Government Cost Sharing)으로 구성된다. IAEA 와의 파트너쉽 증진
차원에서 수혜국 중 government cost sharing 를 확대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다. 예산외 기여금은 이사회에서 승인은 되었지만 기술협력자금으로 지원
이 어려운 “footnote a/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회원국 경비분담은
IAEA와의 파트너쉽 증진 차원에서 국가사업 중 회원국이 특정 활동 및 장
비구입 등을 위해 일부 경비를 분담하는 것이다.
* Footnote a/ : 이사회에서 사업이 승인되었지만 기술협력자금으로 지원이
어려워 대기상태로 있는 사업을 말한다. EB 제공자(donor)가 footnote a/
사업에 기여금을 제공하게 되면 사업이 수행된다. EB 는 일반적으로 제공
자가 사용처를 지정한다. 예를 들면, 최근 러시아는 아르메니아 원전의 안
전성 향상을 위하여 7 천만불 정도의 사업비를 제공하면서 사용처를 러시
아 기업에게 물자와 용역을 구매하는 것으로 제한하였다.
(3) UNDP 지원금
UNDP 지원금은 IAEA 가 이행기관이 되어 UNDP가 승인한 사업을 수행
하기 위한 자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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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물(in-kind) 기여
현물기여는 훈련생 체재비를 훈련국가에서 부담하는 경우와, 자비로 파견
되는 전문가(Cost Free Expert)의 비용 등으로 이루어진다.
IAEA 예산은 2년 주기인데 기술협력주기는 위 정규예산 주기와 달라 홀
수로 시작되는 2년 주기이며 현재는 2009년부터 시작되었으며 특이하게
2011년까지 3년 주기이다. 2012년부터 정규예산 주기와 맞추기 위해 예외적
으로 이번 주기만 기술협력 예산을 3년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2008년말 현재 분야별 기술협력사업 예산지출 비율은 아래 그림과 같다.
보건분야가 약 26.8%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식품/농업
분야가 14.0%이다.

4.4. 2009-2011 기술협력 참여 현황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국가 기술협력 사업으로 99개의 프로젝트를 완료하
였고, 인력개발 및 원자력기술 지원, 원전운영 안전평가기술 개발 등 11개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원자력연구원은 아래 표와 같이 현재 진행중인
사업중 4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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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우리나라의 IAEA 기술협력 사업참여 현황
프로젝트
코드

프 로 젝 트 명

수행기관

착수년도

총예산
(USD)

ROK0011

Development of Regulatory Practice
for Power Uprates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

2007

61,406

ROK0012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nd
Nuclear Technology Support (III)

교육과학
기술부

2007

151,650

Development of Advanced RadioROK2004 pharmaceuticals and Therapeutic
Radioisotopes

한국원자
력연구원

2007

72,235

Using a Gamma Phytotron for
ROK5035 Mutant Induction to Improve Food
and Ornamental Crops

한국원자
력연구원

2009

135,625

원자력
의학원

2005

68,920

제주대학교

2005

24,470

한국원자
력연구원

2007

95,070

Establishing a Demonstration Mobile
한국원자
ROK8010 Pilot Plant Electron Beam Accelerator
력연구원
for Environmental Conservation

2009

149,050

Strengthening Regulatory Competence
한국원자력
ROK9044 and Effectiveness for Nuclear Power
안전기술원
Plants

2003

103,572

The OSART Mission for Units 5 and
ROK9046 6 of the Yonggwang Nuclear Power
Plant

한국수력
원자력(주)

2007

99,120

Improving Nuclear Safety Through
Regulatory Assessment on the
ROK9047 Inspection and Mitigation of
Dissimilar Metal Welds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

2009

109,850

ROK6003

Establishing a Regional Cyclotron
Centre

ROK8008

Establishing Environmental Isotopes
Measurement Laboratories

Application of Industrial Process
ROK8009 Gamma Tomography in Industrial
P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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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 기술협력사업 관련, 2009년 원자력연구원의 훈련생 수용 및 과학자
방문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2-1-4> 2009년 IAEA 훈련생, 과학자방문 수용 현황
구분

코드

성명

기간

1

S/V

PAK/06079V Mr. Yasir Nil

1W(2009.3.9~2009.3.13)

2

S/V

PAK/06080V Mr. Shahid Ullah Baig

1W(2009.3.9~2009.3.13)

3

S/V

Mr. Muhammad Azam
PAK/06018V Munshey

1W(2009.3.9~2009.3.13)

4

F/S

BRA/09012

Mr. Fabio Eduardo Da
Costa

1M(2009.5.11~6.5)

5

S/V

PER/09009V

Mr. Carlos Raul Sebastian
Calvo

1W(2009.6.1~6.5)

6

S/V

Mr. Wilson Aparecido
BRA/09018V Parejo
Calvo

7

F/S

8

S/V

BGD/09015V Mr. Md.Emdadul Haque

9

S/V

CHI/09010V

10

S/V

Ms. Maria Elisa Chuery M.
BRA/09037V Rostelato

2W(2009.8.31~9.11)

11

S/V

BRA/09042V Mr. Carlos Alberto Zeituni

2W(2009.8.31~9.11)

12

S/V

SRL/09011V

Ms. Champa Kumari
Kularatne Dissanayake
Dewage

1W(2009.9.21~9.25)

13

S/V

SRL/09013V

Mr. Kulasena Rasnayake
Mudiyanmselage

1W(2009.9.21~9.25)

14

F/S

SRL/09012

NIR/09007

Mr. Anyaegbu Chinaemelu
Chad

Mr. Francisco Javier Diaz
Vargas

Mr. Lesty Dias
JAYASURI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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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W(2009.6.1~6.5)

1M(2009.6.8~7.3)
1W(2009.8.17~8.21)
1W(2009.8.23~8.30)

1M(2009.11월~)

5. IAEA 공동연구프로그램(CRP)
또한 우리나라는 국제 공동연구사업 하에 33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
으며, 이중 한국원자력연구원은 <표 2-3>과 같이 17개의 프로젝트를 수행하
고 있다.
<표 2-1-5> IAEA 국제 공동연구 사업 추진 현황
CRP
코드

연 구 과 제 명

사업
책임자

Evaluation
and
Validation
of
Radioisotopes
F22044 Generators-Based Radiotracer for Industrial Applications 김종범
F22047
F23026
I12004
I21020
I31013
I31016
I31017
I32007
I32008
I33012
T12017
T12018
T12019
T12022
T14002
T21024

Development of Radiopharmaceuticals Based on 188Re and
90Y for Radionuclide Therapy
Development of Novel Adsorbents and Membranes by
Radiation-Induced Grafting for Selective Separation Purposes
Techno-economic Comparison of Ultimate Disposal
Facilities for CO2 and Nuclear Waste
Advanced Surveillance, Diagnostics, and Prognostics
Techniques Used for Health Monitoring of Systems,
Structures, and Components in Nuclear Power Plants
Conservation and Application of High Temperature Gas
Cooled Reactor (HTGR) Technology: Advances in HTGR Fuel
Technology Development
Heat Transfer Behaviour and Thermo-hydraulics Code
Testing for Super-critical Water Cooled Reactors (SCWRs)
Benchmark Analyses of Sodium Natural Convection in the
Upper Plenum of the MONJU Reactor Vessel
Analyses of and Lessons Learned from the Operational
Experience with Fast Reactor Equipment and Systems
Benchmarking Severe Accident Computer Codes for
Heavy Water Reactor Applications
Control Rod Withdrawal and Sodium Natural Circulation
Tests Performed during the PHENIX End-of-Life Experiments
New Technologies for Seawater Desalination Using
Nuclear Energy
Developing Techniques for Small Scale Indigenous
Molybdenum 99 Production Using Low Enriched Uranium
(LEU) Fission or Neutron Activation
Optimisation of Water Chemistry Technologies and
Mangement to Ensure Reliable Fuel Performance at High
Burnup and in Ageing Plants
Improvement of Computer Codes Used for Fuel Behaviour
Simulation FUMEX-III
Accelerator Simulation and Theoretical Modelling of
Radiation Effects (SMoRE)
The Use of Numerical Models in Support of Site
Characterization and Performance Assessment Studies of
Geologic Repositories

- 31 -

수행기간
2007.7.01～
2011.06.30

최종원

2008.4.1～
2012.3.31
2007.9.15～
2011.12.31
2008.12.10～
2012.12.10

박진호

2008.4.1～
2011.3.31

이영우

2000.11.1～
2009.12.31

박상현
노영창

배윤영
최석기
주영상
김동하

2007.9.15～
2011.9.14
2008.7.15～
2012.7.14
2006.9.15～
2009.9.14
2008.12.10～

정해용

2012.12.10
2008.7.15～
2011.7.14

김승수

2009.9.11～
2011.9.11

김창규

2005.9.15～
2009.9.14

맹완영

2006.5.1～
2011.4.30

방제건
권준현
강철형

2008.9.1～
2012.8.31
2008.5.15～
2012.5.14
2005.10.1～
2010.9.30

6. 제54차 IAEA 총회
우리 연구원은 IAEA 총회 한국 대표단 일원으로 2010.9.20(월)-24(금) 비
엔나 IAEA 본부에서 개최된 제54차 IAEA 정기총회에 참석하였다. 총회기
간중 개최된 중국, 요르단, UAE, 에디오피아 및 IAEA 사무총장 (현 사무총
장 및 차기 사무총장) 등 정부간 양자회담 및 주요인사와의 회담에 참석하
여 수석대표 기술자문을 수행하였다.
특히 한-요르단 양자회담에서 한국 수석대표는 한국의 요르단 연구용 원
자로 건설 입찰을 언급하면서 한국은 원자력 분야에서 요르단과 협력을 희
망하며 양국간 긴밀한 협력을 희망한다고 하면서 투칸(Kahled Toukan) 요
르단 원자력위원회 위원장에게 연구용원자로 입찰 관련하여 협조를 요청하
였다.
또한 총회기간을 이용하여 아제르바이잔 국립학술원장을 면담하고

원자

력(연)과 아제르바이잔 방사능문제연구소와의 협력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양
기간 협력 양해각서 체결 등에 대한 협의를 하였다. 1월 하순경 아제르바이
잔 대표 2명이 연구원을 방문하여 양해각서를 서명할 예정이다.
연구원은 제13차 기술전시회 실무 준비기관으로 가술전시회를 성공적으
로 개최하였다. IAEA 총회기간중 한국대표단은 ‘한국의 원자력개발 반세기
(Half a Century of Nuclear Energy Progress)'를 주제로 기술전시회를 개최
하였다. 전시회 개막식 행사에는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을 비
롯한 IAEA 사무국 직원 및 각국 대표단 등 약 50여명이 참석하여 한국의
원자력 반세기 발전상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축하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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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IAEA 회의 유치, 회의 참석 및 전문가 진출
올해는 IAEA 관련 주요회의를

약 10건 유치하였으며 약 60건의 IAEA

정책결정 및 기술 전문가 회의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국제 원자력 정책 및
기술동향을 습득, 그 결과를 정부에 보고함으로써 향후 국가 원자력 정책결
정에 반영한 바 있다.
IAEA는 창설 이후 IAEA 활동에 대한 자문과 향후 사업수행 방향에 대
한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원자력전문가들을 구성하
여 IAEA 사무총장을 보좌하는 상설자문그룹을 운영하고 있다.
각 위원회별로 15～20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하여 연 1～3회에 걸쳐 회의
를 개최하고 있으며, IAEA는 자문그룹으로 원자력에너지자문그룹((SAGNE
: Standing Advisory Group on Nuclear Energy), 안전조치자문그룹(SAGSI
: Standing Advisory Group on Safeguards Implementation), 원자력안전자
문그룹 (INSAG : Int'l Nuclear Safety Advisory Group), 사용후핵연료자문
그룹 (Standing Advisory Group on Spent Fuel Management), 원자력응용
자문그룹 (Standing Advisory Group on Nuclear Applications), 기술원조협
력자문그룹(Standing

Advisory Group on Technical Assistance and

Cooperation) 등을 운영하고 있다.
원자력에너지자문그룹(SAGNE) 워원인 연구원 양명승 원장은 2009년 자
문회의에 2차례 참석하여 원자력에너지 향후 추진방향 설정 등에 대한
IAEA 사무총장 자문역할 수행하였으며 또한 국내 방사성폐기물관리, 의사
소통 전략에 대한 특별주제 발표를 하였다.
특히 2009년에는 박종균 박사가 IAEA에서 원자력 발전 기술 업무를 총
괄하는 원자력발전국장에 선임되었다. 한국인이 IAEA 국장에 임명된 것은
한국원자력연구원 전풍일 박사(1994~2004년, 원자력발전국장), 한국원자력연
구원 김병구 박사(2002~2008년, 유럽기술협력국장)에 이어 박 박사가 3번째
다. 국장(Director)은 사무총장(Director General), 사무차장(Deputy Director
General)에 이어 IAEA의 3번째 고위직으로, IAEA에는 모두 26명의 국장이
있는데 원자력발전국장은 IAEA의 원자력 발전 관련 기술 업무를 총괄하는
핵심적인 자리의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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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OECD/NEA와의 협력
1. OECD/NEA 일반 개요
가. 목적 및 기능
NEA는 OECD 산하의 준 독립기구로서 본부가 프랑스 파리 서남부 외곽
이시레 물리노(Issy-les-Moulineaux) 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원자력 주요 현
안에 대해 권위 있는 평가와 공통적인 이해를 도출하여 회원국 정부의 원자
력 이용개발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며 에너지 및 지속가능한 개발 등에 관한
OECD의 정책에 기여하고 있다.
NEA는 회원국들의 협력을 통하여 원자력을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이며,
경제적인 에너지로 이용․개발하는 것을 지원함과 동시에 원자력에 대한 회
원국 간의 주요정책 협의, 과학기술 협력을 통한 원자력의 이용․개발 연구,
원자력 국제 공동연구사업(GIF, MDEP) 운영 및 지원과 원자력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관련 법적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나. 설립 연혁
당초에는

서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1958년

2월

유럽경제협력기구

(OEEC)5)내 유럽원자력기구 (ENEA: European Nuclear Energy Agency)로
발족하였으나, 1972년 12월 비유럽국인 일본과 호주의 가입을 계기로
‘Nuclear Energy Agency (NEA)’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이후 미국과 캐나다
가 추가로 가입하였다. 우리나라는 OECD 가입 이전인 1993년 5월에 NEA
가입하였다. (연간 2~3% 수준의 예산을 분담)
다. 회원국 현황
- OECD 30개 회원국 중 뉴질랜드, 폴란드를 제외한 28개국
- 회원국 원전 시설용량(351기, 309 GWe): 전 세계의 85% 해당('07년)
- 원전 비운영국가들의 NEA 참여 동기
- 1957년 NEA가 설립되면서 OEEC참여국이 NEA의 회원국이 되었으나 많
5) 유럽경제협력기구(OEEC: Organiation for European Economic Cooperation)는
1948년 4월 제2차 세계대전 후 마샬플랜의 효율적인 실행을 위해 서유럽 16개국
이 참여하여 발족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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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회원국이 원자력 정책을 확립하지 않은 상태로 가입하였음
 이후 회원국들의 원자력 정책이 수립되면서 회원국간, 특히 비원전국의
NEA 참여 동기가 달라지게 됨6)
<표 2-2-1> OECD/NEA 회원국 현황
지 역

원전 운영국 (17개국)

원전 비운영국 (11개국)
이탈리아, 터키, 그리스,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덴마크, 노르웨이,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서유럽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
스웨덴, 핀란드

동유럽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

아메리카

미국, 캐나다, 멕시코

-

아시아․
오세아니아

일본, 한국

호주

라. NEA 조직
1) 위원회
○ 운영위원회 : NEA 최고 정책기구
 사업계획과 예산 등 NEA 주요 정책을 심의․결정하며 상설위원회의
활동을 조정
 회원국 정부기관의 대표들이 주로 참석하며 연 2회 회의 개최
○ 산하 7개 상설기술위원회 : 사무국 지원을 받아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
 산하에 비교적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과제를 수행하는 작업반(Working
Party)와 구체적이고 단기적인 과제를 수행하는 전문가 그룹을 구성‧운
영함

6) 덴마크, 아이슬랜드 등 : NEA 활동에 불참, 호주 : 우라늄 생산국, 오스트리아 : 주변국 동향
파악, 덴마크 : 스웨덴 원전에 대한 우려, 이태리, 노르웨이 : 원자력, 핵물리 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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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Council

NEA 운영위원회
(Steering Committee)

원자력
시설안전
위원회
(CSNI)

방사성폐
기물관리
위원회
(RWMC)

원자력
규제활동
위원회
(CNRA)

방사선방어
및공중보건
위원회
(CRPPH)

원자력
과학
위원회
(NSC)

Data
Bank

원자력
개발
위원회
(NDC)

원자력
법위원회
(NLC)

(그림 2-2-1) OECD/NEA 위원회 구성
2) 사무국
○ 안전 및 규제, 방사선 방호 및 방사성폐기물관리, 원자력 개발, 원자력
과학 및 Data Bank를 담당하는 부서로 구성
- 정규직원과 cost-free 전문가 80명 근무 : 정규직원 72명 (한국 1명), 일
반 Cost-free 전문가 4명(한국 2명, 일본 1명, 대만 1명), Gen-IV
Cost-free 전문가 4명 (한국, 일본, 프랑스, EURATOM)
○ 현 사무총장인 Mr. Luis Echavarri의 임기 : 5년 연장(2007~2012년)
- 07.4.24 NEA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에서 발표
- OECD 사무총장의 요청을 수락하는 방식으로 연장: NEA DG(사무총
장) 임기연장은 신규 임명 시와는 달리 회원국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
이 아니며 OECD 사무총장의 인사권한 으로 가능한 사항임
- 미국 출신 Deputy Director General이 Janice Dunn LEE로 교체 (07.8월)
- 일본 출신 Deputy Director가 Uichiro YOSHIMURA로 교체 (08.7월)
마. NEA 예산
○ OECD 소속이지만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회원국들이 분담함
- 분담 방식은 기본적으로 OECD회원국의 분담금 산정방식을 따름
- 회원국의 최근 3년간 국민소득통계로부터 계산된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분담비율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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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2> OECD/NEA와 데이터뱅크의 한국 분담금(2009년)도)
구

분

NEA

데이터뱅크

회원국 기여 총액(유로)

10,245,300

2,954,400

한국분담비율 (%)

3.97

한국분담금 (유로)

117,437

2.70
276,623

2. 전문가 진출 및 사업 참여
가. 직원 및 전문가 진출 현황
○ 2009년 12월 현재 OECD/NEA 사무국에 정규직원 및 Cost-free Expert
로 4명이 진출하고 있음
○ 의장단으로는 KINS 나성호 박사가 ’02.10~’05.10간 ISOE 부의장을 맡은
바 있고, 원자력법위원회(NLC) 부의장으로 고려대 법학과 박기갑 교수
가 2007년 2월부터 맡고 있음
나. 국제 공동연구사업 참여 현황
○ 17개 국제 공동연구/정보교환프로그램 중 13개 참여 (’09.12월말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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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3> OECD/NEA 분야별 주요 프로젝트
대분야

소분야
원자력 과학 및
연구

원자력 과학

프로젝트
핵연료주기 물리 및 화학
원자로 물리 및 과도현상 연구
핵임계 연구
원자력 과학 연구

소프트웨어 검증 및 제공
핵자료 수집 및 제공
데이터뱅크
통합 실험 데이터베이스
원자로 및 방사선 차폐 관련 계산 방법론
원자력과 공급 안정
원자력 개발
원자력 에너지 데이터
관련 경제성 및
신규 원전 투자 재원
데이터
원자력 개발
우라늄 자원, 생산 및 수요
및 핵연료
방사성폐기물 처분 관련 정책현안 개관
주기
원자력 개발
원자력 이용 확대에의 물리적 제약요소
전략 및 정책
원자력 동향
분석
경수로 체제에서 고속로 체제로의 전환
운전경험 자료 운전경험으로부터의 피드백 및 사고보고 체제
수집 및 분석
원전에서의 인적, 조직적 요소
안전연구 협력
구성품 및 구조의 통합성
사고 방지, 완화 연료 안전여유도
원자력 안전
위험도 평가
및 관리
및 규제
사고 분석 및 관리
핵연료주기 안전
규제 현안 분석
원자력 시설
검사 시행체제
규제
규제 관련 홍보
방사선방어 정책의 향후 방향
방사선 방어

운전 중 방사선
방어
방사성폐기물
관리 정책

방사성폐기
폐기물 처분 및
물 관리
시설 해체

원자력법

원자력 사고 긴급대응체제
원자력 종사자들의 방사선 피폭
방사성폐기물 관리 접근방안 및 전략
폐기물 처분 관련 신뢰 구축
장기 안전성 분석
관련 과학기술 데이터베이스 구축
원자력 시설 해체
원자력법 개발, 강화 및 조화
국제 원자력 손해배상 협약
원자력법 정보 및 교육
NEA 활동 관련 법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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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4> OECD/NEA 진출 정규직원 및 Cost-free Expert 현황
구 분

파견기관

성 명

기 간

근무부서

정규

-

나병찬

’98.9~’06.2

Databank

"

-

최용준

'06.5~현재

Databank

KAERI

이광석

’03.9~’06.8 원자력개발국

KHNP

정동욱

’04.4~'07.4

GIF 사무국

지원근거

교육과학기술부의
원자력 인력양성사업과
연계하여 소속기관

Cost-free
※
Expert

KAERI

이태준

'07.2~현재 원자력개발과 지원

KAERI

이용선

'07.9~현재

KINS

류용호

’04.2~’06.2 원자력안전국

KINS

김한철

’06.3~’08.2 원자력안전국 기관 자체 지원

KINS

조종철

’08.5~현재 원자력안전국

GIF 사무국

※ MOST‧NEA간 인력교류 약정(’02.10)에 따라 전문가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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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5> OECD/NEA 국제공동연구사업 KAERI 참여 현황('09.12월 기준)
구 분

프로젝트
명
Halden
Reactor

주요 내용

원자력
안전
연구

비고

장주기에 따른 핵연료 성능실험 및 운전 '06.01~ '58년 착수, 노르웨이
지원 시스템․인간공학 등 연구
'08.12 주관

MASCA-2 용융 층상 물질의 성질과 열전도 연구
MCCI

현 사업
기간

'03.07~ 차기 사업주관국가
'06.06 부재로 중단 중

중대사고시 노심 용융 잔해 냉각성 및 '06.04~
콘크리트와의 작용 연구
'09.06

-

PKL

보론 희석현상 및 영출력 가동문제의 '04.01~ 차기 사업안이
추가실험 수행
'07.06 회원국에 회람 중

SCIP

핵연료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물성 '04.07~
및 조건 평가
'09.06

SETH

냉각재 관련 사고 시 보론 희석현상 연 '01.04~ '07년 새로이 SETH-2
구
'06.12 사업 착수

THAI

중대사고 조건에서 원자로 내의 수소
및 핵분열생성물에 대한 거동 분석

'07.01~
'09.12

-

-

한국과 프랑스가 공동
핵연료와 냉각재와의 상호작용 메커니
'07.10~
사업 주관기관으로 선
SERENA 즘과 증기폭발 관련 압력용기의 내외부
'11.09
정
영향분석
원자력
안전
DB

방사성
폐기물
관리

Data
Bank

ICDE

공통원인고장 현상의 자료 수집 및 분 '05.04~
석
'08.03

OPDE

파이프 고장에 대한 자료 교환

CPD
TDB
(Phase
IV)

'05.06~
'08.05

우리나라 TRIGA
원자로 해체사업 추진국간 상호 정보교
'04~'09 Mark II, III 및
류
우라늄변환시설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성능평가와 관련
2008년 Phase IV부터
된 특정 화학원소들의 열화학적 DB 구 '08~'12
KAERI 참여
축

Sorption 방사성핵종 이동의 수착현상 해석을 위
'07.06~ 2008년 Phase III부터
(Phase 한 화학적, 열역학적 모델수립 가능성
'10.04 KAERI 참여
III)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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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OECD/NEA 운영위원회
가. 제118차 OECD/NEA 운영위원회, 의료용 동위원소 공급 안정에 관한 정책토론
OECD/NEA는 2009년 4월 17~18일간 OECD 본부에서 제118차 원자력기
구 운영위원회(NEA Steering Committee)를 개최되었는데 한국 대표로는 정
봉근 대표부 공사, OECD 대표부 김봉수 일등서기관, 한국원자력연구원 장
문희 선임본부장, 한국원자력협력재단 정서영 주임이 참석하였으며, 의료용
동위원소 공급 안정에 관한 정책토론에는 최선주 부장이 참석하였다.

회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OECD/NEA는 재정적인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2009-2010회계연도
예산책정에서 예산의 제로성장, 공석중인 자리를 채우지 않고 두는
등의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회원국은 NEA의 자구노력을 지지하
는 방향이나 회원국의 분담금 증액과 같은 현실적인 방안은 전혀 논
의되지 않았음
- 한국은 일부 프로그램의 시행 연기 등 프로그램의 우선성 조정을
건의하였으며, 공석을 무조건 freezing하는 것 보다 관련 프로젝트
의 장래 중요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는 전략을 건의함
○ NEA는 차기 전략계획(Strategic Plan) 수립을 6년 주기로 하고 계획 수
립을 위해 사무총장의 고위자문그룹을 구성하여 회원국의 의견을 반영
하는 Mechanism을 제안하였으며, 회원국들은 6년 주기 전략계획 수립
에 동의하였으며, 특히 한국은 고위자문그룹 구성을 적극적으로 지원
하고 자문위원으로 참가할 수 있음을 표명함. 이에 NEA 사무총장은
한국 측에 Waste Management 또는 R&D 분야에서 고위자문그룹에
참여할 전문가 1-2명을 5월 첫째 주중에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 동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NEA로부터 충분히 인정받고 있음

을 의미하므로 정부는 요구하는 시간 내에 전문가를 추천하는 것이
필요함
○ 인도와 NEA 협력관계 수립에 대해서는 회원국 대부분이 인도와 미국
의 원자력 협력,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 제반 현실적인 상황을 근거로
NEA와의 협력은 불가피한 것으로 이해하나, 단계적인 접근을 요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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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또한 협력관계 설정의 단계적 진행과정을 운영위에 지속적으로 보
고할 것을 요청함. 또한 중국과 NEA 협력은 우선적으로 안전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며 사무국은 5월 15일까지 운영위 회원국
의 승인 여부를 요청하고 있음
○ Nuclear Energy Outlook 발간은 회원국의 큰 호응을 받았으며, 향후 4
년 주기로 발간하도록 함. 한국은 4년 주기 발간에 동의하나, 정보의
시의적절한 update 등을 위해서 2년 주기의 요약본 등의 발간을 고려
해 볼 것을 건의함
○ 우리나라가 기여금을 내고 참여하고 있는 안전 분야의 공동연구사업인
Sandia Fuel Project의 실행과 관련하여 실험자료 및 안전성 평가기술
에의 제한적인 접근성 문제점을 지적하고 NEA가 문제해결에 관여해
줄 것을 촉구함. 또한 우리나라는 여건만 잘 조성된다면 향후 in-kind
기여를 포함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희망함

의료용 동위원소 공급 안정에 관한 정책토론회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의료용 동위원소 Mo-99 공급 부족 문제에 대한 정책토론에서, 우리나
라는 캐나다가 제안한 소수 전문가의 Working Group 구성과 전체적
인 정책적 방안 모색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장기적인 해결방안으로
회원국 간의 협력으로 Global 또는 지역적으로(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등) 동위원소 생산 전용로를 건설할 것을 제안함
○ 운영위원회는 NEA가 캐나다 정부의 요청에 의하여 MO-99과 TC-99의
공급안정 관련 워크숍을 1월에 개최한 경위를 보고 받음
- 운영위원회는 워크숍이 참여국의 호응을 얻었고, 공급 안정을 위한
첫 단계였으며, 워크숍의 결과는 ‘의료용 동위원소 분야에서의 NEA
의 지속적인 활동’임을 확인함
○ 운영위원회는 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적인 업무를 하고 이는
IAEA와의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함을 논의하였음
○ 운영위원회는 동 제안을 추진하기 위하여 캐나다가 ‘국제 의료용 동위
원소의 공급안정을 위한 국제 TFT’를 지원하기 위한 자문그룹의 구성
및 운영방안을 제시하였고 이를 승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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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119차 OECD/NEA 운영위원회
OECD/NEA는 2009년 11월 17~18일간 OECD 본부에서 제119 원자력기
구 운영위원회(NEA Steering Committee)를 개최되었는데, 한국대표로는 정
봉근 대표부 공사, OECD 대표부 김봉수 일등서기관, 한국원자력연구원 장
문희 선임본부장, 한국원자력협력재단 정서영 주임이 참석하였다.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OECD/NEA 는 재정적인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2009-2010 예산의
제로성장에 따른 다양한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회원국은 NEA의
자구노력을 지지하고 회원국의 자발적 기여금 등의 방안을 논의하고
회원국의 예산전문가 또는 기술전문가로 자문그룹을 구성하여 지속가
능 예산확보 방안에 대한 심층논의하여 이를 내년 4월, 10월 운영위에
보고하도록 함. 이에 따라 NEA는 11월 초반 경 회원국에게 전문가 참
여를 요청할 것임
- 한국은 현재의 경제/재정 위기로 인해 회원국의 자발적 기여가 쉽지
않을 것이므로 자발기여 확보 노력과 동시에 현재의 예산을 보다 효
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일부 프로그램의 우선순위 조정 및 시행 연기
등을 자구책으로 시행할 것을 촉구함
○ 폴란드의 NEA 위원회 및 실무그룹에의 임시참여국으로 참여와 관련
하여서는 회원국 대부분이 폴란드의 그동안 노력을 치하하고 임시참여
국 지위 부여에 동의함
- 한국은 폴란드와의 협력에 대한 정상회의 결과를 고려하여 임시참여
국 지위 부여에 적극 찬성함
○ 인도와 NEA 협력관계 수립에 대해서는 회원국 대부분이 인도와 미국
의 원자력 협력,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 제반 현실적인 상황을 근거로
NEA와의 협력은 필요한 것으로 이해하나 기술적인 참여로 단계적인
접근을 인정함. 우리나라는 인도의 국제 핵비확산 주류에 동참함을 긍
정적으로 평가하고 인도와의 원자력협력협정 사전 준비단계임을 고려
하여 인도의 기술적인 참여가 NEA회원국과 인도 모두에게 이익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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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임을 강조함
○ 한국은 MDEP과 관련하여 참여하고 있는 10개국의 인허가 기술/기준/
지침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들의 표준화와 조화 노력에 다소 어려
움이 있을 것임을 인식하고 서로 다른 기준과 tool로 설계가 다른
AP1000과 EPR1600의 평가 시행에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지 의구심을
표명함
○ NEA의 향후 전략계획에 대한 정책토론에서는 참여 회원국 간에 호흡
이 맞는 부분과 이해가 서로 다른 내용이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전략
계획은 예산확보와 매우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으므로 이의 검토를 위
한 회계전문가 및 기술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그룹 구성과 활동에 합의
하였음. 자문그룹은 전 회원국에게 개방하여 전문가 지명을 요청하여
지명된 전문가로 구성하고 자문초안을 정리하기 위한 소그룹을 결성하
여 활동하고, 의장은 선출하되 별도의 사무국은 구성하지 않으며 예비
결과를 2010년 4월 운영위에 보고하고 최종 자문내용을 2010년 10월
운영위에 보고하도록 함. 회원국은 2,3주 이내에 NEA 사무국에 자문
그룹에 참여하여 활동할 전문가를 추천하기로 함
○ 운영위 의장은 HE3 공급․수요에 차질이 발생하여 기술적이고 정책적
인 문제가 있으므로 회원국에게 HE3 공급과 관련된 정보제공을 요청
함
○ 차기 운영위원회의 정책토론 주제로 원전건설 경제성(2010년 4월), 중
소형원자로 관련 (2010년 10월)을 선정하였음. 구체적인 주제 및 토의
내용이 확인된 후에 검토할 사항 이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원전건설 경
제성 과 중소형원자로 관련 두 정책토의에는 주제 발표를 포함해서 매
우 적극적인 참여를 준비하여야 할 것임
○ OECD/NEA 공동연구 관련, KAERI 열수력안전연구부는 ‘가압경수로
열수력 종합효과 실험장치’ 아틀라스(ATLAS)를 이용해서 2009년부터
약 2년에 걸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산하 NEA(원자력기구, 이하
OECD/NEA)의 CSNI(원자력시설안전위원회) 국제표준문제(ISP) 평가
를 국내 최초로 수행하기로 확정함
- OECD-CSNI ISP 평가는 1973년 처음 시작된 이래 독일 12회, 미국
10회, 프랑스/일본 각 4회 등 핵심 실험시설을 구비한 13개 국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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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해서 총 48회 수행한 바 있음
○ 연구원은 ATLAS를 이용해서 각종 열수력 종합효과 실험을 수행하고,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약 10여 개국으로 예상되는 참여국들은 자국의
안전해석 코드를 이용해서 실험 전후 해석을 수행하게 됨
- 이를 통해 ATLAS가 생산한 데이터의 신뢰성을 검증함으로써,
ATLAS 실험장치 및 실험체계를 국제적으로 공인하게 된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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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아·태 원자력협력협정(RCA) 협력
1. RCA 개요
아‧태

지역협력협정(RCA

:

Regional

Cooperative

Agreement

for

Research, Development and Training related to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for Asia and the Pacific)은 IAEA 아‧태 지역협력기구로서 지
역내 원자력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정부간 협정이다. 이
협정은 IAEA 회원국으로 남아시아, 태평양 및 극동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협정에 참여할 수 있다. 이들 지역의 국가는 동 협정에 참여할 의사를
IAEA 사무국에 표명함으로써 협정 당사국의 자격을 취득한다. 동 협정문은
지역 내 협력의 기본 골격 및 기준을 제공하며, 지역 내 협력 수행에 필요
한 기준, 운영지침 및 절차의 근간으로 활용된다.
RCA의 전신은 1963년에 시작된 인도-필리핀-IAEA 사업인 IPA(IndiaPhilippines-Agency Project)이다. 이 사업은 1MW급 필리핀 연구용원자로에
설치된 중성자 회절기를 인도가 공급하는 것과 이 회절기를 아‧태지역 국가
의 과학자 및 기술자들을 훈련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다. 이 훈련의 참가자
는 한국, 대만,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출신의 전문가들이었다. 이
협력 사업이 매우 유용한 것으로 평가됨으로써 이후 지역 협력에 대한 협의
가 1970년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정부
간 지역협력 협정인 RCA는 ’72년 6월 12일에 발효되어 14개국7)8)으로 출범
하였으며, 현재 17개국9)이 지역협력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2009～2011년에 수행할 사업은 6개 신규 사업, 1개 연장 사업, 8개 계속
사업으로 총 15개 사업이 수행될 예정이다.

7)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싱가포르,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
국,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한국, 호주
8) 우리나라는 1974년 10월 9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RCA 회원국으로 정식으로
가입하였다.
9) 몽고, 미얀마, 뉴질랜드가 1994년에 신규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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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1> 2009～2011년 RCA 사업
사 업 명

주 도 국

신규 사업
RCA지역내 암치료를 위한 방사선 치료법 향상
농업적이용과 환경개선을 위한 화학재료의 방사선처리

일

본

말레이시아

원자력 및 동위원소 기술의 해양환경 오염관리에의 이용

필 리 핀

방사선사진술 및 단층진단법의 산업·토목공학에의 이용

인

도

방사성추적자 및 밀봉선원 기술개선

중

국

수출물품에 대한 위생검역을 위한 방사선요법

호

주

연장 사업
동위원소이용 식수 품질 평가

파키스탄
계속 사업

지역내 주된 암치료를 위한 정밀 3D방사선 치료법 이용

일

본

돌연변이기술 및 바이오기술 이용 작물 품질개선

중

국

사회경제개발을 위한 식품조사기술

중

국

의료물리 기술자 교육 훈련강화

호

주

방사선진단기술(PET) 강화

인

도

공기 오염물질 특성분석

뉴질랜드

원자력발전활동 해양 방사선 영향 평가

호

주

지역 방사선방호 인프라의 지속적 발전

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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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참여하고 있는 지역 및 지역간 사업은 아래와 같이 50개임
Project
Number
INT4142
INT9173
RAS0047
RAS0048
RAS0051
RAS0059
RAS2013
RAS4026
RAS4027
RAS4028
RAS4029
RAS5043
RAS5045
RAS5046
RAS5049
RAS5050
RAS6034
RAS6038
RAS6041
RAS6048
RAS6049
RAS6050
RAS6053
RAS6057

Title

Field

Promoting Technology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4W 4D
Future Nuclear Energy Systems in Developing Countries
4Q
Training in Radioactive Waste Disposal Technologies in
9E
Underground Research Facilities
Supporting Web-Based Nuclear Education and Training
0I
through Regional Networking
Management of Technical Cooperation among
0A
Developing Countries (RCA)
Country and Regional Programme Review
0A
Enhancing Human and Nuclear Technology Capacities
0A
Good Radiopharmacy Practice and Good Manufacturing 2G 2H 2I
Practice
6B
Adding Value to Materials through Irradiation with
4B
Neutrons (RCA)
Tests Procedures for Quality Control in the Maintenance
4G
and Refurbishment of Nuclear Instruments
Integrated Management Systems for Expanding Nuclear
4M 4U
Power Programmes
Strengthening Nuclear Power Infrastructure and
4V 4P
Planning
Sustainable Land Use and Management Strategies for
Controlling Soil Erosion and Improving Soil and Water
5B
Quality (RCA)
Improvement of Crop Quality and Stress Tolerance for
Sustainable Crop Production Using Mutation Techniques
5C
and Biotechnology (RCA)
Novel Applications of Food Irradiation Technology for
5H
Improving Socioeconomic Development (RCA)
Sharing Regional Knowledge on the Use of the Sterile
Insect Technique within the SterilArea-Wiie Fruit Fly
5D
Pest Management Programmes
Enhancing Sanitary and Phytosanitary Treatment of
5H
Regional Products for Export by Irradiation (RCA)
Quality Assurance Programme for Molecular-Based
6B
Diagnosis of Infectious Diseases
Strengthening Medical Physics through Education and
6F
Training (RCA)
Preventing Osteoporosis and Promoting Bone Mass in
6J
Asian Populations Using a Food-based Approach (RCA)
Application of High-Precision 3D Radiotherapy for
6C
Predominant Cancers in the RCA region (RCA)
Strengthening Clinical Applications of PET in RCA
6B
Member States (RCA)
Control and Prevention of Childhood Malnutrition in
6K
Asia
Improving Image Based Radiation Therapy for Common
6C
Cancers in the RCA Region (RCA)
Strengthening and Standardizing Nuclear Medicine
Applications in Cardiology in Asia through Education
6B
and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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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t Year of
Approval
2009
2003
2007
2007
2007
2009
2007
2007
2007
2007
2007
2005
2007
2007
2007
2009
2001
2003
2005
2007
2007
2007
2009
2009

RAS7015
RAS7016
RAS7019
RAS8105
RAS8106
RAS8107
RAS8108
RAS8109
RAS8110
RAS8111
RAS9028
RAS9042
RAS9043
RAS9045
RAS9046
RAS9047
RAS9048
RAS9049
RAS9050
RAS9051
RAS9053
RAS9054
RAS9055
RAS9056
RAS9057
RAS9058

Characterization and Source Identification of Particulate
7L
Air Pollution in the Asian Region (RCA)
Establishing a Benchmark for Assessing the Radiological
Impact of Nuclear Power Activities on the Marine
7M
Environment in the Asia-Pacific region (RCA)
Harmonizing Nuclear and Isotopic Techniques for
Marine Pollution Management at the Regional Level
7M
(RCA)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Advanced Industrial
8P
Radiography and Tomography Techniques (RCA)
Radiation Processing Applications for Health and the
8H
Environment (RCA)
Raising Productivity in the Coal, Minerals and
Petrochemical Industries by using Nucleonic Analysis
8J
Systems and Radiotracers (RCA)
Assessing Trends in Freshwater Quality Using
Environmental Isotopes and Chemical Techniques for
8M
Improved Resource Management (RCA)
Supporting Radiation Processing of Polymeric Materials
for Agricultural Applications and Environmental
8H
Remediation (RCA)
Applying Advanced Digital Industrial Radiology and
Computed Tomography in Industry and Civil
8P
Engineering (RCA)
Diagnosing Industrial Multiphase Systems by Process
Visualization using Radiotracers and Sealed Sources
8J
(RCA)
Development of an Asian Nuclear Safety Network
9A
Sustainability of Regional Radiation Protection
9C
Infrastructure (RCA)
Using the Asian Nuclear Safety Network to Raise
9F
Nuclear Safety Levels
Strengthening National Regulatory Infrastructure for the
9C
Control of Radiation Sources
Strengthening Technical Capacities for Occupational
9I
Exposure Control
Strengthening Radiological Protection of Patients and in
9J
Medical Exposure
Strengthening National Capabilities for Public Exposure 9K 9S 9X
Control
9Q 9C
Establishment of National Capabilities for Response to
9L
Radiological and Nuclear Emergencies
Education and Training in Support of Radiation
9X
Protection Infrastructure
9U 9V
Awareness Raising and Training for Nuclear Security
9W
Strengthening Occupational Radiation Protection
9I
Strengthening National Regulatory Infrastructures
9H
Strengthening Radiation Protection in Medicine
9J
Strengthening Capabilities for Protection of the Public
9K 9S 9X
and the Environment from Radiation Practices
9Q 9C
Strengthening National and Regional Capabilities for
9L
Response to Radiological and Nuclear Emergencies
Supporting Education and Training in Radiation
9X
Protection

- 49 -

2007
2007
2009
2007
2007
2007
2009
2009
2009
2009
2003
2007
2007
2007
2007
2007
2007
2007
2007
2007
2009
2009
2009
2009
2009
2009

2. 제31차 국가대표자 회의
제31차 RCA 국가대표자회의가 2009년 4월 20~24일간 일본 동경에서 개
최되었다. 동 회의에는 17개 RCA 회원국, RCARO 등에서 46명이 참석하였
으며, 이중 IAEA에서는 아태1과장, RCA 연락관(FP: Focal Person) 등 2명
이 참석하였다. 동 회의에서 논의 의결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RCARO 상설자문위원회 참가
o 제8차 RCARO 상설자문위원회는 베트남 전 의장, 일본 현 의장, 필리핀
차기의장, RCARO, 한국 국가대표자, RCA담당관 및 RCARO사무국장 선
정위원장의 참석 하에 개최됨
o '08년 RCARO 사업성과와 ‘09년 RCARO의 활동계획을 사무국장(공석)을
대신하여 이재설 부장이 보고함
※

호주대표가
상세히

RCARO의

검토할

상세검토가

것을

2009년도
제안함에

사업계획이
따라

중요하므로

RCARO의

의제별로

사업계획에

대한

이루어짐

o RCARO는 제3차 RCA 성공사례 발간 관련, 총 6개국이 설문조사에
응했으며, 설문결과가 긍정적임을 보고함
- 이에 위원회는 성공사례 주제로 4가지(안)(동물생산, 에너지, 토양침식,
추적기술)을 제안함
- '09년 RCA사업 홍보활동관련, RCA RO가 RCA를 대표하여 총 2개의
회의(ACRRM(‘09.5.17-20,

한국),

PEMSEA('09.11.23-27,

필리핀))에

참석하여 RCA사업을 소개할 것을 승인함. 또한 향후 RCA 사업
소개자료를 사전에 각 회원국 국가대표자 및 RCA담당관의 검토를
받을 것을 제안함
o RCA/UNDP 후속사업 관련, RCARO는 4가지 사업주제(안)를 제시하여
사업주제 선정 후 적절한 파트너 탐색을 제안함
- 이에 호주대표는 동 사업이 RCARO의 개별사업이 아니라 파트너쉽에
기반한 사업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기존 RCA사업과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견해를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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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각 회원국이 후속사업(안)을 제안(-5월), 사업개발을 위한 워크숍
(7월)을

거쳐,

구체적

사업제안서

작성을

완료(9월)하여

제32차

국가대표자회의에서 결과를 보고키로 함
o RCARO 워크샵은 7월 한국에서 개최예정이며, 동 회의에서 RCA/UNDP
후속사업 추가논의 및 RCARO 파트너쉽 증진 및 활동의 방향성 설정에
관해 논의키로 함
o 차기 RCARO 사무국장 선정관련, 사무국장 선정위원인 Dr. John Easey
(호주)는 선정위원단을 대표하여 이문기 후보에 대한 위원단 의견을
전달함
- 일부 회원국이 이문기 국장의 RCA관련 활동이 부족함을 지적하였음을
밝혔으나, 그 외 이력사항이 사무국장 직무기준에 부합함을 고려, 이문기
국장을 추천키로 합의함
o 그 외, RCA 비회원국(시리아)가 RCARO에서의 1개월 연수(Fellowship)를
요청한 바, 이는 예산, 정치적, 기술적 문제를 충분히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는 데 동의함
② 제 31차 RCA 국가대표자 회의참석
o 제31차 국가대표자회의는 총 46명의 회원국 대표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되었으며, 의장으로 Mr. Tsutomu Arai 일본대표가, 서기로 Mr. Frank
Bruhn

뉴질랜드

대표가

서기로

임명되어,

RCARO사무국장

선임,

RCA이행실적 및 신규사업 등을 검토함
o RCA중기전략관련, ‘06년 3월 제 28차 국가대표자회의에서 채택된 기존
RCA 중기전략은 ’06년-‘11년까지 이행될 예정인바,
- ’12-‘13년 사업계획수립을 위한차기 중기전략을 연장키로 합의하였으며,
중기전략수립 실무회의를 개최키로 합의함
-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파키스탄, 일본, 인도네시아, 호주가
실무회의에 참석을 희망하였으며, 호주가 실무회의 의장으로 추천됨
- 실무회의는 IAEA 기술전문가(Technical Officer)의 참석 및 자문을 위해
7월중 비엔나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실무회의의 결과는 피드백을 위해
각 회원국에 배포키로 함
o 호주대표는 RCA사업수행의 효율성증진을 위해 RCA사업성과 및 회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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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정보를 모은 통합자료, RCA 지역활동자료(Regional Profile)를 개발
할 것을 제안함
- 호주대표는 정확한 지역정보의 확보를 위해 각 회원국에 설문지를
배포할 계획을 밝히고, 설문(안)을 제안함. 이에 말레이시아 대표는 동
자료개발에 대한 결정은 설문조사 이후 재논의 할 것을 희망함
- 이에 호주 및 RCA담당관은 설문조사는 자료개발을 전제로 이뤄지는
것이라 밝히며, 회원국은 설문지 회람 후 4주 내에 의견을 자발적으로
제출할 것을 희망하였으며, 동 설문조사의 결과는 차기 국가대표자회의에
보고하기로 결정함
o ‘08년 RCA사업 성과와 관련, IAEA RCA 담당관은 ‘08년도 전체
RCA사업 성과를 간략히 소개했으며, 각 사업주도국은 개별사업 활동 및
성과를 발표함
- 한국대표는 한국이 주도한 2개 사업(에너지 및 중성자 조사를 통한
물질의 가치향상 사업)의 이행현황 및 주요성과를 발표함
- 특히, 인도 및 말레이시아는 에너지 사업성과를 높이 평가하였으며,
자국내 에너지 계획수립에 도움이 되었음을 언급함
※ 한국주도사업: ①RAS/0/045 Formulation of Sustainable Energy
Development

Strategies

in

the

Context

of

Climate

Change,

②RAS/4/026 Adding Value to Materials through Irradiation with
Neutrons
o 또한 IAEA RCA담당관은 ‘09년 RCA활동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추가예산
확보를 위해 회원국에 특별기여금 제출을 요청함
- 호주대표는 '09년 계획된 활동이 모두 이행될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며,
계획, 승인된 활동이 모두 이행될 수 있도록 RCA 담당관의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함
o RCA 운영지침에 따라 RCARO 상설자문위원장이 회의결과를 보고함
- 회원국은RCARO의 ‘08년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 사무국의 노력을
치하하고, 향후 RCA RO가 지속적으로 RCA에 기여하기를 희망함
- 호주대표는 RCA운영지침에 명시된 바에 의해 상설자문위원회 자료중
RCARO의

‘08년

성과

및

’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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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이

모든

국가대표자에게

공개되어야

국가대표자회의(NRM)에서

효율적인

논의가

가능함을

지적하면서 향후 동자료를 NRM이전에 각국의 국가대표자에게 회람할
것을 주문함
- 또한, RCA/UNDP 후속사업개발관련, 동 사업이 파트너쉽에 기반한
사업이어야

함을

언급하며,

RCA역할은

①파트너쉽

제고

및

②RCA사업홍보임을 강조함
o RCARO 사무국장 선정 관련, 상설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이문기 후보가 사무국장으로 추천됨
- 한국대표는 이문기 후보의 원자력 분야의 경험과 그간 공직경력을 통해
축적한 관리능력 등을 감안 시 RCARO 사무국장 직무에 적격임을
강조하였고, 이에 만장일치로 이문기후보가 사무국장으로 임명됨
o

IAEA

RCA

말레이시아,

담당관은
필리핀)내

IAEA
7개

내부감사실은

RCA사업에

3개

대해

회원국(인도네시아,

외부감사실시

요청을

받았음을 밝히고, 감사대상 사유와 대상사업 등에 대해 설명함
- 각국의 국가대표들은 감사대상 7개 사업 중 3개가 비기술적사업
(개도국간 협력사업)으로 RCA사업을 대표하지 못한다고 지적함
- RCA 국가대표자회의 의장은 회원국을 대표하여 외부감사단에 RCA
국가대표자의 의견을 공식서신을 통해 전달키로 합의함
o RCA 비회원국의 RCA사업 참가 요청 관련, 시리아 원자력위원회
사무총장의 요청에 따라 시리아의 RCA사업 참여여부를 논의함
- 이에 RCA 비회원국의 RCA사업 참가조건 관련 명확한 합의가 없는 바,
차기 회의에서 다시 논의키로 합의함
- 특히, 특정사업(RAS/8/109)은 1997부터 수행되었으며, 이미 완성단계에
있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을 밝히며, IAEA가 회원국내 해당분야
전문가를 탐색 및 지원할 것을 제안함
o RCA-FNCA간 협력의 범위를 논의한바, 협력범위는 기존의 정보교환
수준을

유지하되,

중국이

제안한

돌연변이육종과제에

교차회의 참석을 포함하여 협력범위의 확대를 승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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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협력은

3. 제37차 RCA 총회
제37차 RCA 총회가 2009년 9월 26일 오스트리아 비엔나 소재 IAEA 본
부에서 개최되었다. RCA 사무국과 17개 RCA 회원국, IAEA 기술협력부 사
무차장 등 관계관 등 총 50여명이 참석하여 RCA 운영 및 프로그램 전반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의장국인 일본의 국가대표자가 회의를 진행하였다. 동
회의에서 논의 의결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Ms. Cetto 기술협력부 사무차장은 RCA중기전략이행을 위한 회원국들의
노력을 치하함. 지난 8월 개최된 개도국협력사업 실무회의에서 논의된
사업의 지속성 제언관련 관심을 표현하며 동 논의가 RCA의 개도국협력
사업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을 기대함. 또한 ‘09~’11년 신규사업수립에
국가대표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RCARO의 성공사례 발간은
RCA의 위상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 언급함
○ Mr. Burkart 원자력응용과학부 사무차장은 RCA가 방사선동위원소기술,
보건, 수자원, 식량 및 농업분야에 기여한 바가 많음을 언급함. 또한
수문학정보가

담긴

‘ATLAS'가

’08년에

발간될

예정이라

소개하고,

암치료를 위한 IAEA의 활동(PACT)을 소개함
[제30차 국가대표자 회의 후속]
○ 지난 국가대표자 회의에서 제기된 14가지 이슈를 검토하였으며, FNCA와의
협력관련, RCA담당관이 ‘돌연변이 식물 육종’ 관련 협력에 동의함을
FNCA에 통보할 것을 결정하였으며 동협력의 주된 활동은 정보교환임을
명시함
[개도국협력사업(TCDC) 실무회의]
○ 실무회의 의장(Ms. Dela Rosa)은 동 회의에는 호주, 방글라데시,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한국이 참여했음을 언급하고 총 11개의
건의사항을 논의, 논의된 사항을 간략 소개 및 검토함
[RCA연차보고서 양식]
○ RCA담당관은 지난 국가대표자회의에서 논의된 바, 회원국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연차보고서 양식을 수정함을 재 언급함. 주요
수정내용은 회원국 연차보고서의 포함여부와 재원정보의 포함여부라
밝혔으며, 향후 추가협의를 통해 연차보고서양식의 최종안을 결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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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합의함
[‘09~11년 RCA 신규사업]
○ RCA담당관은 신규사업리스트 및 예산(안)은 첨부를 통해 제공되었으며
상세사업계획은 웹베이스 사업순환관리체제(PCMF)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을 소개함
※ PCMF : Program cycle Management Framework
○ 또한 사업지속성활동을 위해 RCA사업 중 TCDC사업의 예산을 활용할
수 있음을 밝힘. 그러나 사업지속성활동은 각 회원국의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IAEA는 사업종료 후에는 기술적 지원이 불가능
하다고 언급함
○ RCARO의 해양환경오염(RAS2007009)사업 수행관련 사항은 ‘RCARO
사무국장보고‘ 의제에서 논의키로 합의함
[RCA 중기전략]
○ RCA담당관은 매 국가대표자회의에서 중기전략 이행실적이 보고되며,
현재 C.1.9 ‘RCA 홈페이지 게재를 위한 주요사업성과‘를 제외한 모든
항목들이 이행완료 또는 이행 중이라 언급함
[RCARO관련사항]
○ RCARO의 후속사업 제안 관련, ‘해양환경오염관리’ 사업은 그대로
‘09~’11년 RCA 신규사업으로 수행하고, 기존 RCARO가 수행하던
‘쓰나미 사업’을 ‘09년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함
○ CAI와의 협력 관련, 법적문제가 없는 한 회원국의 대기오염정보는
2011년에 CAI에 제공하며 그 이전에 RCA 담당관이 동 정보의 제공이
합법적인지 확인할 것을 합의함. 또한 제공할 정보는 RCA Members
Only 홈페이지에 게재하기로 협의함
○ EAS(East Asia Sees)회의 참석관련, RCA담당관이 추천하는 적합한
전문가가 RO의 지원으로 동 회의에 참석하기로 합의함
○ RCA 역량강화 워크숍관련, 적합한 주제가 없다면 워크숍을 올해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함
○ 실수요자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개발 관련, RCARO가 홈페이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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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세스 제어에 관한 적절한 수준을 고안할 것을 결정함.
○ 차기사무국장 선정관련, 공석공고가 ‘08.10.15부터 공지를 시작하며 ’09년
국가대표자 회의에서 차기사무국장을 임명하기로 함
○ RO의 UNESCAP 쓰나미 신탁기금응모 관련, 기금 수혜자의 의무 및
업무범위를 RO가 조사, 보고하기로 결정함
○ ‘08년 발간예정인 4개의 성공사례집을 RCA 정기총회의 검토에 위해
상정하며, 향후 제3차 성공사례집의 발간여부는 RO의 효과성 설문결과에
따르기로 협의함.
[차기회의 일정]
○ 제31차 RCA 국가대표자회의는 ‘09년 일본에서, 제 32차 회의는 필리핀에서
개최키로 결정함
[FNCA와의 협력]
○ RCARO의 사무국장이 RCA의 대표자격으로 FNCA회의에 참석키로 결정함

TCDC 실무회의 결과(건의사항) 및 수정사항
실무회의 결과(건의사항) 수정사항
① UN 기준을 준용한 TCDC 활동 여부의 판단 기준 (수정사항 없이 채택)
- 개도국의 재원/기술/시설 등을 이용하는 기술협력 활동
- 선진국의 지원은 보조적인 역할로 제한
- 개도국이 기술협력 활동의 주체(의사결정) 담당
* 원칙적으로 개도국이 TCDC의 주체라는 개념이 핵심이며, 선진국의
지원은 불가피하나 간섭이나 영향력은 최소화
* 논리적으로 선진국이 주체가 되는 기술협력 활동은 TCDC가 아니므로
금번 WGM의 논의 대상에서 제외
② 사업기획회의(PPM)와 사업검토회의(PRM)를 전후해서 관련자(NPC, PLCC,
NR, RCA FP 등)들은 TCDC 강화 노력 (수정사항 없이 채택)
- 사업과 관련되는 회원국의 국가계획, 기술, 인력, 시설 등에 관한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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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파악 및 활용(RRU-Regional Resource Unit DB에 기여)
③ 우선순위(3단계)에 따라 전문가 및 강사 선정
- RCA 개도국 전문가→→RCA 선진국 전문가→→타지역 전문가
- TCDC 내용이 명확하게 확인된 사업에 한해서만 다음 단계를 적용
④ 각국 대표자는 RRU 업데이트(역내 전문가 DB)
- 업데이트는 자발적으로 할 것
⑤ 현재 진행사업의 강의/자문 등에 적합한 전문가 파악 및 이력서 제출
(수정사항 없이 채택)
- (RCA FP) 장려
⑥ TCDC 활동 현황을 RCA 연차보고서에 포함(RCA FP)된 전문가 및 강사
비율, 개도국간서비스, 개도국 훈련과정/회의 개최 건수, 외부 재원,
개도국 수용 훈련생/과학자 방문 수 (수정사항 없이 채택)
* 2008년 현황은 RCA FP가 비교참고용으로 조사/분석
⑦ TCDC 정책 및 건의사항의 효과성 및 이행현황 점검을 위해 2년후에
실무그룹회의 개최
- 필요시 2년 후 실무회의 개최
- 실무회의 결과(건의사항) 수정사항
⑧ NPC는 TCDC 활동을 포함하여 각 사업별 완료전략(Exit Strategy)
보고서를 사업연차보고서 부록으로 제출 - 해당 사업의 지속성 강화에
기여
* RCA 담당관이 사업범위 확대 및 소요재원의 급격한 증가를 수반하는
내용은 지양하자는 입장을 수차례 피력하여 TCDC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사업종료 2-3년까지 TCDC 활동 수행, TCDC 신청 및
선정절차 등)은 논의되었으나, 건의사항에서는 제외 수정사항 없이
채택
⑨ IAEA TC 재원, 회원국의 특별기여금 및 종료사업 잔여예산을 TCDC
주요 재원(Triangular Funding)으로 활용 다자협정, 양자협정 등을 통한
외부재원 확보 노력 병행(파트너쉽 강화라는 RCARO 역할과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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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iangular Funding을 장려한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재원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 수정사항 없이 채택
⑩

TCDC를

위한

회원국의

특별기여금에

일체의

행정/부대

경비를

부과하지 않도록 NRs이 IAEA 사무국에 건의 (수정사항 없이 채택)
* 특별기여금의 약 7%가 IAEA의 행정경비로 책정/흡수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회원국이 직접 지출하는 방안 검토 가능
⑪ RCA 사업에 이해 제고 및 역할 숙지를 위해 RCA 프로그램에 대한
Interactive CD 제작 및 배포
- RCARO와 RCA FP, NPCs, PLCCs, 사업참여자 등 RCA 사업에 새롭게
참여하는 자는 CD 내용 숙지 및 전자인증 취득
- CD의 제작 및 배포에는 동의하나 RCA 사업 참여를 위한 전자인증 및
증명서 발급에 대한 제안은 반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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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아시아원자력협력포럼(FNCA) 협력

1. FNCA 개요
□ 회원국 : 한국, 일본, 호주,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
트남, 방글라데시 (10개국)
□ 회의성격 : 아시아지역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 및 공동연구를 위해 일
본이 주도하는 국제회의
○ 1990년 일본이 제의한 "아시아원자력협력국제회의(ICNCA)"가 1999년까
지 개최(10차)된 후 2000년부터 아시아원자력협력포럼(FNCA)으로 승계
‧개편
□ 운영체계
구

분

포

럼

기

능

회 의 개 최

원자력정책 토의
- 장관급회의
- 고위실무준비회의

매년 11월 또는 12월
일본과 회원국 교대 개최

조정관회의

FNCA 협력사업 수행 협의
- 각국 국가대표자(조정관) 참석

매년 3월 일본

사업 활동

사업별 협력활동 수행

연 1회 워크샵․세미나 개최

□ KAERI 참가자 (2005년부터)

연 도

장 소

정부 수석대표

KAERI 참가자

2008. 11

필리핀, 마닐라

불 참

불 참

2007. 11

일본, 아오모리

정윤 차관

2006. 11
2005. 11

말레이시아,
콴탄
일본, 동경

이문기 국장
최석식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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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재주 본부장,
민병주 단장, 김현준 부장
한필수 단장
박종균 단장, 박성원 단장,
민병주 원장, 김현준 실장

[ 참고 ]
□ FNCA 사업
○ 한국은 8개 사업분야에서 11개 프로젝트와 1개 패널을 수행 중
(KAERI: 7개 프로젝트, 1개 패널 참여)

사 업 분 야

한 국 책 임 자

연구용원자로 이용
◦동위원소 생산(Tc-99m) 원자력연구원 동위원소이용연구부 박울재
◦중성자 방사화 분석(NAA)

“

하나로이용기술개발부 문종화

◦연구로기술개발(RRT)

“

하나로이용기술개발부 오수열

방사선 및 RI의 농학적 이용
◦돌연변이 육종(MB)

원자력연구원 방사선이용연구부 강시용

◦생물비료(BF)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과 김현순

방사선 및 RI의 의학적 이용 원자력의학원 방사선종양학과장 조철구
원자력 국민이해 증진(PI) 원자력연구원 국제협력팀장 김명로
방사성폐기물관리(RWM) 원자력환경기술원 처리기술팀장 양호연
원자력안전문화(NSC)

원자력안전기술원 책임기술원 최광식

- 연구로 원자력안전문화 원자력연구원 하나로운영부 임인철
인적자원개발(HRD)

원자력연구원 원자력연수원 이의진

산업 응용
- 전자가속기 응용(EB)

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 이면주

지속가능발전과 원자력(SD) 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 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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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0차 FNCA 장관급 회의
[회의 개요]
□ 회의명 : 제10차 아시아원자력협력포럼 회의 (The 10th FNCA Ministerial
Level Meeting)
□ 참석자 : FNCA 회원국 대표(한국, 호주, 방글라데시,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및 주최국 일본 관계자
□ 한국측 참석자
○ 정부 : 이상목 과학기술정책실장(수석대표), 허재용 일본 과학관, 박인호 원
자협력과 사무관 (SOM 및 MM 대표)
○ 한국원자력연구원 : 김현준 정책연구부장 (SOM 대표)
○ 원자력협력재단 : 정홍화 주임 (지원)
□ 주제
○ 12월 14일 SOM(Senior Officer Meeting)
- 2009년도 FNCA 활동 현황 보고
- FNCA 회원국의 원자력도입 촉진을 위한 협력방안
-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증진 방안
○ 12월 15일 MM(Ministerial Level Meeting)
- 회원국 현황 및 FNCA 활동보고
- SOM 회의 결과보고 및 토의 (원자력도입촉진 및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
원소 활용 증진 협력)
- FNCA MM 회의 결의안 채택

[주요 회의 결과]
□ 고위급 실무회의(SOM)
○ 2009 FNCA 활동결과
- FNCA 일본측 coordinator인 마찌 박사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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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원자력에 관한 특별 패널 회의 결과, 원자력기술 활용을 위한 인
프라 관련 프로젝트추진 결과를 중심으로 발표
- 향후 일정
․제11차 국가조정관회의(Coordinator meeting)를 2010년 3월 일본 동경
에서 개최 예정
․제11차 아시아 원자력협력포럼회의(MM)는 2010년 11월 또는 12월에 중
국에서 개최
․2010년 5월부터 2011년 3월까지 현재 수행중인 11개 프로젝트 관련 워
크숍 개최
․Study panel on infrastructure development 회의를 2010년 7월 또는 8
월중에 한국에서 개최
※ 한국측 SOM 대표와 일본측 담당관이 이에 대해 대략적인 방향에
대해 논의를 하고 추후 세부사항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함
○ FNCA 회원국의 원자력도입 촉진 협력
- 원자력을 CDM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노력 추진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원자력에 관한 특별 패널 결과의 후속조치). 말레이시아 대표는 CDM에 포함시
키기 위한 방안으로서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고 또한 비원자력분야(기
후변화협약 분야의 여론주도자들) 인사들에게 이를 알리는 노력이 중요
하다는 의견을 제시
- 원전신규도입 가능국에 대한 인프라 구축 지원 방안에 대한 특별 패널
구축 운영. 인도네시아 대표는 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개도국들은
pre-project

단계에서의

인프라

구축

중요성을

말하고

IAEA의

“NEPIO”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말함
- 원자력안전, 안보 및 핵비확산 등에서의 협력 증진 필요성 인식 및 쯔
나미와 지진에 대한 안전 확보. 말레이시아 대표는 쯔나미와 지진에 대
한 안전 확보도 중요하지만 적도지역 국가들은 번개에 의한 문제가 중요
하다는 의견을 피력. 이외 필리핀과 방글라데시 등은 쯔나미 및 지진 대
비와 관련하여 CTBTO와의 협력 필요성을 제시함. 그리고 필리핀 대표는
안보 문제는 개별 국가의 문제로서 FNCA 활동은 중복되는 사항이라
는 의견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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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활용 증진 협력
-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을 통해 bio 비료의 품질 개선, 농산물
품종 개량(가뭄에 잘 견디는 바나나 등), PET를 이용하는 의학적 이용 등
에 대한 협력 지속과 식물성장 초긴 등의 신규 협력 분야 제시
- 새로운 협력분야로서 연구로 이용증진을 위한 협력 증진을 위한 패널
구성을 제의함. 이에 대해 중국은 자국의 연구로 경험을 공유할 수 있
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말레이시아 대표는 FNCA에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연구로가 대용량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용도에 따라 소형 연구
로가 동남아 개도국에는 더 필요함을 말하였음. 말레이시아 대표는 대용
량 원전이 동남아 등 개도국의 시장 크기를 고려할 때 불필요할 경우가
많으며, 이를 해소하시 위하여 주변국가들이 대형 원전을 공유하는 방
안을 제시. 이와 함께 연구로에 대해서도 주변국가들 간 시설 및 기술/
정보의 공유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
- 일본은 FNCA 활동으로 제시하고 있는 인력양성분야 프로그램의 계속 추
진을 강조하였음
※ 한국은 IAEA와 공동으로 회원국 인력양성 프로그램으로 ANENT
를 운영하고 있으며, FNCA는 자체적으로 유사한 인력양성 프로그
램인 ANTEP을 운영

□ 장관급 회의(MM)
○ 개회 세션
- 일본 내각부 부총리인 Mr. Naoto KAN 씨는 환영사를 통해 기후변화
협약 대응과 에너지수요에의 대응 등을 위하여 일본에서의 원자력의
필요성과 일본의 원자력발전 확대계획 등에 대해 언급하고, 국제적인
핵비확산 노력의 필요성을 언급함. 지난 10년 동안 FNCA를 통한 원
자력의 평화적 이용 분야 협력이 증진됨을 평가하고, 원자력발전 및 안
전 분야의 협력이 추가되어 추진되고 있음을 고려함
○ 회원국 현황 발표
- IAEA 신임 사무총장 Mr. Yukiya AMANO씨는 비디오 메시지를 통해 세
계적인 원전 확대 전망에 대해 언급하고, 일본과 중국, 인도의 고속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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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에 대해 소개. IAEA는 신규원전 도입국에 대한 인프라 구축
지원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방사선기술 활용을 통한 인
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이 중요함을 언급하고 IAEA는 scientific visit
프로그램, technical fellowship 프로그램 등을 통해 회워국을 지원.
IAEA와 한국의 KAERI와 인력양성 프로그램

ANENT의 공동 운영에

대한 MOU를 체결함. IAEA는 원자력 안전, 안보 및 핵비확산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FNCA가 이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줄 것
을 희망함
- 한국 대표(이상목 교과부 과학기술정책실장)는 한국의 현황발표를 통해
FNCA의 지난 10년간의 활동을 평가하고, 한국의 지난 50년간 원자력
개발 경험을 회원국들과 공유하고 회원국들의 원자력개발에 기여할 것
임을 언급함. 이를 위해 한국이 "신규원전 도입국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고 있음을 언급함. 특히 원자력안전과 방사선 및 방사성동
위원소 이용증진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설명하고 회원국과 협력을 증
진하고자 하는 등을 발표함
- 중국은 현재 11기의 원전을 운영 중이며, 추가의 24기(25.4GW) 건설이
정부로부터

승인되었음을

발표함.

자체개발

원전인

Ling

Ao

II(CPR1000)이 2010년 10월에 상업운전에 들어갈 예정이며, 현재의 개
발 추세를 고려하면 2020년까지 40GW가 운전 예정이고, 추가의
18GW가 건설되고 있을 것임을 발표함.
- 인도네시아는 2007년 제정된 법률 27(Act No.27)에 의거하여 중가국가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계획에서는 원전 1호기를 2015-2019년 기간 동안
에 엄격한 안전 확보를 전제로 운전되어야 함이 제시되었다고 발표함.
이를 위하여 IAEA의 NEPIO 프로그램을 통해 인프라 구축 추진 중임
을 발표함
- 일본은 신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2020년까지 1990년 수준의 25%
를 감축), 이를 위하여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계획임을 발표함. 일본
은 지진으로 인해 원전 가동률이 60% 수준으로 낮은 것을 지적하며,
이를 높이는 노력을 추진중이라고 하고, 또한 장기적으로 일본 전력사
들이 10년 이내에 추가의 원전 10기를 가동 개시할 예정임을 발표함
- 말레이시아는 현재 구체적인 원존 도입 계획이 없으며, 2010-2030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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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장기에너지정책에서 고려될 것임을 발표하였으며, 필리핀은 1986년
이후 원전을 운영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며, 원전 도입은 장기적 고려
사항임을 발표하였으며, 최근 한국의 한수원(주)와 MOU를 체결하여
원전도입 등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바 있음을 발표함.
- 베트남은 최근 의회에서 77.48%의 찬성으로 Nihn Thuan 지역에 최초
의 원전 4기(4,000MW)를 2014년에 건설을 시작하여 2020년에 운전하
는 것을 승인하였다고 하고, 이를 위해 master plan 수립과 인력양성
계획 수립 및 입찰 준비를 정부에 요청하였음을 발표함. 방사선의 의
학적 이용과 관련하여 3개소의 PET/cyclotron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고, 하노이 등에 신규 센터 설립을 추진중이라고 발표함
※ 한국의 교육과학기술부는 베트남에 cyclotron 무상공여를 진행중에
있으며, 한국대표와 베트남 대표는 이를 설치할 소재지 등에 대한
양측의 협의를 조속히 진행할 것을 합의함
○ 회원국의 원전 도입 촉진 협력
- SOM 회의에서 발표되고 논의된 원자력이용 촉진을 위해서는 원자력
의 CDM 포함,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 원전 안전, 안보 및 핵비확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발표함.
- 이에 대해 필리핀 대표는 한수원(주)와 타당성 조사시, 화산으로 인한
사고발생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며, 일본에서의 경험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고 발언함. 또한 인도네시아 대표도 지진과 화재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

유사한 예가 일본에 있음(가시와가라 원

전)을 들면서, 필리핀과 마찬가지로 자연재난으로 인한 원전 안전에
대해 필리핀, 일본과 정보교환 등의 협력을 희망함. 그리고 말레이시아
도 지진이 마찬가지의 문제라고 하고,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위해 원자
력이 고려될 수 있으며, 원전 도입을 위해서는 한국, 일본, 중국의 경
험을 공유하는 협력이 필요하다고 발언함. 베트남 대표는 원전 도입과
관련하여 수많은 issues를 가지고 있음을 말하고, 태국 대표는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경험국가와의 협력 필요성을 제기하였으
며, 중국 은 원전 도입시 인프라 구축부터 원전 운영시까지 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을 말하고, 먼저 인력양성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중국
은 원자력훈련 센터(북경 근처 CAEA에 소재) 등의 보유하고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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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이 가능함을 말함. 중국은 50년간의 핵연료주기 산업 경험을 보유
하고 있으며,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에 대해 경험 공유를 할 수 있
을 것임을 말하였으며, 한국도 원전 개발 경험 등을 공유할 것이라고
발언함
- 세션 의장(OSMAN, 방글라데시)은 원전 도입 촉진을 위한 향후 활동
계획이 잘 정리되었으며, 인프라 개발 협력을 위해 연구 패널을 이미
운영하고 있음을 말하고, 차기 인프라 연구패널 회의가 한국에서 개최
될 예정인데 여기서 여러 방안을 논의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함. 또
한 화산 지진 등에 대한 원자력안전 정보 교환이 중요하다고 보며, 원
자력을 CDM에 포함시키는 노력과 관련하여서는 이것이 달성될 경우
common benefit가 있을 것임에 따라 이에 대해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
다고 정리함
○ 방사선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협력
- SOM 회의에서 발표되고 논의된 방사선기술 이용 Bio 비료의 품질 개
선, 농산물 품종 개량(가뭄에 잘 견디는 바나나 등), PET를 이용하는
의학적 이용 등에 대한 협력 지속과 식물성장 촉진 등의 신규 협력 분
야 제시하였고 이와 별도로 새로운 협력분야로서 연구로 이용증진을
위한 협력 증진을 위한 패널 구성을 제의함. 이와 함께 방사선기술 등
의 상업화 촉진과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포럼의 개최 필요성도 제기됨.
-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도 상업화 촉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여러 가지
추진 경험(벤처 캐피탈 조성, 재정지원 등)에 대해 언급하였으며, 인도
네시아는 방사선을 이용하는 재생에너지생산 (바이오에탄올 등)기술
개발을 신규의제로 제안함. 그리고 중국은 연구로 CARR(60MWth)의
운전개시가 내년에 예정되어 있고, FNCA 회원국의 활용이 가능할 것
이라고 하면서 내년에 관련한 워크숍이 개최될 예정임을 고지함.
○ 장관급 회의 결의안 채택
- 회원국들은 FNCA이 향후 활동방향으로서 아래의 9개 항목에 대한 결
의안을 채택하였음. (8번 및 9번항은 2007년 채택된 공동성명서(Joint
Communique)의 이행을 위한 것임.)
1) FNCA가 10년 동안 회원국 및 아시아 지역의 원자력기술 이용 증진
에 기여하였음을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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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자력이용증진에 있어서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쯔나미와 지진
에 대한 안전확보를 위한 협력과 안전/안보 및 핵비확산 분야의 인
력양성이 중요함
3) 현재 진행 중인 FNCA 프로젝트를 우선순위에 따라 조정하되, 최종
수요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도록 함.
4) 방사선기술 활용 확대를 위해 최종 수요자에 대해 정보교환 및 지원
이 필요함
5) 기존 연구로 활용 증진을 위한 회원국간 협력방안을 모색함.
6) 원자력 인프라 구축, 원자력안전 인프라 구축 등과같은 신규 프로젝
트 도출을 위해 노력함
7. FNCA 회원국 주변국 등을 대상으로 회원국 확대 노력함
8) 원전 신규도입국의 원자력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며, 이를 위하여 특
별 패널을 구성하여 운영하며, IAEA와 협력을 모색함
9) 원자력이 CDM에 포함되는 것이 유용하며, 2012년 이후 기후변화협
약 framework 상에 포함되도록 노력함
□ 기 타 (한국수석대표 활동)
○ 중국 대표와 별도 회담 개최
- 중국 수석대표(첸 푸아 CAEA 의장)는 별도의 모임을 가지고 2년 동안
지연되고 있는 한중원자력공동위원회 개최에 대해 논의하고, 먼저 실
무위원회 등의 개최를 위해 양측에서 조속히 협의를 개시하기로 함.
○ 베트남 대표와 환담
- 배트남 대표인 VAEC 위원장과 환담에서 우리나라에서 베트남에 무상
공여 추진 중인 사이클로트론의 설치 장소 등을 조속히 정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빠른 시일 내에 실무협의를 통해 추진할 것임을 합의함.
○ 일본 FNCA 조정관과 환담
- 일본의 FNCA 조정관인 Mr. 마찌와 환담하였으며, Mr. 마찌 씨는 한
국의 높은 원전 가동율에 대해 관심을 크게 보였으며(일본은 60% 수
준이나, 한국은 90% 수준), 최근 요르단에 연구로 입찰에서 우선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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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국으로 선정된 것을 축하함
[관찰 및 평가]
○ FNCA는 성과가 잘 나타나지 않아 일본에서도 지원에 문제제기가 있어
왔음.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는 내각부 부총리가 환영사를 하는 등 정부
차원의 관심도를 높이고 있는 등 원자력수출 등을 위한 포석으로서
FNCA 활용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2009년 3월 개최된 국가조정관 회의에서 한국 대표(허재용 일본 과학
관)는 원자력 인프라 구축 관련 연구패널 제2차 회의 개최를 한국에서
주관하고자 의견을 내었고, 이번 회의에서 승인되었음
- 본 패널의 1차 회의에서는 한수원(주)가 참여하였으며, 한국의 경험을
발표한 것으로 활동결과에서 나타남. FNCA 국가들이 잠재적인 연구
로 수요국가들임을 고려할 때 원자력(연)과 대우건설(원자력(연)과 컨
소시엄을 구성하여 요르단 연구로 수출 추진중)의 본 패널 참여가 중
요하다고 봄
- 한편 연구로 활용 증진을 위한 연구 패널이 구성되면 원자력(연)의 적
극 참여가 필요함
- 방사선기술 협력 증진을 위해 원자력(연)에서 최근 완성한 IAEA 방사
선기술국제협력센터의 활용방안 수립시 FNCA 회원국(모두 IAEA 회
원국임)의 참여가 촉진되도록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
- 특히 아랍 에미리트에의 대형 원전 입찰 참여시 해당국의 원자력 인프
라 구축을 위한 지원방안 수립 경험을 살려, 원전 수요국 또는 연구로
수요가능국을 대상으로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인프라 구축 지원 프로
그램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함.
○ 재정적으로 취약한 동남아 등의 개도국에 원전 및 연구로 수출을 고려
할 때, 주변 수개국이 공동으로 도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방안의
하나로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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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원자력 주요 연구기관과의 양자협력 증진
제1절 기관간 협약 체결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미국, 캐나다, 프랑스, 일본 등 29개 국가 및 3개의
국제기구와 상호 호혜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기관 간 실질적인 협력을 위해
협력약정 체결을 확대함으로써 폭넓은 교류 협력을 펼쳐나가고 있으며, 인력
교류 및 공동연구수행 등 실질적인 협력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2009년도에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태국 원자력연구소(TINT), 세계원자
력대학(WNU), 스위스 PSI, 남아공 iThemba, 미국 GE Hitachi,m 중국 칭화
대 등 2개 국제기구 및 5개국 5개 기관과 7건의 신규 협력약정을 체결하였
다.
국 가 명

기관명

체결일시

IAEA

4.3(금)

WNU

9.10(목)

스위스

PSI

3.23(월)

프랑스

IRSN

7.1(수)

태 국

TINT

8.27(목)

남아공

iThemba

9.18(금)

미 국

GE-Hitachi

11.9(월)

중 국

칭화대

12월

∘

국제기구

∘
∘
∘
∘
∘
∘
∘

협력내용
원연 개발 “웹기반 교육훈련 시스템” 공동
운영
세계원자력대학(WUN) 교육프로그램
공동개발, 자문
열수력시험, 중대사고연구 협력 등
IRSN 제공 “증기폭발 해석코드”의 무상활용
범위 확대
태국 기존 연구로(TRR-1) 콘솔 업그레이드
및 신규 연구로(10MW급) 설계, 건설 협력
68Ge/68Ga 기술 이전, [18F]FLT
자동합성기술 전수
국내 소듐냉각 고속로(SFR) 실증로 건설을
위한 협력
양성자 암치료기 개발, 상업화 추진, 시설
공동 활용

그 결과 2009년 말 현재 3개 국제기구, 30개국(68개 기관)과 95건의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 이를 협력의 형태로 구분하면 협력약정 41건, 부속약정
17건, 양해각서 35건, 합의각서 1건 및 의향서 1건이다. 외국기관과의 협력약
정 체결 실적은 <표 3-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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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외국기관과의 협력약정 체결 실적
지 역

국 가

미 주

미국(11), 캐나다(2), 칠레(1)

비 고

(기관)

3개국, 14개 기관, 18개 협약

러시아(8), 독일(3), 프랑스(3), 영국(1),
체코(2), 폴란드(1), 루마니아(1),
구 주

네덜란드(1), 그리스(1), 스페인(1),

15개국, 28개 기관, 45개 협약

핀란드(1), 우크라이나(1),
슬로베니아(1), 벨지움(1), 스위스(2)
중국(6), 일본(6), 호주(1), 베트남(4),
아 주

인니(1), 필리핀(1), 우즈베크(1),

9개국, 22개 기관, 23개 협약

카자흐스탄(1), 태국(1)
아‧중동

모로코(1), UAE(1), 남아공(2)

3개국, 4개 기관, 4개 협약

국제기구

OECD/NEA, WNU(2), IAEA(2)

3개 국제기구, 5개 협약

합 계

y

3개 국제기구, 5개 협약

y

30개국 68개 기관, 90개 협약

<표 3-1-2> 2009년도 협력약정 체결 실적
연 도

구 분

체결 기관(국가)

비 고
IAEA (ANENT)
스위스 (PSI)
태국 (TINT)
WNU 신규
남아공 (iThemba)
미국 (GE-Hitachi)

실적
( 6건)

신규 체결
( 6건)

6개 기관

y
y
y
y
y
y

실적
(1 건)

개정,
기간연장 등

1개 기관
( 1개국)

y

불란서 IRSN (MC3D) 개정

y
y
y
y
y
y
y
y
y
y
y
y
y
y
y

미국 (LLNL) 신규
미국 (LBNL)신규
미국 (BWXT) 신규
영국 (GAU) 신규
스페인(CIEMAT)부속약정 신규
아제르바이잔 (IRP)신규
IAEA 신규
-----------------------------미국 (MIT) 기간연장
케나다 (AECL) 개정 계획
케나다(UWO) 변경 및 연장
러시아 (OKBM) 기간 연장
러시아 (RIAR) 부속약정
독일 (FZK) 기간연장
불란서 IRSN (KICK
4개기관) 개정
일본(JAEA)실행 부속 약정
OECD/NEA 기간연장

2009년

계획
( 16건)

신규 체결
(7건)
개정
(9건)

16개 기관
(16건)

y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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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 미주지역 국가와의 협약 체결 현황
상대국 기 관 명

약정명

GA/두산

양해각서

유효기간

주

요

분

야

2005.8～2010 고온가스로를 이용한 원자력수소생산 관련 연구개발

서명자
기관장

INL

기술협력약정 2005.6～2010

GenIV, 신형경수로, 가스로, 수소생산, 연구로 이용, 제염기
술, 원자력과학기술 및 기타 협력

기관장

ANL

기술협력약정 2005.8~2010

GenIV, 신형경수로, 가스로, 수소생산, 연구로 이용, 제염기
술, 원자력과학기술 및 기타 협력

기관장

DOE

특허공유약정 2005.3～계속 판상핵연료 사용권 협약

UIUC

양해각서
협력약정

2005.3～2010 발전소, 연구로 및 관련 핵연료기술, 원자력안전 및 환경 등
2002～2010

중대사고연구 프로그램 참여 (USNRC/KAERI-KINS)

기관장
신형단장
열수력안전
연구부장

USNRC
미국
SNL

ORNL

실행약정

2000.10～계속 첨단 인간시스템 인터페이스의 인간요소 검토

미래단장

협력약정

2006.10~2011

합의각서

2006.11~2011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기술개발 및 과학기술협력

기관장

부속약정

2007.8-상동

ORNL 시설 사용에 대한 표준동의서 서명

하나로본부
장

부속약정

2008.11-5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분야 특히 핵비확산 및 핵연료주기 관
핵주기단장
련 분야

(SNS,CNMS,HFIR,SHaRE))
대용량양성자가속기 개발 및 빔 이용연구 협력

사업단장

SWRI

양해각서

2008.2.11-2013 고준위 폐기물 지하저장 문제협력

LOGOS

협력약정

2008.10.24-5년

GE
Hitachi

협력약정

2009.11~
2010.11.30

소듐냉각 고속로 건설을 위한 협력

UWO

기술협력약정

2005～2010

핵연료안전, 냉각재 등, 요도 및 물의 방사분해시 원자로물질
과의 상호작용 등 연구

신형단장

UNB

양해각서

2007-계속

고온원자로 수화학 및 전기화학기술, 원자로 냉각재 계통 부
식생성물 거동, 침식완화 관련 기술 등 연구

기관장

양해각서

1998～계속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협력

기관장

협력약정

2005~ 2008

SMART 경제적 타당성 조사 공동연구 (09/01 현재 진행중)

기관장

심층연소기술, 고온가스로 계통, 고온가스로 입자핵연료 개발
및 응용

본부장
본부장
본부장

카나다

칠 레

CC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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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 구주지역 국가와의 협약 체결 현황
상대국 기 관 명

러시아

독 일

약정명

유효기간

GPI
KI
IPPE
PNPI

기술협력약정
특별약정
특별약정
기술협력약정

1991～계속
1991～계속
1991～계속
1997～계속

RIAR

기술협력약정

2003.6~계속

IBMP

양해각서

2006.12~2011

MISA

양해각서

2007.7~계속

NITI
KfK
(FZK)

양해각서

2008~계속
1986～계속
(2003 연장)

GRS

특별약정
협력약정

2008～2013.12
(2008 연장)

주

요

분

야

서명자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기초과학 및 기술 협력)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협력 (旧: KIAE)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협력
중성자를 이용한 공동실험 수행
신형원자로, 신형핵연료, 핵주기, 동위원소 및 오염해제
및 해체 협력
방사선을 이용한 우주식품 및 우주생명환경지원시스템
개발, IBMP 국내분소 유치 추진 등
RT 연구‧산업분야의 한‧러간 연구협력강화 및 우수 연구
소 분소유치
중대사고와 관련한 전반적 협력
방사성폐기물관리 및 저장, 원자력안정성연구 및 환경영향
연구 협력

기관장
기관장
기관장
기관장

핵 안전연구

기관장

기관장
기관장
기관장
기관장
기관장

2008.4~일방에서 대기 방사능 측정을 위한 추적자 분석기술, 방사능가스모
기관장
해지 통보시까지 니터링, 방사능측정신기술개발 등
열수력, 냉각재상실사고, 사고시핵연료 거동연구, 중대사
기술협력약정
1995～계속
기관장
고, 확률론적 안전평가 연구, 환경생태학, 방사선방호 협력
IRSN
부속약정
2007.10.8-3년 MC3D 소프트웨어 사용
선임본부장
(구 IPSN)
부속약정변경
DITTO
MC3D 소프트웨어 사용 범위 확대
선임본부장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및 이용, 연구용 원자로 운전 및 이
2007～2012
용, 경수로 노심내 중대사고 관리, 원자력시설 해체, 방사
기관장
일반협력약정
(2007.4 연장) 성폐기물관리정책 및 기술, 액체금속로 및 핵융합 연구개
발
부속약정
2005.9～모약정 원자력수소, 고속로, 핵주기, 해수담수, 연구로 등 협력강화
기관장
경수로 노심의 중대사고 관리 (KAERI-KINS-CAE-IRSN)
기관장
부속약정
2003.12～2007
변경 연장 문서 서명 추진 중에 있음
부속약정
1992～계속
분석코드 이용(CATHARE Software)
기관장
1991
PHEBUS 원자로에 의한 핵연료 손상 및 분열생성물 전
기관장
부속약정
～최종실험종료 시 이에 관한 검증시험
프랑스
2008.4~프로젝트종 ERANOS를 이용한 BFS-73-1 & 75-1 극한실험분석
부속약정
선임단장
료시 까지
(한도희)LMR07-01
CEA
부속약정
2008.4~2010.4 SFR:전자 자석 또는 기계적 펌푸 (한도희)LMR07--04
선임단장
부속약정
2008.4~2011.4 Phenix의 수명 실험 (한도희 ) LMR07-05
선임단장
부속약정
2008.4~2010.4 SC-CO2 Brayton 주기 (한도희)LMR07-06
선임단장
부속약정
2008.4~2010.4 LBE 평가 (한도희)LMR07-07
선임단장
부속약정
2006.6～모약정 소듐 냉각로(SFR) 개발연구 협력 (한도희)
선임단장
부속약정
2008.4~2013.4 제염해제 및 폐기물관리 (정운수)D&D/08/01
선임단장
부속약정
2008.4~2011.4 중대사고 IVR 억제 (2003.6건 갱신 ) (백원필)LWR safety 선임단장
부속약정
2008.4~2013.4 연구용원자로 연료 및 재료 (임인철) RR&Fuels 07/01
선임단장
부속약정
2008.4~모약정 연구용원자로 안전 재평가 (임인철) RR&Fuels 07/02
선임단장
고온가스냉각로(VHTR) 개발연구 협력 (2006.5건 갱신)
선임단장
부속약정
2008.4～2013.4
(이원제)
CERCA
양해각서
2005.9～2012 CERCA가 생산하는 판상핵연료 평가 협력 등
기관장
BfS

협력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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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MANCH
기술협력약정
ESTER

2008.4.7~자동

방사화된 흑연등 특수 방사성 폐기물의 처리, 해체 설계
및 해체관련기술개발, 신 개념의 원자로 건설, 원자력시
설의 수명연장 및 폐기물의 최소화, 방사화학, 처분의 방
사선 방호 등

기관장

CNRI

양해각서

1995～계속

건전성 및 핵물질 관련 문제, 원자력 안정성연구, 방사성
폐기물관리, 신형 원자로기술, 원자로물리학연구, 방사성
동위원소 생산, 방사선 응용 협력

기관장

NPI

기술협력약정

2002～계속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정보, 기술 인력교환 및 상호관심사
협력

기관장

폴란드

INP

양해각서

1995～계속

고 LET 방사선원이 조사, 방사선에 의한 DNA 손상 복구연구

기관장

루마니아

INR

양해각서

2006.9～계속

원자력안전, 선진핵연료, 원자로기술개발 및 활용, 동위원소적
용연구개발

기관장

네덜란드

NRG

양해각서

2007.4～계속

연구로 관련 재료 및 연료 방사선장비설계, PIE, HANARO
정보교환 등

기관장

그리스

DEMOK
RITOS

양해각서

2007.4～계속

연구로, 방사성방호, 핵물리, 동위원소 생산, 위험관리, 안전관
리등

기관장

스페인

CIEMAT

양해각서

2007.4～계속

에너지 시스템 분석, 폐기물, 제염해체, 핵주기, 핵자료, 차세
대원자로, 안전등

기관장

핀란드

POSIVA

양해각서

2007.6～2012.6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협력

기관장

우크라이나

IEG

양해각서

2007.10.10-계속

방상성폐기물, 환경영향평가, 고준위폐기물 처분부지선정
기준개발, 핵종이동 등

기관장

슬로베니아

JSI

양해각서

2008~계속

증기폭팔 관련 핵연료 냉각 상호작용 협력

기관장

벨 지 움 SCK-CEN

양해각서

2008~계속

원자로수명연장, MOX연료,방사성기술,폐기물관리,원자로신기
술및연료주기,냉각로 등

기관장

NAGRA

협력약정

PSI

협력약정

체 코

스위스

2008.11~프로젝트 Grimsel Test Site Phase VI 공도참여 고준위폐기물 안전 핵연료주기
종료시
성평가
본부장
2009.1~5년

열수력 및 중대사고 연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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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수력 부장

<표 3-1-5> 아주 지역 국가와의 협약 체결 현황

상대국 기 관 명 약

중 국

일 본

호 주

베트남

인 니

정

명

유효기간

주

요

분

야

서명자

INET

양해각서

1994～계속
(2004.4 변경)

중성자 변형에 의한 crystal silicon 도핑, 연구로 핵연료
개발, 방사선, 동위원소에 대한 첨단재료 및 원자력수소
연구

신형단장

CNNC

협력약정

1995～계속

원자력안전, 원자로 및 연료, 핵물질, 기초연구, 핵융합,
방사성폐기물 관리, 방사선 및 동위원소 연구개발

기관장

YUST

협력협약

2002～계속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협력

기관장

CIAE

양해각서

2004～계속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및 응용에 대한 협력

심양농업
과학기술
창업서비스

양해각서

2006.5～계속

고용창출 프로젝트, 신규시장 개척, 기존 시장 점유율 향상

JAEA

협력약정

2008.9~2013

원자력발전소안전, 방사선방호 및 환경감시, 양성자과학
기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지하처분연구, 핵연료 및
핵 재료 연구개발, 원자로 운전 실험, 등

CRIEPI

양해각서

1995～의향서로
열수력, 소디움 반응, 지진, 고온구조물 및 엔지니어링
연장조치(2005)

KURRI

양해각서

2005.12～계속

RADA

양해각서

2006～계속

CTC
CYRIC

양해각서
양해각서

2006～계속
2008-계속

ANSTO

실행약정

1995～2010
(2005 연장)

UDL
VARANS
AC

양해각서

2006～계속

양해각서

2007-계속

HUS

양해각서

2007-계속

HUT

양해각서

2007-계속

협력약정

1995～계속

부속약정

2003～계속

BATAN

하나로단장
창업보육
센터장
기관장

신형단장

자료, 문헌, 정보 및 인력교환을 통한 NAA & MR 분야 기술
하나로단장
협력
과학기술자 교환, 전문가교환, 합동세미나 및 상호방문,
의료산업기술교환
방사성동위원소 생산개발 및 정보교환, 응용 등
양성자 가속기 응용기술개발 등
방사성의약품,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및 응용, 방사성폐기
물관리, 개량물질 및 기술, 원자력시설의 위험 및 신뢰도
분석, 핵물질 보장조치, 교육 및 훈련

단 장
기관장
사업단장
기관장

과학자료, 연구자료 교환, 실무자 교환, 공동연구 등
기관장
연구로 및 발전로 허가 경험, 원자력안전, 연구로 운전,
기관장
안전평가, 규정검사 및 방사선방호
원자력인력양성, 인력양성프로그램 개발 및 과학교육 공
기관장
동연구
원자력인력 교육훈련, 인력양성프로그램 개발, 과학교육
기관장
공동연구
원자로 및 원자로 계통, 핵연료주기, 원자력 기획 및 에
너지 경제학, 방사성 폐기물관리, 원자력안정성, 환경, 기
기관장
초 과학, 핵의학, 방사성동위원소, 교육/ 훈련에 관한 정
보교류 및 공동프로그램 수립
원자로운전 및 이용의 증진 협력
하나로운영부장

필리핀

PNRI

양해각서

1994～계속

방사성폐기물관리, 원자력안정성연구, 원자로 빔실험, 방
사성동위원소 응용, 연구용 원자로 설계 협력

기관장

우즈벡

INP

기술협력약정

1997～계속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협력

기관장

카자흐스
NNC RK 기술협력약정
탄

2006～계속

태국

TINT

양해각서

2009~계속

원자력분야, 핵융합, 원자력 및 방사선 기술 및 생태학
기술협력
연구로 설계 건설 운영,동위원소 생산 응용, 인력, 차세대
발전신기술 등(연구로 설계, 건설, 운영, 해체 등에 대한
부속서 포함: 본부장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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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
기관장

<표 3-1-6> 아·중동 지역 국가와의 협약 체결 현황

상대국

기관명

약정명

유효기간

모로코

CNESTE
N

협력약정

2001～계속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협정

UAE

ADWEA

협력약정

2004～ 2007

SMART 해수담수화 타당성 연구 (09/01
현재 진행중)

기관장

NESCA

협력약정

2008~계속

원자로,핵연료,폐기물관리,제염해제,원자
력응용, 안전,환경, 인력개발등

기관장

iThemba

양해각서

2009.10~계속

의료용 및 공업용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기술 협력

기관장

남아프리
카

주

요

분

야

서명자
하나로단장

<표 3-1-7> 국제기구와의 협약 체결 현황
상대국

국제
기구

기타기구

기관명

약

정

명

유효기간

OECD/
NEA

2000～2008
(타 기관과
약정(공동연구)
연계 공동연장
중)

주

요

분

야

서명자

원자력발전소 통제, 프로세서 컴퓨터 응
용, 핵연료의 신뢰도 연구개발 HALDEN 미래형핵연료
Reactor Project (우리 연구원은 09.01 원 대과책
장 결재 완료)

IAEA

약정
현재 및 미래 원자로에 대한 원자력안전
(원자력안전연 2007.12.3-2011.12.2
연구 및 공동 개발
구)

본부장

IAEA

기관장

약정

2009.4~합의
하에종결

웹기반 원자력교육훈련 정보자료 교환
원격 교육훈련, 훈련생 및 강사 교환 타
network 와의 협력, 기준 교육 훈련 과
정 개발 등(ANENT)

양해각서

2006.3~계속

WNU에 직원파견, 2007년도 여름학교
개최

기관장

2009.9~5년 이후 원자력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1년씩 자동연장 정보자료 교환, 인력교류

기관장

WNU
양해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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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양국간 원자력공동위원회를 통한 협력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미국, 캐나다,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일본, 칠레, 베트
남, 태국, 카자흐스탄, 호주 및 인도네시아 등 12개국과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정부간 원자력공동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외국의 원자력 관련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09년도 한국원자력연구

원이 양국간 원자력공동위원회를 통하여 기술협력을 추진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한-카자흐 원자력협력협의회

지난 11월 3일(화)부터 11월 4일(수)까지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비즈니스센
터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국의 주제로 「제3차 한-카자흐 원자력협력협
의회」가 개최되었다. 한국 측은 교육과학기술부 강영철 원자력국장을, 카자
흐스탄측은 샤리포브 에너지광물자원부 원자력국장을 수석대표로 양측에서
총 15명이 참가했다.
금번회의에서는 양국 원자력 현황 및 정책을 소개하는 정책의제와 5개의
기술의제가 논의되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형 중소형 원자로인 SMART 개발
및 건설을 위한 협력,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및 응용협력, 카자흐스탄 핵의학
센터 건립지원, 권역별 PET 사이클로트론 센터 건립지원, 원자력법령 및 안
전규제 협력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졌다.
SMART 개발 및 건설을 위한 협력의제 논의 후 양측은 한국원자력연구원
과 국립원자력센터 및 원자력기술파크와 SMART 개발을 위한 양자 협력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SMART에 대한 공동안전연구 및 개발을 수행하는 것
을 환영하였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현재 수행중인 SMART 프로젝트에 카자
흐스탄측이 참여하는 것을 제안하였으며, 카자흐 국립원자력센터는 이에 동
의하였다. 한국원자력연구원과 국립원자력센터는 2009년 말까지 카자흐스탄
전문가들이 SMART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기로 합
의하였다.

한ㆍ카자흐 원자력협력협의회는 지난 2004년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개최

- 76 -

된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금년 3차 회의는 최초로 한국에서 개최되었으며
제4차 차기 회의는 2010년도 하반기에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개최될 예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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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해외 인력교류 확대를 통한 기술협력
제1절 해외과학자 유치 활용

한국원자력연구원 국제협력 담당 부서는 핵심기술 조기 획득 및 연구개발
능력 강화를 목표로 국외과학자 유치, 활용을 위해 사업 신청에서부터 활용
종료까지 총괄 업무를 수행하였다. 외부기관 주관 ‘해외 과학자 초청 지원
사업’을 통해 외국의 저명한 과학자를 연구원으로 장기간 초빙하여 연구업무
를 수행하고 있다.
매년 초빙과학자의 연구결과를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하거나 학술회의에
서 발표하고 있다. 초빙 과학자가 연구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 환경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하고 있다. 아울러 연구원 내의 해외과학자 초
빙 프로그램인 해외전문가 제도를 통해 연간 200여 명 가량의 해외과학자를
단기 초빙하여 기술자문 등 국제 연구업무의 추세를 실제 현장에 반영하는
동시에 원자력 인력 교류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최근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해외과학자 유치‧활용 현황은 다음과 같다.
◦ 브레인풀 사업 (과학단체총연합회, 한국학술진흥재단 주관)
 2008년 8명, 2009년 3명

◦ 해외전문가 유치 (원내 해외과학자 활용 프로그램)
 2008년 208명, 2009년 230명
 지역별 단기 해외전문가 활용 현황

• 구주 지역 : 81명
• 미주 지역 : 75명
• 아주 지역 : 62명
• 아프리카·중동 지역 : 5명
• 국제기구 :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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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2009년도 장기 해외과학자 활용 현황

(그림 4-1-2)

2009년도 단기 해외전문가 활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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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주요 외국인사와의 양자간 협력
2009년에는 외국 주요 인사의 연구원 방문을 통하여 총 40건의 양자간 협
력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외국 원자력 관련 기관과의 향후 협력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연구원 방문 시 주요 시설 방문 등을 통해 우리 원자력기술의
우수성을 알리는 동시에 연구원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도 기여하였다. 2009년
양자간 협력 협의를 위해 연구원을 방문한 주요 외국 인사는 <표 4-1>과 같
다.
<표 4-2-1>

2009년 주요 외국인사와의 양자간 협력

순번

일자

1

1.29(목)

주한페루대사관

Doraliza Marcela LOPEZ BRAVO 대사

2

2.16(월)

IAEA

안준호 IAEA 핵사찰전문가

3

3.17(화)

일본원자력산업회의
Takuya HATTORI 이사장
(JAIF)

4

4.11(토)

인도네시아

5

4.17(금)

아태지역안전조치
As Natio Lasman 인도네시아
협의체(APSA) 회의
원자력안전규제원(BAPETEN) 원장
대표단

6

4.29(수)

몽골 원자력대표단

7

5.1(금)

8

5.11(월)

IAEA

9

5.14(목)

벨기에원자력연구원
Eric van Walle 원장
(SCK-CEN)

10

5.14(목)

대표단명

미국원자력규제위원
회(USNRC)

제3회 IAEA
추가의정서 이행
지역기술협력회의

수석대표

Kusmayanto Kadiman 연구기술부 장관

Prof. Chadraa Baatar 몽골과학원 원장
Dale E. Klein 위원장
Olli Juha Heinonen IAEA Safeguards
사무차장

아시아 태평양 지역 15개 국가의 안전조치
관계자 13명

참가 대표단
11

6.11(목)

캐나다원자력공사
(AECL)

12

6.11(목)

아제르바이잔학술원 Mahmud Kerim oglu Kerimov 학술원장

13

6.16(화)

IAEA

Ian LOVE 제품개발부장

Kaluba Chitumbo 안전규제정보처리국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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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6.22(월)

신규원전도입국을
위한 IAEA 회의

Jehad Haddad 요르단원자력위원회 국장

프로그램 참가단
Maximus Johnity Ongkili 과학기술혁신부

15

6.29(월)

말레이시아

16

8.20(목)

네덜란드
아인트호벤대학

아인트호벤대학 기계공학과 석사과정

17

8.25(화)

미국 메릴랜드대

Ali Mosleh 교수, 신뢰성공학센터장

18

8.27(목)

태국원자력연구소
(TINT)

Saksit TRIDECH 천연자원환경부 국장

19

8.28(금)

IAEA 원자력안전

Sulaiman Shaheen UAE 방사선보호,규제국장

규제과정 참가단

등

20

9.25(금)

IAEA 안전규제

Mohd Firdaus Md Shah 말레이시아

훈련과정 참단

원자력규제국 부국장 등

21

10.5(월)

가나

John Agyekum Kufuor 전 대통령

22

10.8(목)

헝가리과학원

Jóáá과학원장

23

10.9(금)

미국 BINERIC

Buzz Savage 미국 에너지부

대표단

핵연료주기기술개발국 국장

24

10.13(화)

UAE

Mohamed Al Hammadi UAE 원자력공사

원전입찰평가팀

사장

25

10.14(수)

우크라이나

26

10.14(수)

독일 TUV

27

10.20(화)

필리핀전력공사

Froilan A. Tampinco 전력공사 사장

28

10.21(수)

주한외교사절단

Edmundo Sussumu Fujita 주한 브라질 대사

10.30(금)

IAEA
원전건설단계과정

29

참가단
30

11.4(수)

카자흐스탄
원자력조사단

31

11.5(목)

방사선관리
국제심포지움(ISRS
M) 참가 대표단

32

11.9(월)

요르단

장관

Oleksander Tron 에너지효율처 경제정책국
국장

Karmal El din Ali Talha 이집트원자력공사
교수 등
Mazhit Sharipov 에너지광물자원부 원자력국장
Vladimir Lebedev 러시아 Radon R&D 센터장
등
Ned Xoubi 요르단 연구로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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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조사단
33

11.16(월)

34

11.17(화)

35

11.25(수)

36

12.10(목)

국방대학원
외국인장교

미국, 베트남, 몽골 등 영관급 장교 11명

국제과학기술혁신센 Academician Dato' Ir. Lee Yee Cheong
터
아세안 언론인
대표단
말레이시아
정책결정자 과정

위원장
아세안 국가 언론인 28명

말레이시아 정부인사 및 전력공사 간부 13명

대표단
37

12.10(목)

주한 인도대사관

Skand R. Tayal 주한 인도 대사

38

12.14(월)

러시아 원자력청
(ROSATOM)

Shchedrovitsky Petr 부청장

39

12.17(목)

40

12.18(금)

IAEA 기술회의
참가 대표단
베트남 국회의원

Basak IAEA 핵연료주기 전문가 등 5명
Phan Xuan Dung 국회 과학기술환경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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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국제기구 파견자를 통한 정보 입수
원자력 국제협력은 단순한 기술, 인적자원 및 정보의 교류 차원을 넘어
국가경쟁력의 원천이므로 적극적인 국제협력을 통한 원자력 주도권의 확보
가 곧 국가 경쟁력 확보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국제화, 세계화가 진전될
수록 국제사회의 각 분야에 미치는 국제기구의 역할과 영향력이 점점 그 범
위를 넓혀가는 있으며 수준 또한 상당한 전문성을 요하는 방향으로 높아지
고 있다.
이에 연구원은 국제협력 전문성 제고 및 축적을 위하여 IAEA 사무국,
OECD/NEA 및 WNU CFE 파견근무를 통해 국제기구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질을 습득하고 능동적인 국제협력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연구원 및 우리나
라의 원자력 대외 위상제고에 기여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파견자를 통해 원
자력 메카인 국제기구에서 IAEA 및 회원국들의 새로운 원자력 정책수립 및
정책변화 동향 등의 최신 정책정보 및 국제기구 활동을 신속 입수, 보고하며
원자력 정보를 수집·유지·관리하면서 연구원 및 국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
제에 대한 대처을 지원하고 있다.

2009년 6월 기준 국제기구 파견자는 다음과 같다,
○ IAEA 사무국 파견 직원(이정공 책임행정원)
- 10월부터는 류호진 선임연구원 교체 파견
○ OECD/NEA 파견 직원 (이태준 박사)
○ WNU WNU 파견 직원 (교과부 엄재식 과장)
※ 특히 WNU 파견자는 2010년 5월-6월중 4주간 WNU School on
radioisotopes (RI School) 행사 연구원 유치 지원에 기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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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원자력선진국으로 인정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상을 더욱 강화
하고, 우리 원자력기술의 해외진출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에 대한 기
여를 확대하고 적극적인 협력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주요 원자력 선·후진국과의 원자력협력 공동위원회를 통하여 제3국
에 대한 공동 수출을 위해 협력하는 한편, 원자력 선진국의 우수 연구기관들
과 공동연구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하여 선진 원자력기술의 연구개발
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신규로 원자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국가
들을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여 양국의 우수 연구인력 간에 기술정보 및 인
력 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협력기반 조성 과제를 지속적이고 집중적으로 추
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원자력 국제협력 활동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우리 연구원이 국제기구와의 협력, 양국간
및 기관간 협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향 정립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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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양식

수행기관보고서번호 위탁기관보고서번호

표준보고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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