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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 제 목

.  (RCA)     

II. 연구개발의 목적 및 중요성

한국 정부가 유치한 RCA사무국은 국제기구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서는 국제법적 지위 획득이 필수적이다. 여기에는 RCA협정에 사무국 설치 근

거 명시와 국제기구로서 사무국의 발전 전략의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RCA사무국을 국내에 유치한 이후 사무국과 한국정부 및 회원국들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치 외교적인 유 • 무형의 여러 장벽에 직면해 국제

기구화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RCA사무국의 국제법적 지위 획득과 국제기구화는 RCA 사무국의 안정적인

과 운영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필수 요소로 되고 있으며 아태 지역에서 국

가 위상 제고와 원자력기술 협력 기반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RCA사무국의 국제기구화를 실현하고, 사무국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금까지의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III.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아 • 태 원자력협정(RCA)사무국 국제기구화 추진방안과 전략 수립을 위하여 

1) RCA사무국의 국제기구화를 실현하고, 사무국의 장기 발전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금까지의 추진과정 분석과 성과를 점검하고, 

2) 국제기구화 추진을 위한 중장기 추진방안과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

3) 한국정부의 RCA 협정 개정(안) 마련 및 RCA 협정 개정 절차,

4) 국제기구화 추진 방안 및 추진 전략 분석 등에 대해서 분석

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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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주요 연구결과 및 건의사항

과학기술이 경제와 안보, 산업 등 현대 사회를 주도하게 됨에 따라 과학기술의 

국제협력과 외교의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회원국

의 원자력 이용 진흥과 안전 등에 대해 기술협력 프로젝트를 통하여 지원을 해

오고 있다. 1972년에 발효된 아시아/태평양 원자력 지역 협력 협정은 지역 회

원국 발전에 기여해오고 있으며 지역내의 사회적 이슈 해결과 경제성장에 많

은 기여를 또한 성공적으로 해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정부는 원자력분야의 최초 국제기구 유치 활동으로 RCA사무국 유치를 

결정하여 운영을 지원해오고 있다. 2002년 설립된 RCA사무국은 한국정부의 

적극 지원과 회원국의 협력과 지원을 통하여 주어진 임무와 활동을 강화해

오고 있으며 그 성과는 성공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RCA는 타지역 지역 

협정의 성공적인 모델로서 또한 평가되고 있다. 반면 사무국의 국제법적 지

위는 아직 완전하게 확보되지 않아 주어진 임무와 활동의 수행과 사무국 발

전에 제약이 되고 있다. 따라서 RCA사무국의 국제기구화를 통하여 아태지역

의 원자력 협력 기반조성과 강화는 우리나라의 아태지역에의 원자력 협력과 

기술수출의 전략적인 역할의 수행이 가능하다.

본 연구는 아 • 태 원자력협정(RCA)사무국 국제기구화 추진방안과 전략 수

립을 위한 연구로써 지금까지의 추진과정 분석과 성과를 점검하고, RCA사무

국발전TFT를 운영하여, 국제기구화 추진을 위한 중장기 추진방안과 체계적

인 전략을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사무국의 신규 사업 발굴과 주요 과제의 

발굴, 협정개정 추진 방향을 분석하였다. 

 

RCA사무국의 국제법적 지위 확보는 협정개정이 필수적이며, 정부, IAEA, 

회원국의 지지와 합의가 전제로 되고 있다. IAEA와 회원국의 협력과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차별화 전략과 사무국의 기능과 역량이 강화되어야 하며 정

부의 지원이 대폭 확대가 불가피하다. 또한 협정개정은 사무국이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 따라서 외교부의 외교적 지원과 법적 지원이 필요다. 미래

부와 기획재정부는 사무국의 역할과 활동 강화를 지원하고 필요한 재원 확

대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RCA협정 개정과 국제기구화 추진, 회원국의 새로운 수요 충족과 사무국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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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및 활동 강화에 예산과 인력 증가는 필수적이다. RCA사무국의 조직과 인

력은 2003년 채택한 사무국 working paper를 기초로 하되 정규직 인력은 회

원국 전문가 채용을 포함하여 현재 4명에서 중기적으로 8~13명 수준으로 확

대가 필요하며 사업비는 IAEA/RCA의 사업 수준 년간 150~200만US$ 수준

으로 확대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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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I. Project Title

The Study on Implementation Direction and Strategies for Raising of the 

Status of the RCA Regional Office as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II.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The Korean Government hosted RCARO and is operating since 2002. And  

There are many kinds of political and diplomatic obstacles despite of the 

Korean Government’s efforts to raise the legal status of RCARO as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In order to secure legal status of RCARO as an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and its sustainable promotion and operation, it is essencial 

to review the discussion  and decisions in RCA’s policy and relevant 

meetings and to establish future implementing directions and strategies 

for securing an international legal status of RCARO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review current status of RCA Regional 

Office and expecting changes of IAEA/RCA programme, and establish 

the implementing directions and strategies for securing of the status of 

the RCA Regional Office(RCARO) as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III. Contents and Scope of the Study

The contents and scope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Analysis of major politic and diplomatic obstacles and decisions 

adopted in RCA policy meetings and implemented actions by the 

Korean Government and RCARO in the past for securing an 

international legal status of RCARO. 

 Preparation of revision draft of RCA Agreement for securing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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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legal status of RCARO. 

   - analysis of ratification of revised RCA agreement of RCA 

member countries including congressional ratification and 

political process 

   - case study of hosting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Korea, Korean 

statu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ase study of Korean ODA project in field of nuclear energy and its 

potential for facilitating them for RCARO activity

 The establishment of implementation directions and strategies for 

raising of the status of RCARO as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IV. Major Research Results and Recommendations 

As science and technology leads modern social progress international 

communities including economic, industrial growth and security, 

international and diplomatic cooper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becomes 

utmost important. 

IAEA has been supporting the promotion of safety and use of nuclear 

energy for the IAEA Member States through the technical cooperative 

program and regional cooperative projects.

The RCA, one of the regional cooperative agreements under auspice of 

IAEA, was established in 1972, has been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the Member States as well as solution of social issues and economic 

growth in the region and has been evaluated as the successful model of the 

regional cooperation.  

Korean Government decided the hosting of RCA Regional Office 

(RCARO) as a part of hosting effort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 and the 

first case in field of nuclear energy and is supporting its operation. 

Since established in 2002, RCARO has been strengthening the its mission 

and activities given by RCA through the active support of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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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 and RCA Member States and its role and achievements were 

evaluated successfully. On the other hand, international legal status of 

RCARO was not secured due to absence of mandatory clause, that is, 

establishing legal base of regional office, in the agreement of the RCA 

and it has been become as major obstacles in implementation of mission 

and activities and progress and growth of RCARO. The securement of 

international legal status of RCARO becomes a key factor in the 

establishing and strengthening of nuclear cooperation basis in the 

Asia-Pacific Region as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 

The revision of 1987 RCA agreement is essentially necessary to secure 

international legal status of RCARO as the first step and could be 

facilitated with prerequisite of consensus and support of RCA Member 

States and IAEA, which require the strengthening of role and capacities 

of RCARO and more active and expanded support of Korean 

Governments with differentiated strategies. 

RCARO could not take the leading role in revision of RCA agreement by 

itself.  It needs the concerted supports from relevant Korean Governments 

such as legal, political,  financial supports and diplomatic actions.

The securement of international legal status should be supported through 

the relevant activities such as facilitating revision of the agreement, 

meeting the demand of RCA member states and capacity building and 

upgrade of RCARO. For this the expansion of manpower and budget of 

RCARO are indispensable with innovative operation of independent 

international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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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과학기술이 경제와 안보, 산업 등 현대 사회를 주도하게 됨에 따라 과학기술의 국

제협력과 외교의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의 교류가 세계적으로 보

편화됨에 따라 과학기술의 국제화도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 예로 이와 관련하

여 영국한림원은 과학기술외교의 개념을 설정하는 연구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으

며, 이 보고서에서 외교 사안에서 과학기술의 역할, 과학기술의 외교는 국가의 대

외정책목표 달성과 관계증진에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과학기술외교는 국가 이

익 추구, 국가 혁신 역량 강화, 소프트파워와 공공외교의 수단(예를 들면 과학기술 

ODA) 패러다임의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 

원자력은 과학기술의 한 분야로서 원자력발전을 통한 에너지 문제 해결 및 온실가

스 방출 감소와 회피를 통한 환경문제 해결과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의 이용 밍 

응용을 통한 의료 증진 및 복지 증진, 신과학산업의 육성과 촉진 등 원자력은 이제 

성숙된 산업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원자력기술과 산업은 국가발전의 성장 동력으로서 국제적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대외정책 수행과 관계 증진, 산업과 기술의 수출 등 원자력 협력과 원자력

외교의 필요성 중요성은 더해가고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국제원자력기구(IAEA)

는 회원국의 원자력 이용 진흥과 안전 등에 대해 기술협력 프로젝트를 통하여 지원

을 해오고 있다. 

또한 국제원자력기구의 기술협력 프로그램은 지역회원국간 협력 프로그램의 개발과 

프로젝트를 지원해오고 있다. 여기에는 아시아태평양지역,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동유럽지역의 4개지역이 있으며 정기적으로 IAEA에서 프로젝트 수행관련 협의와 

결과 평가가 수행되고 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우 1972년에 발효된 아시아/태평양 원자력 지역 협력 협

정 (RCA : Regional Cooperative Agreement for Research, Development and 

Training Related on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for Asia and the Pacific)

을 통하여 동 지역내에서의 회원국간 협력으로 프로젝트 수행을 해오고 있다. 이와 

같은 지역 협력 프로젝트는 원자력을 통한 지역 회원국 발전에 기여해오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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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내의 사회적 이슈와 경제성장에 많은 기여를 또한 성공적으로 해온 것으로 평

가되고 있다.

반면 아태지역의 지역프로젝트 수행에서 IAEA의 지역에서의 회원국의 증가와 프로

젝트의 수요 증가가 지속되고 있다. 반면 지역 협력프로젝트에 대한 재원은 감소를 

하고 있다. 이에따라 지역 협력프로젝트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회원국의 참여

주도의 중요성이 제기되었으며 협력프로젝트의 기획과 선정, 재원조달, 회원국간 

협력 증진 등을 위한 사무국의 설립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결과 회원국들의 노력과 

지원을 통하여 한국정부는 RCA사무국을 유치하여 2002년 부터 운영을 해오고 있

다. 

RCA사무국은 설립 이후 한국정부의 적극 지원과 회원국의 협력과 지원을 통하여 

주어진 임무와 활동을 강화해오고 있으며 그 성과는 성공적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타지역 지역 협정의 성공적인 모델로서 또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RCA사무국

의 역할과 활동 강화와 지속적인 발전 또한 요구하고 있다. 반면 RCA사무국이 설

립 운영여한 지 이제 10여년이 지났다. 초창기의 임시적 운영과 이후 운영체제의  

정식 출범, 주도사업의 수행과 주어진 RCA 사무국 임무수행에서 또한 많은 변화도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RCA사무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 그리고 무엇보다도 RCA사무국이 국

제기구로서 활동과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RCA사무국 역량강화와 법적 지위 확보가 

필수적으로 되고 있다.  

국제기구의 국내 유치 사례는 녹색성장펀드(GCF)와 녹색성장연구소(GGGI), 서울대

의 백신연구소, 그리고 비교적 소규모의 정부 및 지자체가 지원하는 국제기구가 있

다. 원자력 분야의 경우 국제회의를 유지하고 있으나 국제기구 추진 사례는 RCA사

무국이 처음이다. 그러나 RCA사무국은 RCA총회에서 국제기구로서 성격을 부여하

는 결의안이 있으나 국제법적 지위를 부여하기에는 아직은 미흡한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한국 정부가 유치한 RCA 사무국의 국제법적 지위 획득을 위해서는 RCA 협정개정

과 국제기구화가 필수적이다. 그동안 RCA 사무국과 회원국들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

하고 정치 외교적인 유무형의 여러 장벽에 직면해 국제기구화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

는 실정이다. 이는 RCA사무국의 국제법적 지위 획득과 국제기구화는 아태 지역에서 

국가 위상 제고와 원자력기술 협력 기반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며 RCA 사무국

의 안정적인과 운영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필수 요소로 되고 있다. 따라서 R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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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의 국제기구화를 실현하고, 사무국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금까지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

하다.

본 연구에서는 아 태 원자력협정(RCA)사무국 국제기구화 추진방안과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로써 RCA사무국의 국제기구화를 실현하고, 사무국의 장기 발전과 안정적

인 운영을 위해, 지금까지의 추진과정 분석과 성과를 점검하고, 국제기구화 추진을  

위한 중장기 추진방안과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고자 한다. 

제 2절  연구 범위와 주요 내용

본 연구에서 수행하는 연구 범위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 범위와 주요 내용, 그리고 연구 활용 및 

기대 효과를 기술하였다.

제2장에서는 RCA 사무국 설립과 발전과정, RCA 협정 주요 내용과 개정 요소, RCA 

사무국의 국제기구화(국제법 지위 확보 – 협정 개정) 관련 주요 활동의 분석도 수

행하였다. 향후 한국정부와 RCA사무국이 추진할 RCA사무국의 국제법적 지위 확보

를 위하여 협정개정은 필수적이다. 이와 관련한 RCA 협정 개정(안)과 사무국의 

역할과 활동 방향 분석, RCA 협정 개정 관련 회원국의 정치외교적 입장 및 장애 

요인 분석을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RCA 사무국의 국제기구화 추진 방안 작성 및 전략 수립하였으며 여기

에서는 국제기구의 정의와 국제기구의 국내 유치 사례, 유치효과 등을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정부의 ODA 사업 추진 현황과 원자력 분야 사례를 분석하였다. 또한  

UNDP사업 수행 사례 분석과 RCA사무국 활동과 원자력분야 ODA 사업과의 연계 및 

ODA 전문기구화 방안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앞서의 연구와 분석 결

과를 토대로  RCA 사무국 비전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수행은 아래 그림과 같이 RCA 사무국의 설립과 운영에서 참여한 국내와 

전문가를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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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A사무국 발전 TFT

그리고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RCA사무국 발전 TFT를 구성 운영하여 주요 과제를 

발굴하여 정부에 보고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RCA사무국 발전 TFT 추진 배경 및 필요성

ㅇ RCA 사무국은 한국정부가 유치하여 2002년 설립함. 

   - 국제원자력기구와 회원국은 RCA 사무국이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그 역할과 사업 확대를 권고함. 

ㅇ 반면 RCA 사무국은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안전한 국제법적 지위, 부족한 

재원 및 인력으로 인한 지속가능한 발전에 한계에 있음.

   - 아테지역에서의 국제 원자력협력 리더십 강화, 원자력방사선 이용 분야 사업 확충 등

을 통한 RCA 사무국의 인프라 구축 등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 도출 필요

ㅇ 제35차 RCA 사무국 운영위원회(2013.12.26.)에서 국제원자력협력 리더쉽 강화, 

사무국 사업 확대를 위한 예산, 인력 확충 등 사무국 발전 방향 방안 강구를 권

고함.

2) RCA사무국 발전 TFT 추진 내용

 RCA 사무국의 중장기 발전 방향 수립

  ㅇ 회원국과의 신규 협력 사업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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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RCA 사무국의 역할 강화 방안 

  ㅇ RCA 사무국의 법적 지위 확보 방안 

  ㅇ 사무국의 국제기구화 추진 방안 및 체제 구축 

 TFT 구성

  ㅇ 미래부 우주원자력협력과장(팀장) 및 IAEA/RCA 등 국제협력 전문가 등 10명 

3) RCA사무국 발전 TFT 운영 

ㅇ 1차 착수 회의 

    - 시간 및 장소 : ‘04년 1월16일(목), 원자력연구원 아토피아관

    - 개최 내용 : RCA 사무국 발전 방향 토의 

 ㅇ 2차 제주 웍숍

    - 시간 : 2014년 2월 13일(목) - 14일(금)

    - 장소 : 제주 KAL 호텔

    - 개최 내용 : 사무국의 중장기 발전 방안 

      *  RCA 사무국의 국제기구화 추진 등

  ㅇ 3차 RCA 협정 개정 준비 전문가 자문 회의

    - 시간 : 2014년 3월 7일(금)

    - 장소 : 원자력연구원 아토피아관

    - 개최 내용 : RCA 협정 개정 시안 검토

  ㅇ 4차 RCA 전문가 자문 회의

    - 시간 : 2014년 3월 18일(화)

    - 장소 : RCA 사무국 국제회의실

    - 개최 내용 : IAEA/RCA 기술 협력과  자발적 기여금 (Extra- Bu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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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ibution)을 통한 사무국 지원 방안

       * 초청 전문가 : 주오스트리아한국대사관/국제기구대표부 이문기 공사) 

  ㅇ 5차 회의(브레인스토밍) 개최 

    - 시간 : 2014년 5월 15일(목)-16(금)

    - 장소 : 전북진안 홍삼호텔 

    - 주제 : 사무국의 국제기구화 추진 방안 및 체제 구축 

4) RCA사무국 발전 TFT 주요 제안 내용 

□ 한국 정부 EB 활용 사업

○ 사무국의 IAEA/RCA과제에 대한 PMO역할 추진 

   - 2013년부터 매년 28만불(3억)을 기여할 계획으로, 해당 예산을 활용한 RCA 

사업추진 시 사무국의 역할이 연계 추진

   - 필요시 PMO 역할을 위해 사무국 직원의 IAEA 파견 고려

○ 원자력관련 기관들의 EBP재원 확대 및 RCA사업에 활용

    예) KAERI '14. 9만불, KIRAMS 50만불 등

□ RCA 장관급 회의 개최 추진

○ 협정 개정 및 국제법적 지위 확보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FNCA와 같이 장관급 

회의 주최 필요  

□ 사무국의 국내 법인화 등 독립적 운영 검토

○ 현재 KAERI 내에 소속된 지원 시스템으로는 국제기구화 활동을 위한 인력과 

조직 운영, 사업 추진 등에 한계가 있음 

   - 사무국의 조직 진단을 고려하고, 국내 법인격 취득을 통한 독립적 운영 여부

를 검토 필요 

○ 사무국 인력의 안정화와 전문성 강화 

    - 담당관들의 잦은 교체와 계약직 직원으로 조직의 불안정성 증가

     → 정규직 직원 채용 등 조직 안정성 담보방안 강구

○ RCA사무국의 인력 국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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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 전문가 채용 : 중국, 일본 전문가, senior 및 deputy director 채용 검토 

등

□ IAEA TC 사업전략 수립과정 적극 참여 및 과제 발굴

○ RCA 전문성 강화

 - IAEA TC 협력 사업, RCA 협정 및 운영 규정, 프로젝트 종류별 용어 정리 및 

내용 숙지 필요

 - RCA 중장기 전략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에 맞는 신규 과제 발굴 (4대 사

업 : 보건, 농업,   산업, 환경)

    · Radiation navigation (분실장비 추적프로그램) 등 RCA 회원국의 사회경제적 영향

이 큰 신규 사업 아이템 발굴 등

□ RCA사무국 외연 확대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 RCA 사무국 발전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강화

○ 기존 RCA 사무국 근무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 국내 관련기관들(KAERI, KIRAMS, KINS등), 학회 및 산업체들과 RCA 사무국 활동

지원단(협의회) 구성 및 운영

○ 국제기구 관련 법, 국내 유치 관련 전문가 네트웍 

□ RCA사무국 주도 사업 발굴 및 추진

○ RCA R&D 프로그램 발굴 및 지원 

    - 예) RCARO-CRP (TO는 참여 회원국에서 선정)

    * IAEA TC의 CRP(Coordinated Research Project)와 유사하나, 현재 추진되고 있지 

않음  

○ 한국의 강점이 있는 기술 분야를 RCA 회원국에 이전하는 센터 역할을 RCA 사

무국이 수행

○ RCA 전문가(한국 전문가 중심) 회원국 파견 지원 및 RCA working group 운

영 지원 

○ RCA회원국의 정책결정 고위직의 교육훈련과정 및 RCA RT School 운영, 

RCA workshop/forum 개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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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CARO의 국내외 성과 도출 및 홍보 강화 

○ RCA 사무국의 역할 확대와 기능 강화 등 발전을 위해서는 국내외적으로 활

동 성과 발굴 및 홍보 필요

□ RCA 협정개정 추진 분위기 조성 및 기반 강화

○ RCA 협정 개정 Working Group 운영 관련 대응 전략 필요

    - ‘14. 4월 뉴질랜드에서 개최되는 국가대표자회의에서 구성될 협정 개정 WG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우호적인 NRs 참여 유도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 필요 

    - SAC 멤버 중심으로 2-3일간 심도 있는 논의 및 검토 유도 

    - IAEA의 WG 운영 지원이 어려울 경우 사무국 지원검토 

○ FNCA회의에 참가하는 국가대표자 등에 대한 협정 개정 필요성 홍보와 지지 확보 

활동 강화 등

○ 국제기구 관련 국내외 전문가 활용을 통한 협정 개정 초안 검토와 협정개정 추

진 전략, 국내외 전문가 지원 활용 방안 등 종합적인 전략 수립

    - 국제기구 관련 법, 국제기구 유치 전문가 적극 활용 및 국가대표자회의에 업

저버로 참석하는 방안 지원 등

5) 향후 조치 권고 사항

○ 2014년 5월 개최될 RCA사무국 운영위원회에 보고.

○ 상기 제안된 사항을 중심으로 우선 수위와 기대 효과를 검토하고, 추진 계획 및 

재원 조달 방안 등을 고려하여 추진.

○ 실현 가능한 제안은 우선 실시하고, 중장기적인 지원과 투자가 요구되는 제안은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

○ 2014년 3월말 개최될 RCA국가대표자회의에서 논의될 RCA협정 개정 문안은 

전문가의 자문과 회원국의 동향을 고려하여 활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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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 활용 및 기대 효과

본 연구에서 수행된 결과는 RCA사무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RCA 

사무국의 역할 확대와 활동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 향후 한국정부의 RCA사무국 발전 정책 수립과 지원에 기본자료로서 활용

   - RCA사무국의 장기발전 계획 마련

   - RCA사무국의 역량 강화 투자 계획 수립

   - IAEA 및  RCA회원국과 협력 증진 전략 수립

   - RCA 협정개정안 준비와 국제법적 지위 확보 추진 

○ 협정 개정에 성공할 경우 국내법과 국제법을 연계한 국제기구화 추진전략 수립

○ RCA사업과 사무국 활동의 국내 홍보 및 지원 체제 수립 및 지원  

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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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RCA 사무국의 국제기구화 사업성과 평가

제 1 절 RCA 사무국 설립과 발전

1.1. IAEA 기술협력사업

IAEA 기술협력 사업은 회원국 간 협력을 통하여 원자력관련 기술의 이전, 연구개발 

및 원자력에너지의 이용 및 응용을 촉진하여 회원국의 건강과 복지를 향상하기 위

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원자력 기술협력 사업은 IAEA가 주로 회원국의 기술능력 향

상을 위해 실시하는 개도국 지원 사업으로 원자력에너지, 원자력 응용, 원자력 안

전 및 안전조치활동과 함께 IAEA 주요사업 중 하나이다. 기술협력사업의 목적은 각 

회원국이 원자력 기술 및 이용개발을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촉진하는 것이다. 주

요 활동 및 기능으로는 ① 원자력기술 전문가 자문 지원(Expert Mission), ② 과학

자 방문(Scientific Visit), 훈련생 파견(Fellowship), 훈련 과정 개최, 그리고 ③ 원자

력 장비 및 시설 지원 등이 있다.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은 회원국의 정규분담금과 

회원국이 자발적으로 기여하는 자금으로 구성된다. 사업 시작 2년 전부터 사업기획

을 시작하는데 우선 회원국이 원하는 사업을 공모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IAEA내부와 외부회원국 전문가의 자문을 득한 후 정

하게 된다. IAEA의 기술협력 사업은 아래와 같다.  

가. 국가사업(National Project)

국가사업은 회원국이 자국의 기술능력을 높이기 위해 IAEA 측에 사업추진 계획을 

제출하고 IAEA는 동사업계획을  평가한 후 이사회의 승인을 거친 후 시행된다. 주

로 전문가 자문, 과학자 방문 및 훈련생 파견 등으로 시행되며 사업코드는 국가명 

대외약칭과 TC사업분야 코드가 병기된다. 

나. 지역 내 기술협력사업(Regional Project)

지역의 몇 개 회원국들이 필요할 경우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IAEA 또는 회

원국그룹이 제안한 사업과 지역협력협정 내에서 협력하는 사업이 있다. 현재 IAEA 

지역협력기구로는 RCA1), ARCAL2), AFRA3), ARASIA4)의 4개 기구가 운영되고 있

1) The Regional Cooperative Agreement for Research, Development and Training Related to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in Asia and Pacific Region

2) The Regional Cooperative Agreement for Promotion of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in Latin 

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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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이들 지역협정은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개발, 운영 수행하는 등의 나름

대로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① 아태지역협력협정(RCA : Regional Co-operative Agreement)

    아 태지역에서의 원자력과학기술과 관련된 연구, 개발 및 훈련을 위한 지역협력

협정이다. 이 협정은 1972년에 발효되었으며 2014년 5월 현재 회원국은 총 20개

국으로서 호주, 방글라데시,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몽

골, 미얀마, 뉴질랜드, 파키스탄, 필리핀, 싱가포르, 스리랑카, 태국, 베트남, 네팔, 

캄보디아, 팔라우이다. 

②아프리카지역협력협정 (AFRA : AfricanRegional Cooperative Agreement)

아프리카 지역회원국들의 협력 확대 증진을 위해 1990년에 발효되었으며 회원국은 

총 33개국으로서 알제리, 앙골라, 베냉,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카메룬, 중앙아프

리카 공화국, 코트디부아르, 차드, 콩고, 이집트,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가봉, 가

나, 케냐, 리비아, 마다가스카르, 말리, 모리셔스, 모로코, 나미비아, 니제르, 나이

지리아, 세네갈, 시에라리온, 남아프리카 공화국, 수단, 탄자니아, 튀니지, 우간다, 

잠비아, 짐바브웨이다.

 ③ 라틴아메리카지역협력협정 (ARCAL : Regional Cooperative Agreement for 

the Advancement of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라틴아메리카에서의 원자력과학기술의 증진을 위한 지역 협력협정으로서 이 협정은 

1984년에 발효되었다. 회원국은 총 17개국이며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쿠바,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멕시코, 니카라과, 

파라과이, 페루, 도미니크 공화국, 우루과이, 베네수엘라이다.

 ④ 아랍지역협력협정 (ARASIA : Agreement for Arab States in Asia for Research)

아랍국가에서의 원자력과학기술과 관련된 연구, 개발 및 훈련을       위한 지역협

력협정으로 2002년에 발효되었다. 회원국은 총 7개국이며 이라크, 요르단, 레바논, 

3) The African Regional Cooperative Agreement for Research, Development and Training Related 

to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4) Regional Co-operative Agreement for Arab States in Asia for Research, Development and 

Training Related to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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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아랍에미레이트연방, 예멘이다.

다. 지역간 기술협력사업(Inter-regional Project)

다른 지역의 몇 개 회원국들의 공통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충

박멸, 농업적이용 등의 분야에 지원된다.

라. IAEA 기술협력 관련 자발적 기여금

자발적기여금은 회원국으로부터의 기여, 국제기구, 정부와의 자금공유의 형태로 재

원이 조달 된다. 2012년의 경우 총 1,100만 유로 중 440만유로가 미국의 

PUI(Peaceful Uses Initiative: 미국이 일본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자력 안전과 핵물

질 보안 등의 분야에 특별기여금, 미국과 일본, 한국 등이 참여하고 있음) 기여금이

다. 우리나라의 2012년 자발적 기여금의 규모는 408,052유로로 미국, EC, 일본에 

이어 4번째 규모이다.  

<2012 기술협력에 자발적기여금 국가별 기여, 단위:유로 >   

한국은 매년 IAEA 기술협력사업에 자발적 기여금을 납부하였고 대부분 특정 프로

젝트를 지정하지 않고 일정액을 납부해 왔다. 매년 5만불 정도의 기여금을 계속 납

부 해왔으며 2013년에는 원자력발전 도입국 지원과 기술수출 확대를 위하여 25만

불을 IAEA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구상(PUI : Peaceful Uses Initiative)로 납부 하였

다. 통상 자발적 기여금은 특정프로젝트를 지정하여 납부하지만 우리나라는 기여금

의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계속 축적하여 왔고 2011년 8월 IAEA 암치료 실행계획

(PACT)지원을 위해 20만 불을 지원 한 바 있다.  

선진국은 세계 경제의 침체로 기술협력사업에 대한 부담금 납부 실적이 부진하고 

IAEA회원국의 증가와 함께 기술협력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미국과 일본은 정부차원에서 많은 예산을 기술협력사업 자발적 기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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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납부하면서 IAEA에서의 위상과 회원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 하고 있다. 우리

나라도 2009년부터 기술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하면서 보다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즉 기술공여를 통해 원자력관련 우호국을 확대하여 원자력의 해

외진출기반을 마련하기위해 주위환경을 살펴보고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계획수립과 시행이 필요하다.  선진국들은 자국의 선진기술을 IAEA를 통하여 홍보 

및 수출환경을 조성하고 있어 우리도 원자력의 응용과학분야의 국제적 동향을 파악

하여 우리의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대처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일본의 후쿠시마 

사고 이후 전 세계적으로 원전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이 악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인

류의 복지 향상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원자력의 비 발전분야의 이용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1.2. RCA 설치와 운영

원자력 과학과 기술의 연구개발 및 훈련을 위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협력 협정 (아태지역협력협

정, RCA : Regional Cooperative Agreement for Research, Development and Training 

related to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for Asia and the Pacific)은 명칭그대로 아태

지역의 원자력 과학과 기술의 연구, 개발 및 훈련을 위해 IAEA가 지원 아래 1972년에 설립된 

지역내 정부간 협력협정(2014년, 20개 회원국)이다. 

RCA 전신은 1963년에 추진된 인도-필리핀-IAEA 사업인 IPA (India- Philippines- 

Agency Project)로 1MW급 필리핀 연구용원자로에 설치된 중성자 회절기를 인디아

가 공급하는 것과 이 회절기를 아 태지역 국가의 과학자 및 기술자들을 훈련하는데 

사용하는 것으로  첫 협력 프로그램은 5년간(1964-1969) IPA 협정으로 설립되어 

1964년 6월 11일 발효되었다.  이 협력사업은 매우 유용한 것으로 나타나 IPA를 5

년간 연장키로 하였으며 지역협력에 대한 협의가 1970년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동

남아시아, 태평양, 극동에서의 새로운 지역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회의가 개최되었

다. 회원국과 IAEA간의 모든 협의는 연구 및 동위원소부(현재 원자력과학응용부 )

에서 조정하였다. 공식적인 기탁으로 1972년 6월 12일 RCA가 발효되었다. 당초 

RCA 회원국은 10개국이었다. 한국은 이 협정에 1974년에 가입하였다. IAEA는  

1985년까지는 RCA를 연구 및 동위원소부에서 관리하다가 1985년부터는 기술협력

부에서 관리하고 있다.  

참고로 IAEA 지원하의 지역협정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아태지역협력협정, 그리고 

이를 모델로 설치한 ARCAL(남미권), AFRA(아프리카), ARASIA(중동권)이 있으며 

ARASIA는 아태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중동지역의 IAEA 회원국들로 별도의 협정을 설립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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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태지역협력협정의 주요 연혁은  표 2-1 과  같다. 

현재의 아태지역원자력협력협정은 1987년 개정된 것으로 주요 내용을 으로는 참여국 의무(제1

조), 국가대표자회의 권한 등(제2조), 협력사업(프로젝트) 제안절차 등(제3조), 협력사

업에의 참여절차(제4조), 협력사업의 수행(현물 및 재정 지원 포함 등)(제5조), 협력사업별 

위원회 기능 등(제6조), 협력사업에 대한 IAEA 역할(제7조), 타 회원국 또는 국제기구

의 기여 및 참여 초청(제8조), 협력사업 수행 시 안전조치 및 평화적 이용 준수(제9

조), 협력사업 촉진을 위한 타 국제기구와의 협력협정 체결(제10조), 분쟁 해결(제11

조), 협정 가입절차(제12조), 협정 발효(제13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태지역원자력

협력협정은 IAEA가 지원하는 재원으로 기획, 선정, 수행되는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태지역협력협정 운영은 별도로 합의된 운영 지침GOR: Guidelines and Operation 

Rules)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다.  

연도 주요 내용
 1972년  6월
 1974년 10월
 1977년  6월
 1982년  6월
 1987년  6월
 1987년 12월
 1992년  6월
 1997년  6월
 1999년  9월
 2002년  3월
 2002년  6월
 2006년  3월
 2007년  6월
 2009년  9월
 2011년  9월
 2013년  9월

 RCA 협정 발효
 우리나라 가입 및 국내 발효
 협정 제1차 연장
 협정 제2차 연장
 협정 개정 및 발효
 개정 협정에 우리나라 서면동의 및 국내 발효
 1987년 협정 제1차 연장
 1987년 협정 제2차 연장
 RCA 가이드라인 및 운영규정 제정(제28차 총회)
 RCA 사무국 설립(대전)
 1987년 협정 제3차 연장
 RCA 중기전략(2006-2011) 수립(제28차 국가대표자회의)
 1987년 협정 제4차 연장
 RCA 중기전략연장(2012-2017) 수립 협의(제38차 총회)
 1987년 협정 연장 합의
 RCA 협정 개정안 검토 합의(제42차 RCA 총회)

표 2-1  아태지역원자력협력협정의 주요 연혁

RCA의 비전은 지역내의 회원국들의 지속가능 개발에 기여하고 사회경제적 발전을 

제고하는 원자력기술의 제공의 효과적인 파트너로서 인식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를 위하여 지역의 수요를 충족하는 원자력 기술의 확인과 적용, RCA 회원국의 

원자력 기술 능력의 지속성의 유지 지원, 원자력 기술과 관련 기술적인 노하우의 

최종 사용자에게 이전, 원자력 과학기술의 협력적인 연구의 제공, 원자력 기술의 

혜택 촉진과 펀딩 메커니즘의 모색, 그리고 기술, 훈련과 장비의 교환을 위한 지역

적 네트워크의 개발을 미션으로 하고 있다. 이와함께 RCA는 개도국간 기술협력

(TCDC: Technical cooperation among Developing Countries)의 주요 촉진 역할과 

기능으로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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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A는 RCA의 비전과 미션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책기구로 RCA 국가대표자회의와 

정기총회가 매년 4월과 9월에 각각 개최되고 있으며 RCA 프로그램과 프로젝트의 

정책 심의 및 결정을 한다. RCA 의장은 매년 윤번으로 국가대표자회의 개최국이 

맡고 있다. 이와 함께 RCA 사무국의 운영은 전임 및 현재, 그리고 차기 RCA 의장

으로 구성된 상설자문위원회의의 자문과 국가대표자회의의 심의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이 지침은  RCA가이드라인 및 운영규정(GOR: Guidelines and Operation Rules)으로 

불리며 주요 내용으로는 회원국/국가대표자/RCA의장/사업담당자(사업주도국담당자, 국

가별사업담당자 등) 등의 권한과 의무, RCA 사업의 구성 및 기획평가선정 등에 관해 

규정을 하고 있다. 또한 RCA사무국 설립이후 이 운영 지침에 RCA사무국장의 임명역

할의무 등에 지침도 포함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사무국장선정과 역할과 책임

을 규정하고 있다.  RCA사무국의 역할과 임무로는 국제/지역기구에서 수행하는 프로젝

트에 RCA 사업 참여기회 발굴, RCA 사업 수행을 위한 추가 재원 마련, 원자력기술의 역

내 평화적 이용 증진, RCA에 대한 인식 제고, 국가대표자 회의에서 합의된 역할 수행, 

홈페이지 운영 등이다. RCA 주요정책 결정회의는  표 2-2  와 같다.

 

회    의    명 회   의   내   용

RCA 총회

(General Conference Meeting)

◦ 연차보고서 승인, 주요정책 결정 등

  - 매년 9월 IAEA 총회 전주 금요일 개최

RCA 국가대표자회의

(National Representatives' Meeting)

◦ 연차보고서 초안 검토, 사업이행 점검, 신규사업 제안검토 등

  - 매년 4월경 회원국에서 순차적으로 개최
RCARO 상설자문위원회

(Standing Advisory Committee)

◦ RCA 사무국 주요사업 추진에 따른 자문 및 NRM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에 대한 권고안 도출 (총회, NRM 전일 개최)
  RCA 프로그램 자문 위원회

(RCA Program Acvisory Committee)

◦ 사업 검토 및 우선순위 부여, 평가 등

표 2.2  RCA 주요 정책결정회의

1.3.  RCA프로그램의 운영

IAEA는 주요 사업으로 기술협력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내 협력사업을 지원하

고 있다. IAEA 기술협력사업은 2년주기로 수행하고 있으며, RCA프로그램도 2년주

기로 기획하여,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다. 

RCA의 프로그램은 협력프로젝트와 연구프로젝트가 있으며 , 농업, 보건, 산업, 수

리분야, 내륙 및 해양 환경 분야의 동위원소와 방사선의 응용 분야의 원자력 과학

기술의 협력연구, 개발, 훈련 프로젝트의 조정과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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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용분야는 국제원력기구의 기술협력 활동과 중복을 이유로 제외되었으나 2010

년 4월 개최된 마닐라 국가대표자회의에서 한국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현재 수행중인 RCA프로그램(2013~2014)은 2012~2017년 RCA중기전략과 우선순

위 영역에 근거하여 농업보건환경산업 등 4개 분야에 총 16개의 지역협력 사업수행에 

연간 약 250~300백만불 규모로 IAEA가 지원하고 있다. 재원의 약 80%는 회원국 분

담금으로 충당되는 IAEA 기술협력자금(TCF)과 나머지는 회원국의 특별기여금(EB)으

로 구성되고 있다. 

사업 추진체계는 IAEA의 기술협력국의 아태지역과의 RCA Focal Person이 RCA 사

업 총괄 및 조정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RCA 국가대표자회의는 프로그램의 기획과 프로젝

트의 선정을 책임지고 있으며 매년 국가대표자회의에서 수행과 성과 등을 논의 및 정책결

정을 해오고 있다. 프로젝트 제안은 해당 국가 대표 및 자국내 RCA 사업 주도 전문가가 

하고 있으며 관심있는 회원국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기술협력 활동으로 국가 프로젝트와 지역 및 지역간 협력프로젝

트를 수행해오고 있다. 그동안 국제원자력기구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기술협력 

프로젝트로 2,349 프로젝트가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에 있으며 이중 지역협력 프로

젝트로 336개의 프로젝트가 수행되었다. 프로젝트 분야로는 농업분야, 방사선 의약 

및 보건, 환경, 산업, 핵연료주기 및 방사성 폐기물 관리, 그리고 원자력, 화학, 물

리, 생물학 분야 등을 포함하고 있다. 

IAEA/RCA 프로젝트는 1973년에 최초로 어류의 생산분야의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으

며 1982년에는 최초로 산업분야에서 UNDP/IAEA/RCA 공동프로젝트가 시작되었고 

이후 1987년, 1993년에 프로젝트가 추진되었다. IAEA 기술협력기금으로 지원되지 

않은 공동 프로젝트로 2006년에는 RCA 사무국이 UNDPK/RCA 파트너쉽 프로젝트

를 2009년까지 수행하였다.

 

RCA 프로젝트들은 RCA 국가대표자회의와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고, 회원국들

의 프로젝트 우선 순위에 대한 투표를 토대로 선정된다. 재원은 IAEA 기술협력기금

과 회원국의 자발적 기여금으로 수행되며 대부분 IAEA 기술협력 기금으로 충당된

다. IAEA는 기술적 지원과 함께 프로젝트의 기획, 수행 및 평가의 IAEA/RCA 프로

젝트로서 프로젝트 관리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 

RCA 프로젝트는 IAEA의 기술적 협력 프로그램의 전략적 목적에 부합되어야 하며 

회원국 및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 우선순위에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사회 경제적 영

향 촉진을 목표로 한다. 프로젝트의 선정 기준으로는 IAEA 기술협력 목적에의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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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RCA 프로젝트로서의 선정기준을 만족해야한다. 

이외에 IAEA/RCA 파트너쉽 프로젝트로 UNDP 등 국제기구와 공동 프로젝트가 수

행된 바 있다. 그리고 RCA사무국은 파트너쉽 프로젝트 개발 활동의 일환으로 

UNDP 등 다른 국제기구와 파트너쉽 프로젝트를 개발하여 수행하고 있다. 또한 

RCA프로젝트는 또한 개발 상국 회원 국가들의 강화된 네트워킹과 파트너쉽으로 회

원국간 지역내 기술적인 협력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2014~2015기간 동안 IAEA/RCA 프로젝트로 17개 프로젝트가 수행중이며 자

세한 내용은 아래 표 2-3과  같다. 수행된 RCA 프로젝트들중 성공사례는 RCA 사

무국이 발간하며 지역내 회원국에서의  원자력 기술 이용 홍보 및 지역내 프로젝트 

개발에 활용된다.  

표 2-3  RCA '14~'15년 사업 목록 (총17개)

Project Number and Title
Project 
Duration

1 RAS1012
Characterizing and Optimizing Process Dynamics in 
Complex Industrial Systems Using Radiotracer and Sealed 
Source Techniques

2012-2014
 

2 RAS1013
Supporting Advanced Non-Destructive Examination for 
Enhanced Industrial Safety, Product Quality   and 
Productivity

2012-2014

3 RAS1014
Supporting Radiation Processing for the Development of 
Advanced Grafted Materials for   Industrial Applications 
and Environmental Preservation

2012-2015

4 RAS5055
Improving Soil Fertility, Land Productivity and Land 
Degradation Mitigation

2012-2015

5 RAS5056
Supporting Mutation Breeding Approaches to Develop New 
Crop Varieties Adaptable to Climate Change

2012-2015

6 RAS5057
Implementing Best Practices of Food Irradiation for 
Sanitary and Phytosanitary Purposes

2012-2014

7 RAS6053 
Improving Image Based Radiation Therapy for Common 
Cancers in   the RCA Region (RCA)

2009-2014

8 RAS6061
Improving Cancer Management with Hybrid Nuclear 
Medicine Imaging

2012-2014

9 RAS6062
Supporting 3D Image-Guided Brachy therapy Services

2012-2015

10 RAS6063 2012-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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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16-'17 RCA 프로젝트 후보 과제 리스트

분야 프로젝트 국가

Agriculture(1) Mutation Breeding CPR

Environment(5) Groundwater Resources PAK

Radioactive Releases from NPPs AUL

Carbon Sinks in Wetlands CPR

Air Particulate Matter NZE

Climate Change in Marine Ecosystems PHI

Industry(3) Radiotracers and Sealed-Source Techniques PAK

Electron Accelerators CPR

Advanced Grafted Materials PHI

Health(2) Image-guided and Adaptive RT IND

Stereotactic Body Radiation Therapy ROK

Strengthening the Application of Nuclear Medicine in the 
Management of Cardiovascular Diseases

11 RAS6064
Building Capacity with Distance Assisted Training for 
Nuclear Medicine Professionals

2012-2014

12 RAS6065
Strengthening the Application of Stereotactic Body 
Radiation Therapy to Improve Cancer   Treatment

2012-2015

13 RAS6066
Reducing the Shortage of Oncology Professionals through 
an Applied Sciences of Oncology Course(ASOC)

2012-2014

14 RAS7021
Marine benchmark study on the possible impact of the 
Fukushima radioactive releases in the Asia-Pacific Region

2011-2015

15 RAS7022
Applying Isotope Techniques to Investigate Groundwater 
Dynamics and Recharge Rate for Sustainable Groundwater 
Resource Management

2012-2015

16 RAS7023
Supporting Sustainable Air Pollution Monitoring Using 
Nuclear Analytical Technology

2012-2015

17 RAS7024
Supporting Nuclear and Isotopic Techniques to Assess 
Climate Change for Sustainable Marine Ecosystem 
Management

2012-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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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제 36차 NRM 개최 기념 사진 

그림 2-2  제 36차 NRM 회의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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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RCA 사무국 설립과 발전

RCA사무국은 1978년 국가대표자회의에서 사무국 설치제안이 있었으나 당시 프로

젝트 규모가 작아 지지를 받지 못하였다. 1987년 RCA협정 이후 지역협력 프로젝

트가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회원국의 주도적 참여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사무국 설치 

필요성이 강조되어왔다. 

1997년 양군에서 개최된 19차 국가대표자회의는 RCA 25주년행사가 동시에 열렸

으며 사무국 설치가 협정에서 회원국의 참여 확대 등으로 강하게 제안되었다. 

2000년 인도 뭄바이에서 개최된 22차 국가대표자회의에서 사무국설치가 재논의되

었고, 9월 비엔나에서 개최된 29차 RCA총회에서 한국이 RCA 사무국 유치를 제안

하였다. 2000년 9월 개최된 29차 RCA총회에서는 한국정부의 유치 제안조건과 관

련하여 회원국들은 사무국장 기능 강화와 재정 지원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고, 한국

정부에게는 호주와 함께 사무국 설립에 대한 working paper 준비를 요청하였다. 

2001년 3월 다카에서 개최된 23차 국가대표자회의에서는 한국정부의 제안 지지를 

재확인하였고, 회원국들은 한국에 RCA 사무국 설치를 위한 working paper 준비를 

위한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였다. 이어 2001년 9월에 개최된 30차 RCA 총회

에서는 working paper에 대한 추가 검토를 요구하였다(이후 2002년 3월 개최된 24

차 국가대표자회의에서 회원국의 추가 의견이 반영되었다(addressed). 또한 회원국

들은 2002년 초(당시 한국이 24차 국가대표자회의 및 RCA 30년 행사 예정)에 한

국에 사무국설립을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때까지 임시운영

하기로 하였다. working paper는 2002년 7월말 비엔나에서 개최된 임시자문위원회

(2001년 23차 국가대표자회의에서 구성)에서 수정되었으며 2002년 9월에 개최된 

31차 RCA총회에 보고 승인되었다.

2002 3월 27일 RCA의 30주년과 24회 RCA국가대표자회의는 한국에서 주관 개최

하였으며 행사 일환으로 RCA사무국이 대전에 공식적으로 오픈하였다. 

한편 사무국의 설치당시 법적 지위 문제는 주요 이슈로 되었으며 많은 논의가 진행

되었다. 2002년 9월에 개최된 31차 RCA총회에서는 협정개정이나 보조 협정의 체

결은 많은 시간의 소요가 전망되므로 결의안 채택과 IAEA 행정지원 으로 사무국의 

운영은 충분하다는 결론으로 마무리되었다. 결과적으로 2002년 9월 RCA총회에서 

사무국 설치에 대한 Working paper가 채택되었으며(이후 31차 RCA총회 합의 내용 

보완, 부록 3. 참조) 3년간의 임시 시험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어 2003년 9월, 32

차 RCA총회는 RCA 사무국 설립과 운영에 관한 RCA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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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4월,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 27차 국가대표자회의에서는 그동안 RCA 사무

국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임시적 운영을 끝내고 정식 운영을 결정하였으며 

RCARO의 사무국장을 선임하였다. 2007년 9월, 36차 RCA총회는 RCA를 대표하는 

RCA 사무국의 역할과 위상 강화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여 RCA사무국의 위상을 

강화하게 되었다. 

사무국 설립 경위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19차 RCA국가대표자회의 (1997, Yangon) RCA설립 25주년, 사무국 설치 제안

○ 22차 RCA국가대표자회의 (2000, 몸바이) RCA사무국 설립 재논의  

○ 제29차 RCA 총회(2000)한국유치 제안, working paper 준비 요구  

   - 한국은 사무국 운영비 부담, 사무국장 인건비는 출신국 부담

○ 23차 RCA국가대표자회의(2001, 다카) 한국제안 지지 재확인, 

   - working paper TFT 구성 및 임시자문위원회 구성

○ 30차 RCA총회(2001):2002년 초 사무국 설치 및 임시운영 합의, 

   - working paper는 추가 검토 요구  

○ 24차 RCA국가대표자회의(한국, 2002) RCA 30주년 행사, 사무국 설치 기념식 

   - working paper는 추가 검토 

○ 31차 RCA총회(2002) Working paper 채택 및 임시 운영

   - 법적 조치 논의 및 working paper 반영하기로 함 

○ 32차 RCA총회(2003) 사무국 설립 결의안 채택

○ 27차 RCA국가대표자회의(말레이지아, 2005)사무국장 임명 및 정식 출범승인

○ 36차 RCA총회(2007) RCA 사무국 역할 강화 총회 결의안 채택

   - “RCA 사무국이 RCA를 대표해 활동하는 총회 결의안(Resolution)”

2002년 working paper에서의 사무국 설치와 법적 초지 내용

Need to Establish an RCA Regional Office

Since the inception of the RCA in 1972 and until recently, most of the 

RCA programmes and projects have been formulated and implemented by the 

IAEA.  It is noted that the IAEA is not a signatory to the RCA but 

provides assistance ranging from secretariat duties to technical support and 

project funding. Since 1996, the IAEA has been strongly encouraging MSs to 

take on more ownership of the RCA programmes. The RCARO is considered 

to be a particularly good vehicle for increasing ownership of the RCA 

programme by the MSs.

30th RCA GCM in Vienna in September 2001 agreed in principle on the 

establishment of the RCARO in Korea in early 2002 but as an interim 

operation, until necessary legal provisions were prep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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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설립목적은 IAEA 지원하의 아태 원자력협력협정(RCA)에 근거, 역내 원자력 과학

기술의 연구 및 개발과 교육훈련을 촉진하고 지속적 성장에 주도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되있으며 RCA 20개 회원국을 대표하는 사무국으로서 RCA에 대한 인식 증진 및 

RCA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재원 조달 강구를 주임무로 되어 있다. 또한 회원

국간 원자력 과학기술 협력 활동 지원, 아태 지역 내 원자력 사업주도 및 원자력 

위상 제고, 역내 회원국에 대한 원자력 및 RI 기술(장비) 수출 기여(원전 도입 계획 

중인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등) 등이다. RCA 사무국은 아태지역에서 원자력협

력주도 지역 기구로서 일본의 FNCA와 경쟁협력도 하고 있다. RCA 사무국은 사무국

의 미션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내 회원국의 원자력 능력 배양과 지식보전 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해오고 있다. 

RCA사무국의 파트너십 프로젝트 개발을 위하여 UNESCAP, UNEP, 해양환경협력

회의(PEMSEA), CAI-ASIA(Clean Air Initiative for Asian Cities), 아시아 개발은행

(ADB), GEF(Global Environment Facilities), UNDP 등 지역 국제기구들을 대상으

로 파트너쉽 프로젝트 개발을 적극 모색 해오고 있다.

사무국은 RCA의 홍보를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RCA 홈페이지

(www.rcaro.org) 운영을 통하여 RCA 프로그램과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오

고 있으며, 말레이시아가 운영해온 2010년 회원국의 전용 홈페이지를 사무국 홈페

이지에 성공적으로 통합하여 운영해오고 있다. 사무국은 RCA 관련 정보의 허브로

Legal Actions 

Legal advice is being sought means to facilitate the establishment of the 

RCARO through amendment of the RCA Agreement. In general, amendment 

of the existing RCA Agreement requires additional ratification from the 

parliaments of the MSs, which will be a time consuming process. 

The 31st RCAGCM in Vienna in September 2002 agreed that a Resolution 

by the NRM containing basics of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the 

RCARO would be sufficient withoutt he amendment of the RCA Agreement. 

However, in order to give the RCARO an appropriate legal entity in the 

regional and international societ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ogether with other MSs and also with the Agency shall seek additional 

legal provisions as necessary. 

MOU between the Director’s Origin Country and ROK:  

An MOU that defines the commitments from the originating country of the 

Director, if he/she is a non-Korean national and the Government of Korea as 

the host government shall be concluded in order to support the activities and 

living conditions of the Director in Korea. 



- 22 -

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의 개편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

영과 사용자의 중심의 홈페이지 운영을 도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무국은 RCA 인식 제고를 위하여 국제행사 및 전시회에 참석하여 RCA

에 대한 소개 활동과 전시회 참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내 원자력공동체에 

대한 RCA 활동의 인식을 제고해오고 있다. 이와 관련 중점사업으로 RCA 사업의 

성공사례 발간을 수행하고 있다. RCA 사업의 성공사례는 엽서형과 책자형으로 발간

되고 있으며 2007년 최초 발간이후 지금까지 3차례 걸처 14개의 성공사례가 발간되

었으며 회원국은 물론 국제행사 및 전시회 등에서 배포되고 있다. 2010년에 4차 성

공사례를 발간하였다. 또한 사무국은 RCA 인식 제고와 홍보 강화 방안으로 RCA 홍

보 비디오를 제작 배포를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는 RCA의 비전과 미션, 발전 과정과 

주요 성과, 향후 도약을 담고 있으며 사무국의 활동의 소개도 포함된다.

사무국은 임무 수행의 일환으로 지역내 회원국의 원자력 활용 증진을 위하여 지식

보전을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오고 있다. 여기에는 RCA Post-doc Fellow 프로

그램, KAIST 원자력석사과정 지원 프로그램, 회원국의 전문가 및 실무자 초청 활용 

프로그램 등을 수행해오고 있다.

RCA 지역 회원국들은 높은 경제성장과 생활수준 향상이 전망되고 있으며 원자력 

기술을 농업, 의학, 산업, 그리고 환경 분야에 활용하는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과학

자들의 네트워크와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원자력 발전분야와 함께 방사선 

분야의 시장이 향후 크게 확대가 예상되는 지역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RCA와 RCA 

사무국의 발전 가능성은 크다고 볼 수 있으며 도약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또한 요

구된다고 볼 수 있다. RCA사무국의 운영현황은 다음과 같다.

 ○ RCA 사무국  조직 : 7명(‘13. 12월 기준)

   ※ 행정담당관은 고용 휴직, 사업담당관은 원자력(연) 파견

   ※ 팀장급은 사무국에서 공모하여 채용

   ※ 회원국 원자력청(또는 위원회) 공무원/전문가 파견근무(3개월) 3～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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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장

사업담당관 행정담당관

국제사업운영팀 국제사업개발팀 국내사업팀

○ 운영지원 : RCA 총회에서 결의한 운영지침 이외에 RCA 사무국 운영지원사업처리규정(미래

창조과학부 훈령)을 제정하여 사업관리 추진

   - 한국원자력연구원 내부조직으로 설립운영하되,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무국

의 조직, 인사, 회계 등에 독립성 부여

○ 관련법령

    - RCA 협정 (‘72 제정, ’87년 개정, 5년 단위 효력으로 2017년까지 발효) 

    - RCA Guidelines and Operating Rules

     ※ RCA 사무국 위상강화를 위한 RCA 총회 결의안 (‘07, 제36차 RCA 총회)

   - 아․태원자력협력협정사무국운영지원사업처리규정 (미래부 훈령, ‘14개정)

   - 아․태원자력협력협정사무국운영규정 (한국원자력연구원 규정, ‘14개정)

 주요기능

 ○ RCA와 RCA 활동 소개 및 홍보를 통한 RCA 인식제고 

 ○ RCA 사업의 국제기구와의 파트너십 기회 모색발굴을 통한 재원 마련

 ○ RCA 공식홈페이지 관리운영과 19개국 회원국 및 IAEA 지원

 ○ 한국 원자력기술(원전 포함) 수출의 아태지역 개도국과 교두보 역할 

 주요역할

 ○ RCA 사무국은 우리 정부가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지원을 받아 유치한 국제기구로서 

국가 이미지 제고와 국제원자력협력 주도에 중요한 역할과 기능 수행

   - 20개 회원국을 대표하여 RCA 프로그램 계획 수립시행, 회원국의 원자력 인력

양성과 원자력 지식보전, 국제기구와의 공동 프로젝트 개발수행 등 RCA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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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활동에 참여하며 아태지역에서 원자력협력의 구심체 역할을 하고 있음

   - 특히, RCA 회원국의 국가대표자는 회원국 정부의 원자력 조직의 주요 간부 및 연구

원 기관장급으로서 회원국과의 협력을 통해 축적한  경험과 아태지역 원자력정

책결정자들과의 유대관계를 토대로 아태지역 원자력 및 RI 기술(장비)수출 증

진 기반 구축에 기여

 

 추진체계

 ○ 사무국 성격 :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한시기구(국제기구 출범시까지)

 ○ 사업비 부담 : 한국 정부 (미래창조과학부) 

 ○ 국내 추진절차

  - 사무국, 차년도 사업계획안 미래부에 제출 (11월말까지)

  - 교과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차년도 사업계획 확정 (12월)

  - 원자력연, 미래부와 사업협약체결 및 사업비 수령 (1월)

  - 사무국 및 원자력연, 전년도 사업 정산 및 회계감사 (2월말)

  - 사무국, 전년도 사업 실적 및 결산 내역 미래부에 보고 (3월초)

  - 미래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집행잔액 등의 활용방안 확정 (3월)

 ○ 국외 추진절차

  - 사무국, 전년도 사업실적 및 당해년도 사업계획안 상설자문위원회에 제출협의 (1.1일까지)

  - 상설자문위원회, 전년도 사업실적 평가 및 당해년도 사업계획안 협의 완료 (2.1일까지)

  - 국가대표자회의, 상설자문위 자문 거쳐 사무국 전년도 사업실적 평가 및 당해년도 사업

계획 승인 (4월경) 및 중간 진도보고 (9월경) 

 

국 내 국 외

미래창조과학부 RCA 국가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 상설자문위원회

한국원자력연구원
RCA 사무국

RCA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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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현황

 주요사업

 ○ UNDP와 대개도국 원자력기술 이전 공동협력사업

   - UNDP와 공동으로 11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핵의학 분야 공동프로젝트 수행중

   - 전자빔 활용 개도국 환경오염 저감 기술 전수사업 신청 계획 중

 ○ 회원국의 원자력 지식보전 및 인력양성사업

   - RCA/KAERI(원자력연구원)공동훈련사업(‘08～‘13년, 85명), RCA/KAIST 원자력 석사과

정 운영(‘13년까지 28명 지원, 25명 졸업), RCA/KOICA 공동핵의학인턴십과정 운영

(‘07년까지 71명 연수지원), RCA/ARCCNM(아시아핵의학협회)국제교육훈련사업

(’08～’13년, 180명), RCA Post-doc Fellowship Program 운영(‘09년까지 46명 ) 

등

 ○ 회원국 전문가 및 실무자 초청 활용을 통한 Ownership 증진 및 참여 확대 (‘0

4～‘13년까지 27명 초청 활용)

 ○ IAEA/RCA 협력사업 발굴추진

    EB(Extra Budget) 지원 등 개도국의 원자력기술지원 사업 추진

 ○ RCA 인식제고 사업

    RCA 성공사례, 브로슈어 등 홍보책자 발간 및 RCA 사업 홍보

    웹사이트(www.rcaro.org)를 통한 RCA Information Hub 역할 수행

 ○ 기타 국제기구와 공동관심 사업의 발굴추진 및 회원국과의 협력활동 강화 등

 예산 

(단위: 천원)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RCA 사무국 

운영
1,160,000 1,124,000 1,174,000 1,174,000 1,174,000 1,174,000

- 운영비
- 사업비

 589,000
 571,000

 603,200
 520,800

 628,200
 545,800

 665,000
 509,000

685,000
 489,000

685,000
 489,000

 주」일반회계 - 원자력평화적이용체제구축사업*( R&D) - RCA사무국 운영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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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확대 필요성

 ○ RCA 사업 참여와 관리, 회원국의 Needs 충족 및 RCA 사무국의 국제기구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 필요

   - RCA 회원국들은 사무국의 RCA 사업수행과 회원국 지원활동 등 사무국의 업

무성과에 대해 매우 우수하게 평가하고 있으며, 호주, 필리핀 등 일부 회원국

들은 현재 IAEA가 지원하고 있는 RCA 사업을 RCA 사무국이 수행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RCA 사무국의 사업 확대가 매우 시의적절한 상황

   - 직접적으로는 국제 원자력계의 리더로서의 국가이미지를 강화하고, 간접적으로

는 우리나라의 원자력기술과 원전수출 등 국제원자력협력에서 영향력을 강화하여 

국익 증진 기반구축 효과 거양

 주요현안 : RCARO의 국제법적 지위 확보(국제기구화) 추진

○ 필요성 : RCA사무국 국제기구화는 한국정부의 사무국 유치 당시 목표이자 궁극적으로 

지향해 나가야 할 방향

○ 추진방안

   - RCA 협정 개정 : RCA 협정을 개정하여 설립근거 마련 필요

    일본이 비교적 소극적이며 회원국의 국회비준 등으로 장기간 소요 예상

○ 국제환경

   - RCA 사무국의 위상이 강화되어 국제적인 분위기는 유리한 상황

   - RCA 사무국이 RCA 사업에 관여하지 않기를 원했던 과거와는 달리, RCA 사무

국의 역할과 성과에 대해 회원국들이 높이 평가하고, 더 많은 역할 수행을 

기대하는 분위기로 전환

   - 호주, 인도네시아, 필리핌 등 일부 회원국은 RCA 사무국의 역할 및 기능 확

대 의견 제시

      ☞ 필리핀 : IAEA 재정적 지원이 없는 사업에 RCA사무국의 참여 필요, 호주:

워킹그룹 권고사항에 따라 향후 구성될 4개 주제별 Coordinator 역할을 

RCA사무국 담당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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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RCA 협정 주요 내용과 개정 요소

2.1. RCA협정 설치와 개정 노력

RCA협정은 1972년 설치되었으며 1987년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그 체제와 내용이 

유지되고 있다. 1972년 협정은 IAEA의 지역협력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

한 것으로 이후 지역협력사업의 회원국 수요 반영과 회원국 참여와 주도로 IAEA 

지역협력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서 개정을 추진하였다. 

1987년 협정은 아태지역협력프로그램의 IAEA 내의 수행 행정 체제의 변화와 지역

협력프로그램에서의 회원국의 참여와 주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대적인 개정작업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 협정도 IAEA 지원하의 지역협력프로젝트의 기획 및 제안, 

선정 및 수행, 이후 평가와 관리 등에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협정의 사무국의 역

할을 IAEA가 맡고 있다. 반면 국제협정으로서 구비하여야 할 사안들은 대부분은 반

영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RCA사무국의 설치에 대한 근거도 고려되지 않았다.

 

1987년 협정은 Article I에서 XIII(13)까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 참여국가의 참여 목표

  -제2조 : 대표자 회의 개최주기 및 역할 (연간 적어도 1회 이상)

  -제3조 : 협력 프로젝트 제안 절차 등 

  -제4조 : 협력 프로젝트에의 참여 절차 

  -제5조 : 협력프로젝트에의 기여방안(현물 및 재정기여 등)

  -제6조 : 각 협력프로젝트에 대한 사업위원회(project committee) 역할 

  -제7조 : 협력 프로젝트에 대한 IAEA 지원 역할

  -제8조 : 회원국 이외 국제기구의 협력 사업에의 재정기여를 통한 참여 

  -제9조 :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안전측면사항 고려(안전기준 및 방안 준수)

  -제10조 : 기타 국제기구와의 협력 협정 체결

  -제11조 : 협정 해석으로 인한 분쟁 해결 

  -제12조 : 동 협정 가입 절차 

  -제13조 : 협정 발효 절차 등 

RCA사무국은 2007년 RCA사무국 발전 방향 웍숍에서 협정에 사무국 설치 근거를 

포함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일부 회원국의 소극적인 입장과 협정개정의 복잡한 

절차와 필요성의 미합의로 사무국장의 역할과 활동 강화 지원으로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이어 2012년 협정 연장과 관련하여 사무국은 다시 협정에 사무국 설치 

근거조항 삽입을 위하여 이에 대한 필요성과 회원국의 혜택 등을 제안하여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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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자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였으나 일부 회원국의 국내사정과 시간상 촉박함

을 이유로 거부되었다. 반면 2017년 협정 연장시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 사무국

은 이후 협정개정을 준비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실무 작업을 추진하였으며 협정

개정 초안을 RCA총회에 제출하였다. RCA총회는 이에 대한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논의하기로 하고 2014년 국가대표자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하였다. 사무국은 이와 

관련하여 협정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 보완 요소를 검토하였으며 연구과제 수행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초안을 마련하였다.

2.2. RCA협정 개정요소와 협정 개정 추진 방향

1987년 RCA 협정은 이미 20년이 지나 현실과 미래 발전방향을 반영해야할 상황에 

있다. 이와 함께 협정으로서 갖추어야 할 여러 조항의 수정과 보완도 필요하게 보

인다. RCA협정 개정요소와 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다.

□ 추진배경

  ○ 제35차 국가대표자회의(‘13. 4월, 미얀마)에서 ’13. 9월 RCA 총회시 협정개정

안 제출키로 합의

    - GCM 제출 전에 워크숍 기회를 활용하여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전문

가의 의견 수렴

    - RCA 회원국이 공감하고 IAEA의 지원을 도출할 수 있는 개정안 마련이 필요

□ 그간의 논의와 회원국 합의 사항

  ○ RCA 사무국의 국제법적 지위 부여는 RCA 협정 개정 요인이 발생할 때 협정 

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함

   - 따라서, RCA 사무국의 설치 근거 명시보다는 현행 RCA 협정 문안에서 개정

이 필요한 사항 발굴이 급선무

□ 추진전략 및 기본 방향

  ○ 최소한의 문안 수정

   - ‘87년 개정 이후 RCA 프로젝트 수행과 관련하여 GOR 등과 맞지 않는 부분을 

최소 수정함으로써 복잡하다는 인식 불식 필요

  ○ 핵심 개정 사항 반영

   - 협정에 위임 근거 없이 제정된 GOR의 근거 규정 추가

   - 동협정에서 일관되게 규정하고 있는 Co-operative Projects 관련 사항 이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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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협정 이행에 도움이 되는 사항 추가 반영 필요

    * 그래야, RCARO의 활동과 설립 근거 명시가 거북하지 않음

   - 기타 동 협정의 효율적 이행에 필요한 규정 추가 반영

□ 향후 과제

  ○ IAEA의 적극적 지지 입장 유도

   - 협정 당사국은 아니나, 동 협정 이행 Framework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동협정의 Secretariat duties를 수행

   ※ IAEA Secretariat duties와 RCARO의 기능, 업무 분담 및 상호 관계 설정 정

리 필요

  ○ 회원국의 분담금 우려로 인한 수동적 입장 설득

   - 협정에 분담금 등 RCARO 운영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GOR 또는 국가대표자

회의에서 정하도록 위임

  ○ 외교부와의 협정개정 전후의 후속 절차 및 추진 방안 지원 유도

   - 국제기구 유치 공동 추진 및 협정 개정 후 RCARO와 외교부와 본부협정 체결 

등

  ○ 미래부의 확고한 정책과 역량 집중

   - IAEA 대표부(대사), 장.차관 IAEA 총장 면담시 지원 요청 등

□ 협정(제1조~제13조)의 주요 내용

  ○ 당사국 의무(제1조), 국가대표자회의 권한 등(제2조)

  ○ 협력사업 제안절차 등(제3조), 협력사업 참여절차(제4조), 협력사업 수행(시설 

및 인력교류 지원, 실적보고서 IAEA 제출 등)(제5조)

  ○ 협력사업별 위원회 구성 기능 등(제6조)

  ○ Secretariat duties, 협력사업에 대한 IAEA 역할(제7조), 타 회원국 또는 국제

기구로부터 기여 및 참여 권유(제8조)

  ○ 협력사업 수행 시 안전조치 및 평화적 이용 준수(제9조)

  ○ 협력사업 촉진을 위한 타 국제기구와의 협력협정 체결(제10조)

  ○ 분쟁해결(제11조), 협정 가입 조건방법(제12조), 협정 발효(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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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필요성

  ○ 사회·경제적 및 시대적 변화 수용 필요

    - ‘87년 협정 개정 이후 많은 글로벌 사회·경제적 변화와 원자력 평화적 이용

을 위한 국제원자력협력 사업과 방식에서도 많은 변화 수반

    - 교육훈련 프로젝트 뿐만 아니라, RCA　회원국의 경제사회발전에 영향이 큰 

행사나 활동 등으로 범위 확대  

  ○ RCA Framework 정립 필요

    - 협정에는 RCA 의장, 의사결정, 의사 정족수 등 국가대표자회의  구성 및 진

행에 관한 기본 Frame이 없으므로, 이에 관한 규정 필요

  ○ GOR의 합법성 및 정통성 결여

    - GOR 등 RCA 기본 규정이 협정에 근거가 없이 제정·운용되고 있는 바 정통

성과 합법성 결여되어 있음

    - GOR이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협정에서 국가대표자들이 제정할 수 있는 

권한 위임이 협정에 명시되어야 함

  ○ 협정 가입 절차, 회원국 가입 자격 등의 수정 필요

    - Central Asia, Pacific 연안 국가 가입 허용 여부 등 검토 필요

  ○ 기타 RCARO 설치 근거 명시와  동 협정의 효율적 이행에 필요한 규정 추가 

반영 등

표 2-5 RCA 협정 개정 내용 분석 

조항 현행 변경 비고

1조
당사국 의무

당사국 의무 이행
회원국이 Agency와 협력
을 통해 원자력 협력
 Project 진흥 및 조정

......training Project or 

RCA　Activities such as

increasing awareness of 

RCA and ownership in 

nuclear science........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촉진을 위한 
co-oprative Project 로 
한정하고 있는 바 
activities와 행사로 
범위 확대 

2조 
국가대표자회의 

국가대표자회의 설치, 의
무, 회의 소집(IAEA)

RCA Chair 선출, 임기, 

NRM, GCM, GOR 제정 
권한 위임, 의결 및 의사
정족수, 의장단 회의, 

RCA 중기전략 수립근거 

legal binding force, 

enforcment,

effectiveness을 갖기
위해서는 협정 근거
필요

3조
IAEA에 RCA 

Project 제안서 
제출 의무 및 

국가대표자회의 역할
협력 Project 성격, 목적, 

관련 프로그램, 집행수단, 

성과 확인 등

협력 Project 제안 주체를 

회원국뿐만 아니라

 RCARO를 추가하고, 

RCA협력 활성화를
위해 공동프로젝트  
파트너십 추진 대상 
확대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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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 지원

협력대상국도 회원국뿐만 

아니라 공동 Project 수행

할 수 있도록 국제기구, 

정부 및 타 관련 기관과

의  확대 필요
4조

사업 참여 방법 
및 프로젝트 착
수 시기

IAEA에 참여 의사 통지
IAEA의 3번째 참여 의사 
통지 수령 이후 착수

5조
협력사업 수행 
의무 및 관련 규
정 준수

시설, 인력 교류 지원
Annual Report to the 

Agency

6조
협력사업별 사업
위원회 구성 및 
기능과 활동

Project 참여국 대표 1인
과 IAEA 대표
협력사업 구체화, 참여국
의 의무 설정 및 수정, 

감독, 참여국과 Agency

에 제언,연1회 회의 개최

Project Committee 규
정이 사문화 되었으므
로 WG, MC로 대체
하거나,협력사업별
1개 위원회로 통합이 
바람직

7조
IAEA의 역할과 
임무

IAEA=Secretariat duties 

수행
협력 projects 재정.기술 
지원, 연간 계획 수립, 재
원 배분, 연례보고서 검
토, 정보교류, 홍보물.보
고서 발간. 배포 
Project Committee에 대
한 기술적, 행정적 지원
Project 총괄보고서 작성
보고

<이 협정하에서 협력 
Project와 협력사업을 원
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국
가대표자회의에서 GOR

을 제정한다>

<Agency를 지원하고 RCA 

인식제고, ownership 증진 
등 RCA 활동 강화를  위
해 RCARO를 설립한다. 

RCARO의 의무, 기능 등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가대표자회의에서 정한
다.

Secretariat 정의

GOR 근거
RCARO 설치 
RCARO의 업무 명확
화

8조
협력 Project 비
참여 회원국 또
는 국제기구로부
터 기여금 및 참
여 유도

Agency가 협력 Project 

비참여 회원국 또는 국제
기구의 기여금 조달 및 
관리

기여 대상을 관련 국가, 

단체로 확대
기여금 조달 주체에 
RCARO 추가

GOR 제정 국가대표
자회의 위임

9조
협력 Project의 
IAEA 안전기준 
적용 및 평화적 
이용 보증

10조
협정 당사국과 
IAEA의 협력 
Project 진흥을 

RCARO를 협력약정 체
결권자로 추가
협력약정 대상기관에 타
회원국, 국제기구, 관련 

RCF 등 타 기관, 협
의체 등과의 협력 근
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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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A 협정개정은 2014년 국가대표자회의에서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추진하기

로 하였으며 9월에 개최될 RCA 총회에 추진 결과를 보고하기로 하였다. 한

국정부와 사무국은 전문가의 자문과 회원국과의 협력을 통하여 협정개정시 

반영하는 노력을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와 함께 사무국의 발전 

말전 향 워킹그룹을 통하여 RCA 협정에 반영할 내용도 동시에 개발하여 추

진도 필요하다. 다음은 협정개정안 초안으로 추후 검토와 보완이 필요할 것

으로 보인다.

위한 타 국제기
구와의 협력약정 
체결

단체로 확대

11조
분쟁의 해결

12조
협정 가입 자격 
및 조건, 방법

South Asia, South East 

asia and Pacific or th 

Far East 위치 IAEA 회
원국
IAEA 사무총장에 협정 
수락 통지

사무총장은 협정 수락 통
지를 받은 사실을 차기 
국가대표자회의에 보고한
다. 국가대표자회의는 회
원 가입여부를 심의한다.

회원국 가입시 RCA 

총회 논의 절차 필요

13조
협정 발효 및 발
효 시점

협정 만료 전에 IAEA 사
무총장에게 두 번째 협정 
수락 통지시 발효(만료일
부터)

이후의 수락 통지는 사무
총장이 수령한 날부터 발
효
경과 규정(기존 Project의 
효력 인정)

협정 개정시 발효 절
차 신설

동협정의 개정시 발효 
시기는 동조 제1항의  
절차에 준한다.

부칙
경과 규정

-

1. 2002.3월 RCA 결의안
에 의해 한국에 설립된 
RCARO는 동협정에 의
해 설립되어 운영 된 것
으로 본다.

2. 2004. 9월 제정된 
GOR은 동협정에 의해 
제정된 것으로 본다.

3. RCA 중기전략은 동협
정에 의해 수립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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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ft Amendment

Regional Co-Operative Agreement 

forResearch,DevelopmentandTrainingRelatedto

NuclearScienceandTechnologyforAsiaandthePacific

빨간 글씨부분은 수정 검토 사항

WHEREAS it is a function of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gency") to encourage and assist research on, 

and the development and practical application of, atomic energy for peaceful 

uses, which function can be fulfilled by furthering co operation among its 

Member States and by assisting them in their national atomic energy 

programmes; 

WHEREAS the Governments Parties to this Agree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Governments Parties") recognize that, within their national atomic energy 

programmes, there exist areas of common interest wherein mutual co-operation 

can promote the more efficient utilization of available resources; and 

WHEREAS, under the auspices of the Agency, the Governments Parties desire 

to enter into a Regional Agreement to encourage such co-operative activities;

NOW, THEREFORE, it is agreed as follows:

 

Article I

The Governments Parties undertake, in co operation with each other and the 

Agency, to promote and co-ordinate co-operative research, development and 

training projects, or activities and events in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through their appropriate national institutions.

 

Article II

1. There shall be a meeting of representatives of the Governments Parti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Meeting of Representatives") to be convened 

by the Agency. The Meeting of Representatives shall be held as required 

and, at least, once twice every year; one in the Member State, the other in 

the Agency. Each representative may be accompanied by alternates, experts 

and advisers.

2. The Meeting of Representatives shall have the authority:

(a) to determine a programme of activities and to establish priorities 

therefor;

(b) to consider and approve the co-operative projects or activitie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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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s propos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of article III;

(c) to review the implementation of the co-operative projects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 of article III;

(d) to co-ordinate the activities of the project committees Working Group or 

Monitoring Committee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VI;

(e) to consider the annual report submitted by the Agency pursuant to 

paragraph 4 of article VII; and

(f) to consider any other matters related to or connected with the 

promotion and coordination of co-operative projects, or activities and 

events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as set forth in article 1.

  (g) to set up RCA　 Strategies for the promotion of cooperative projects, or 

activites and events under this Agreement.

3. The details of composition, function, Election of Chair, quorum, decesion making 

procedures of the Meeting of Representatives shall be defined by the he 

Guideline and Operting program(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GOR").

4. GOR shall be established for the promotion of the cooperative projects, or 

activities and events for the purpose of this Agreement.

Article III

1. Any Government Party may submit a written proposal for a co-operative 

project, or cooperative activities and events to the Agency, which shall, 

upon receipt thereof, notify the other Governments Partie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ther Governments and othe relevant bodies of such 

proposal. The proposal shall specify, in particular, the nature and objectives 

of the proposed co-operative project and the means of implementing it. At 

the request of a Government Party, the Agency may assist in the 

preparation of a proposal for a co-operative project.

2. In approving a co-operative project pursuant to paragraph 2 (b) of article 

II, the 

Meeting of Representatives shall specify:

(a) the nature and objectives of the co-operative project;

(b) the related programme of research, development and training;

(c) the means of implementing the co-operative project and verifying the 

achievement of project objectives; and

(d) other relevant details as deemed appropriate.

 

Article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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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ny Government Party may participate in a co-operative project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III, by means of a notification of participation to 

the Agency, which shall notify the other Governments Parties of such 

participation.

2. Subject to paragraph 2 of article VII, the implementation of each 

co-operative project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III may start 

after receipt by the Agency of the third notification of participation in the 

co-operative project.

 

Article V

1. Each Government participating in a co-operative project in accordance with 

article IV (hereinafter referred to as "Participating Government") shall 

implement the portion of the cooperative project assigned to it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3(b) of article VI. In particular, each Participating 

Government, subject to its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shall:

(i) make available the necessary scientific and technical facilities and personnel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co-operative project; and

(ii) take all reasonable and appropriate steps for the acceptance of scientists, 

engineers or technical experts designated by the other Participating 

Governments or by the Agency to work at designated installations, and 

for the assignment of scientists, engineers or technical experts to work 

at installations designated by the other Participating Governments for 

the purpose of implementing the co-operative project.

2. Each Participating Government shall submit to the Agency an annual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portion of the cooperative project 

assigned to it, including any information it deems appropriate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3. Each Participating Government, subject to its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and in accordance with its respective budgetary appropriations, 

shall contribute, financially or otherwise, to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co-operative project and shall notify annually the Agency of any 

such contribution.

 

Article VI

1. There shall be established a project committee(or Working Group, or 

Monitoring Committee) for the effective implementatio of the each 

co-operative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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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 project committee shall consist of one representative from each 

Participating Government and one representative from the Agency. They 

may be accompanied by advisers.

3. The functions of the project committee shall be:

(a) to determine details for the implementation of each co-operative 

project in accordance with its objectives;

(b) to establish and amend, as necessary, the portion of the co-operative 

project to be assigned to each Participating Government, subject to 

the consent of that Government;

(c) to supervise the implementation of the co-operative project; and

(d) to make recommendations to the Participating Governments and to 

the Agency with respect to the co-operative project, and to keep 

under review the implementation of such recommendations.

4. The project committee shall meet as required and, at least, once every 

year.

 

Article VII

1. The Agency shall perform secretariat duties under this Agreement.

2. Subject to available resources, the Agency shall endeavour to support 

co-operative projects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III by means 

of technical assistance and its other programmes. Any such assistance 

shall be provided, mutatis mutandis,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provision of technical assistance by 

the Agency.

3. On the basis of recommendations made by the project committee for a 

co-operative project pursuant to paragraph 3(d) of article VI and in 

consultation with the project committee, the Agency shall:

(a) establish annually a schedule of work and modaliti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co-operative project;

(b) allocate among the Participating Governments the contributions made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3 of article V and paragraph 1 of article 

VIII;

(c) consider the annual reports submitted by the Participating Government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ir portions of the co-operative project 

pursuant to paragraph 2 of article V;

(d) assist the Participating Governments in the exchange of information and 

in compiling, publishing and distributing reports on the co-oper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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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as appropriate; and

(e) provide scientific and administrative support for the meetings of the 

project committee.

4. On the basis of the annual reports submitted by the Participating 

Governments pursuant to paragraph 2 of Article V and in consultation 

with them, the Agency shall prepare annually an overall report on the 

activities carried out under this Agreement,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co-operative projects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III, and submit it to the Meeting of 

Representatives.

   5. There shall be established an office in the region to undertake collaborative 

works with Agency's Secretariat duties to promote co-operative projets, or 

activities and events under this Agreement. The details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regional office such as structure, personnel, accounting and 

budget including rights, privileges and immunities that are customarily accorded 

to shall be decided at the Meeting of Representatives and be stipulated by 

RCA GOR.

Article VIII

1. With the consent of the Meeting of Representatives, the Agency and 

office in the region may invite any Member State other than the

Participating Governments or appropriat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r any other relevant bodies, to contribute financially or otherwise

to, or to participate in, a co-operative project. The Agency shall

inform the Participating Governments of any such contributions or

participation.

2. The Agency shall administer the contributions made pursuant to 

paragraph 3 of  article V and paragraph 1 of this Article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in accordance with its financial 

regulations and other applicable rules. The agency shall keep 

separate records and accounts for each such contribution.

 

Article IX

1. In accordance with its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each Government 

Party shall ensure that the Agency's safety standards and measures relevant 

to a co-operative project are applied to its implementation.

2. Each Government Party undertakes that any assistance provided to it 

under this Agreement shall be used only for peaceful purposes, in 

accordance with the Statute of the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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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Neither the Agency nor any Government or appropriate international 

organization making contributions pursuant to paragraph 3 of article V or 

paragraph 1 of article VIII shall be held responsible towards the 

Participating Governments or any person claiming through them for the safe 

implementation of a co-operative project.

Article X

Any Government Party to this Agreement and the Agency may, where 

appropriate and in consultation with each other, make cooperative 

arrangements with appropriat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for the promotion 

and development of co-operative projects in the areas covered by this 

Agreement.

Article XI

Any dispute which may arise with respect to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shall be settled through consultations between the parties 

concerned, with a view to the settlement of the dispute by negotiation or by 

any other peaceful means of settling disputes acceptable to them.

 

Article XII

Any Member State of the Agency in the area of South Asia, South East Asia 

and the Pacific or the Far East, or Central Asia according to the Statute of 

the Agency may become a Party to this Agreement by notifying its acceptance 

thereof to the Director General of the Agency. The Agency shall, upon receipt 

thereof, notify all the Government Parties to this Agreement of the date of 

each notification of the acceptance.

Article XIII

1.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upon receipt by the Director General 

of the Agency of the second notification of acceptance in accordance with 

article XII. In the event such notification is received by the Director 

General of the Agency prior to the expiration of the Regional Co-operative 

Agreement for Research, Development and Training Related to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of 1972, as extended in 1977, 1982, 1987, 1992 

and 1997,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expiration 

of the said Agreement. With respect to Governments accepting this 

Agreement thereafter, i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receipt by 

the Director General of the Agency of the notification of such acceptance.

2. This Agreement shall continue in force for a period of five years from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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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of its entry into force.

3. The co-operative projects established under the Regional Cooperative 

Agreement for Research, Development and Training Related to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of 1972, as extended in 1977, 1982, 1987, 1992 

1997, and in 2002 which are being implemented as of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shall be considered as co-operative projects 

under this Agreement.

4. The entry into force of the amended Agreement, when necessary, shall be 

applied to the procedures of, mutatis mutantis, the 1 of  this Article.

Article .

Supplementary  Provisions

1. RCARO officilally opened on 27 March 2002 in Korea by consensus of the 

MSs at the 23rd National RCA Representatives Meeting(NRM) at Dhaka, 

Banglasesh in March 2001 and also the 30th RCA General Conference 

Meeting(GCM)in Vienna in September 2001 is deemed as the Regional Office in 

the region prescribed in pa.

ragraph 5 of article Ⅶ.

2. The existing RCA GOR which was enacted in Sep. 1999 at the National 

RCA Representatives is considered as being made under this Agreement. 

3. RCA cooperative projects, RCA mid term Strategy, and othe RCA activities 

are regared as done under this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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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RCA사무국의 국제기구화 전략

3.1. 추진전략

RCA사무국은 정부의 지원아래 국제기구화를 목표로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고 이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10

• RCA 주요정

책결정 참

여

• RCA통합정

보시 스 템 

사무국의 국제기구화 기반 구축(2010~2014)

   

   

年度別 推  主 方向

 전략 1. 사무국의 사업 수행 및 관리 역량 강화

 전략 2. RCA 회원국 및 IAEA의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

 전략 3. 파트너십 강화 등을 통한 RCA 사업재원 확대

2011

•RCA사업기

획  관리 참

여

• 회 원 국 역

량강화사업

2012

•RCA사업참

여 확대

•원자력지식

보전사업추

진

2013

•RCA사업관

리 확대

•회원국 지원

사업 확대

• 국 제 기 구

2014

•RCA사업관

리 수행 

• 회원국 기

여등 참여

확대 

그림 2-3 RCA사무국의 국제기구화 추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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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최근 추진 실적

□ 전략 1: 사무국의 사업 수행 및 관리 역량 강화

  ○ RCA 사업 참여 확대 추진

    - IAEA와 회원국의 권고에 따라 RCA 사무국의 RCA 사업 기획 및 관리 역량

을 강화하기위해 2014～2015 RCA 프로젝트 기획회의(’13. 2월) 참가 

      IAEA 사무차장 등은 개회식에서 RCA 사무국의 회의 참가에 대해 사의를 표명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

     ※ IAEA/RCA 프로그램의 기획관리 과정 사무국 참여 결의(제32차 국가대표자회의,'10. 

4월, 마닐라) : 사무국의 RCA프로그램 정보은행 역할 및 회원국 지원역할 강

화

    - RCA 사무국의 역할 확대를 위한 RCA 운영규정 개정 검토 합의(제35차 국가

대표자회의, ‘13. 3월, 미얀마)

  ○ RCA 사무국의 성공적 업무 수행 관리

    - IAEA와 회원국은 사무국의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받고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

행한 사무국의 역량을 높이 평가

     ※ UNDP의 글로벌 EXPO 참가를 적극 권고

    - IAEA와 회원국은 RCA/UNDP 공동사업인 핵의학 이미지기술 전수사업과 전

자빔기술 전수사업을 수행하는 사무국의 역량과 관리 능력을 높이 평가

 ○ RCA 홍보 등 인식제고

    - IAEA와 회원국은 RCA 활동 인식제고에 기여하는 브로슈어 발간에 대해 그 

내용과 디자인을 높이 평가하고, 홍보비디오 및 홈페이지 업데이트, RCA 

홍보를 위한 국제행사 참가에 대해 만족감을 표시하고, RCA 홍보 업무를 

수행한 사무국의 역량을 높이 평가

□ 전략 2: RCA 회원국 및 IAEA의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

   ○ RCA 사무국 역할강화 공감 확산

    - RCA/RCARO 활동 활성화 워크숍(‘13. 8월, 서울)을 개최하여 RCA 사무국의 

국제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협정개정(안) 논의 등 지지 확산 노력 전개

   ○ 회원국 및 IAEA의 사무국 업무실적 만족 표명 

    - RCA 회원국은 2012년도 RCA 사무국의 업무실적과 2013년 업무추진에 대해 

매우 만족하는 의사 표명 ('13.3월, 미얀마, 제35차 국가대표자회의, ‘13.9

월 제42차 RCA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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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국의 원자력 지식보전 및 인력양성 지원

    - KAIST, KAERI, ARCCNM와 공동훈련과정을 운영하여 회원국의 원자력, 방사

선안전기술 제고에 기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위상과 RCA 사무국의 지위 

강화 및 우호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전략 3: 파트너십 강화 등을 통한 RCA 사업재원 확대

   ○ UNDP와의 파트너십 사업 추진

    - 한국 정부 및 UNDP와 적극적인 협력을 전개하여 개도국 보건증진을 위한 UNDP 

파트너십(핵의학의 이용 및 응용 촉진)과제 수행

     10개 회원국에서 20명이 참가하여 1주간의 기초 훈련과정(“Train-the Trainers”)과 2주간 서울

대 분당병원 등 6개 협력병원에서 실습훈련과정(On-Site Regional Training Course)

개최(‘6.17～7.5)

     최종 평가회의(‘13.11.28～29 네팔) : 네팔 정부 관계자, 과제책임자 등 12개

국 19명 참가

    - RCA 사업재원을 UNDP과제로 추가 확보하여 전자빔(EB)을 이용한 개도국 환

경오염저감 기술 전수사업을 수행(산업분야: ‘13.8.19～23, 환경분야, 

‘13.10.7～10.11)

    착수회의(‘13.5.2～3, 푸켓), 태국 원자력청 부청장, 과제책임자 등 23명 참석

    진도점검회의(‘13.11.21～22, 세부), 필리핀 원자력청장, 사업책임자등 21명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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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P 파트너십 프로젝트 2013년 수행 결과

<핵의학 과제 프로젝트>

 핵영상 이미지 기술 전수 및 Network 구축

  - medical doctor 뿐 아니라 technician 및 physcist를 위한 훈련과정을 함께 

개최하여 회원국이 필요한 기술·지식을 전수  

  - 훈련과정, 내용, 강사 및 On-site training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

으로 평가 

 Expert network 메뉴를 구축하여 프로젝트관련 핵의학 전문가, UNDP 등 

관련 기관간의  정보 공유 촉진 (http://www.rcaro.org/undp2010)

 참여국 국가책임자 및 훈련과정 참여 전문가들의 지식전파 및 핵의학 홍보

  - 10개 참가국에서 133회의 훈련과정, 세미나, 워크샵, 강의 등을 통한 지식 

전파활동을 약14,000여명의 참가자들에(여 7,026, 남 6,629, not specified 535) 

개최하여 약177,000명의 환자의(여 120,182, 남 39,954, 아동 4,803, not 

specified 12,809) 진단 • 치료에 기여 

  - 회원국들은 브로슈어 및 책자발간, 성공사례에 대한 미디어인터뷰, 강의 

등을 통해 핵의학 원자력기술의 인식제고에 노력 

 RCA 지역 내 SPECT/PET 센터 등 관련 인프라가 증가함에 따라 동 프로

젝트에 대한 수요가 높아, 핵영상 이미지 기술과 응용 분야의 지식, 기술, Man 

Power 수준 제고, 핵의학 영상이미지 기술의 보급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전자빔 활용 프로젝트>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참여국의 전자빔 적용 현황을 분석하여 

상세 사업계획 수립

 사업계획에 따라 신소재 등의 산업 분야 및 환경오염 물질 처리에서의 전

자빔기술 적용에 대한 훈련과정 수행

 - 훈련과정 및 강의내용, 강사에 대한 만족도(약 90%)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

 참여국 국가책임자 및 훈련과정 참여 전문가들의 다양한 지식 전파 및 전

자빔 홍보, 정책도입 활동

 - 11개국에서 전자빔 활용 관련 지식 및 경험을 전파하기 위해 470여명의 

각지역참가자들에게 훈련과정, 세미나, 전문가 파견 등의 다양한  활동을 전개

 - 전자빔 장비가 없는 몇몇 국가들의 경우 장비 구축을 위한 정책결정자 워

크숍 개최 필요성을 피력

○ 타 국제기구와의 파트너십 발굴

   - UNDP GSS EXPO 참가시(‘13. 2월, 비엔나), OPID(OPEC석유기금), UNIDO 

등과 파트너십 사업발굴을 가능성 타진 등 지속적인 노력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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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추진 실적 개괄

2012년도 추진 주요방향 주요방향별 실적

RCA 사업 관리

- RCA 2014～2015 사업 기획 회의 

등 RCA사업 참여 

- RCA 2018～2023 사업 중장기 우선순

위 전략수립 기획 참여

- RCA 사업운영 및 관리를 위한 RCA 운

영규정(GOR) 개정 WG 참여

- RCA 사업 기획관리평가 기능을 수행

하는 RCA 프로그램자문위원회 참가

회원국 지원 사업 확대

- RCA/KAIST, RCA/KAERI,

  RCA/ARCCNM 공동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회원국의 원자력/방사선 

  이용기술 제고

- RCA 홍보 브로셔 발간배포, 홍보비디

오 활용, 홈페이지 개편 등으로 회원

국 편의 제고

- 회원국 Needs 부응 사업 발굴 확대를 

위한 설문조사 및 RCA사무국의 역할 확

대 공감 확산

국제기구화 추진기반 강화

- UNDP와의 파트너십과제 발굴수행 및

   OPID(OPEC석유기금), UNIDO와의 파트너십 

가능성 타진 등 RCA 재원 확보 기본

   미션 수행 

- RCA사무국 국제법인격 취득을 위한

  RCA 협정개정 필요성 합의 도출 및 

RCA 협정 개정(안) 마련 제출 지원

- RCA 정책워크숍 개최를 통해 국가위

상과 RCA 사무국의 역할강화 및 우

호적 협력네트워크 구축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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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2014년도 RCA 사무국 사업추진 기본방향

기 본 방 향

 ○ RCA 사업관리 수행

 ○ 회원국 기여 등 참여 확대

 ○ 국제기구화 추진 기반 구축

2014년도 주요 추진과제

 가.  사무국 위상 제고 및 역량 강화

   - 회원국 참가 RCA 정책전문가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사무국 법적 지위 강화와 사무국에 

대한 인식제고로 국제기구화 기반구축

    RCA 협정개정(안) 마련 WG 구성 운영

   - RCA 프로그램자문위원회(RCAPAC) 참여, RCA 프로젝트 관리자회의 및 프로젝트 

기획 평가 과정 참여 및 모니터링을 통한 사업관리 역량 확충

 나. RCA 인식 제고 사업 추진

   - RCA 통합 홈페이지 이용자 접속 편의성 개선(Password 부여 관리 등), RCA 

홍보비디오 활용도 제고

   - RCA 브로셔 등 홍보 책자 발간 배포 활용

 다. RCA 사무국 파트너십 제고사업 및 주도사업 확대 추진

   - RCA/UNDP 파트너십 사업 등 사무국 주도사업 추진

   - 역내외 관련 국제기구와의 파트너십 도모 

 라. RCA에 회원국의 참여 확대를 통한 Ownership 증대

   - 회원국과의 유대강화를 위한 Temp Staff 초청 활용사업 추진

   - RCA 사무국과 회원국간 협력강화 워크숍 개최

 마. 원자력 지식 보전 및 인력양성 지원사업의 지속 추진

   - KAIST 및 KAERI 등과의 공동 국내 교육훈련사업 운영

   - ARCCNM(아시아핵의학기구) 등과 국제 교육훈련사업 실시 

   - 회원국 정책결정자 초청 원자력 고위연수과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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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무국의 위상 및 역량 강화

 1) RCA 협정개정 추진 등 사무국의 법적 지위강화방안 도출 및 사무국 역량 강화

  ○ 추진 방향

   - RCA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하여 RCA 사무국 국제기구화 추진을 위한  

IAEA/RCA 차원의 WG 구성운영 전략 마련 워크숍 개최

   - 2013. 3월, 제35차 RCA 국가대표자 회의시 RCA 사무국 국제기구화 추진을 위한 

협정개정(안)을 마련을 위한 WG 구성 합의 도출

   - 아울러, 사무국의 역할 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RCA GOR 반영함으로써 사무국의 법

적 지위강화 및 사무국의 역할에 대한 IAEA와 RCA 회원국 인식을 제고

  ○ 추진 계획

   - 일시/장소 : ‘14. 6월말 또는 7월초/제주도(잠정)

   - RCA 국내외 전문가 초청 및 추진전략 마련

     * RCA 국가대표자, WG 멤버, 관계부처 및 IAEA/RCA 국내외 전문가 등 

   - 회원국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RCA 협정개정안 마련 등 RCA 사무국 국제기

구화 세부 추진전략 마련(미래부 정책연구와 연계)

   - 한국 정부(미래부) 및 전문가들과 사전 협의

   - ‘14. 9월, 제19차 RCA　사무국 상설자문위원회(SAC)와 제43차 RCA 총회시 합의

안 도출 방안 협의

 2) RCA 사업 기획 관리 참여를 통한 사무국 역할 확대

  ○ 추진 실적

   - RCA 회원국은 IAEA/RCA 프로그램의 기획관리 과정에 사무국 참여 결의(제32차 국

가대표자회의, '10.4월, 마닐라) 및 사무국의 역량 강화 결정 (제39차 총회, 

’10.9월, 비엔나)

   - 사무국의 RCA 프로그램 정보은행 역할 및 회원국 지원 역할 강화를 위해 RCA 가

이드라인 및 운영규정(GOR)의 사무국 Mandate를 개정(39차 총회, ‘10. 9, 비엔

나)

   - 사무국의 RCA의 정보은행 역할 및 회원국 지원 역할 강화 운영규정을 개정하였

으나, IAEA/RCA 프로그램 기획관리 과정 참여 근거 규정에 대해서는 사무국의 

역량강화 노력을 선행 조건으로 제시하여 ‘11. 2월부터 RCA프로젝트 책임자회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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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 IAEA/RCA 프로그램(2014/2015) 개발 Working Group회의 참여 및 권고안 마련

   - RCA/UNDP Partnership 과제기획 및 관리 수행으로 관련 지식 배양

  ○ 추진 계획

   - 사무국의 RCA 프로젝트 기획관리 능력을 UNDP프로젝트 수행관리를 통하여 지속

적으로 강화하고, 또한 필요시 IAEA/RCA 전문가를 초청하여 기획관리 관련 교육 

실시 등으로 지속적으로 역량 강화

   - 사무국 자문위원회 및 RCA 국가대표자회의, IAEA와 협의 추진

   - RCA 프로젝트 기획관리우선순위 부여 등을 위해 새로이 출범하는 RCAPAC 

(Programme Advisory Committee) 멤버로 사무국장이 참가하여 역할 확대하는 

방안 강구(제36차 국가대표자회의, 뉴질랜드)

 3) RCA 운영규정(GOR) 개정 WG 참여 등 사무국 역할 확대 

  ○ 추진실적

   - 제43차 RCA 총회(‘13. 9월, 비엔나)에서 회원국은 RCA 운영규정 개정(안) 마련을 위한 

WG 구성에 합의하고 RCA 사무국장을 멤버로 추천

   - 한국국가대표표자(미래부 우주원자력과장)와 RCA 사무국장이 IAEA 아태국장을 면

담하고 한국정부의 Extra Budget 기여와 RCA 사무국의 역할 확대와 연계방안 협

의(‘13. 9월, 비엔나)

   - 제42차 RCA차 RCA 총회에서 회원국은 우선 RCA 사무국이 역할 확대방안을 마련

하여 제36차 국가대표자회의에서 발표하도록 권고

  ○ 추진계획

   - ‘14. 2월 RCA 운영규정(GOR) 개정 Working Group(WG) 회의 참여를 위한 GOR 개

정(안) 마련

   - ‘14. 3월 제36차 RCA 국가대표자회의에 발표할 RCA 사무국 역할 확대방안 마련

(회원국 설문조사 등)

 

4). Regional Cooperative Framework(RCF) 참여 추진

  ○ 배경  

   - RCF(Regional Cooperative Framework)은 아시아태평양 역내 IAEA의 

기술협력 전략에서 RCA 및 ARASIA 지역협력 협정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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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CA 및 ARASIA 등의 지역협력 프레임의 활동과 아태지역 전체의 

기술협력(TC)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 ARASIA : Cooperative Agreement for Arab States in Asia for Research, 

Development and Training related to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이라크, 요르단, 레바논,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UAE, 예멘 등 7개국)

   - `09.12.9～11 IAEA에서 개최된 국가연락관(NLO) 회의에서 RCF 개발 및 

이행의 필요성에 대해 합의

   - `10.10.11～15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된 NLO 회의에서 RCF 초안 승인 

및 회원국에게 회람

  ○ 추진 계획

   - NRM(또는 GCM)에서 RCF 회의 참석 및 RCA/ARASIA 간 협력 추진을 위한 사

무국 역할 모색

   - RCARO의 업무범위를 RCA를 넘어 아태지역 전체 지역협력 사업으로 확대 되

도록 활동 확대

나. RCA 인식 제고 사업

 5) RCA 홈페이지 운영을 통한 정보교류 촉진

  ○ 추진 실적

   - 말레이시아 홈페이지 자료의 사무국 홈페이지로의 성공적인 통합 완료 보고 및 

시연(제32차 국가대표자회의, ‘10.4월, 마닐라)

   - 수정된 정보공개 및 홈페이지 개편에 관한 방안 검토 및 승인(제39차 총회, 

‘10.9월, 비엔나)

   - RCA 통합홈페이지 전면 개편 완료 및 보고 시연 (제33차 국가대표자회의, 

‘11.4월) 및 개통 (‘11.7월)

  ○ 개편 내용

   - 회원국 전용페이지(members only page) 개편 및 보강

   - RCA 사무국 주요사업에 대한 사용자간의 소통 강화 추진

   홈 페이지 해킹 대비 및 업그레이드 실시

   - 사무국 홈페이지를 중장기적으로 아 태지역 원자력 정보교류의 허브로 발전 

도모

   관련 국제기구 등 협력대상기관의 연락처 등 DB 구축

   RCA/UNDP 네트웍 구축을 위한 전용 폴더 구축, 각종 RCA 미팅자료,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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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What's new, RCA 데이터 보완 등

  ○ 추진 계획

   - RCA 통합 홈페이지 유지 보수

   RCA 데이터 베이스 지속적인 업데이트 실시

   RCA 사무국 홈페이지에 회원국 RCA 담당자 참여방안 마련

   - 사무국 홈페이지 전면 개편 등 편의성 활용성 보안성 강화

   RCA 회원국 접근성 등 사용자 편의성 개선

   아 태지역 원자력관련 정보 저장/검색 서비스 개발 추진

 6) RCA 홍보동영상 업데이트 및 활용 제고

  ○ 추진 실적

   - 홍보동영상 제작 완료 및 제40차 총회 상영(‘11.9월)

   - 제41차 총회에 수정 보완 추진계획 보고

  ○ 주요내용

   - 사양 : 고화질(HD) 10분 정도 분량

   - 내용 : RCA 미션, 비젼, 회원국 구성, 연혁, 활동/프로젝트 개괄 및 성과, 분야별(농업, 

환경, 보건, 산업) 주요 성공사례, 사무국 소개 등

     ※ IAEA 사무총장 등 주요인사의 인터뷰, 회원국 대표적인 성공사례 등

  ○ 추진 계획

   - ‘11년 제작 비디오 버전 지속 수정보완

     ※ 2013～2014 RCA 프로젝트 내용, 국가대표자 변경, 네팔 회원국 가입에 따fms 

보완 등

   - 수정 보완된 홍보동영상안 시연 및 승인 취득(제42차 총회)

 7) RCA 홍보 브로슈어 발간 및 활용

  ○ 추진 실적

   - 사무국은 2003년부터 총 4편의 RCA 홍보 브로셔를 발간하여 RCA의 대내외 

홍보에 활용함으로써 IAEA 및 RCA 회원국의 높은 평가를 받은 바 있음 

   - 제16차 사무국 상설자문위 및 제35차 국가대표자회의에 RCA 브로슈어 발간 계

획 상정보고(‘13. 3월, 미얀마) 

   - 제17차 사무국 상설자문위 및 제42차 국가대표자회의에 디자인된 최종안 상정검

토 (‘13. 9월, 비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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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국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한 RCA 브로슈어 발간배포(‘13. 12월)

  ○ 추진 계획

   - RCA 대중용 리플릿(안) 회원국 의견 수렴후 발간배포(‘14. 3월, 뉴질랜드, 제36

차 국가대표자회의) 

8) RCA 사업 및 사무국 활동에 대한 홍보 확대

  ○ 사무국이 실시하는 RCA 회원국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 관련행사 시 RCA 및 사무

국 활동소개

   - 한국/회원국 개최 주요 국제회의 참가하여 사무국 활동 홍보

   원자력 국제행사, 회원국 주최 원자력 관련 회의 등 

   - RCA 역내뿐만 아니라 역외 지역도 필요시 홍보

  ○ RCA 회원국 전문가 RCA 사업 홍보 지원프로그램 시행

   - 전문가 선정 기준 마련 후 회원국으로부터 계획을 접수하여 국제회의 참가비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 회원국 원자력 교육인프라(ICT)기반 구축 사업지원으로 RCARO 인식 제고(중

장기 과제)

  ○ RCA 홍보를 위한 기념품 제작

   - 전시회, 학술행사, 국가대표자회의 등 개최시 활용

 9) RCA 최종수요자 DB 업데이트 및 활용도 제고

  ○ RCA 정보의 확산을 위한 효율적인 매개체를 사무국이 구축   운영함으로써 

RCA 정보의 Hub 역할 담당

   - 협력파트너 기구의 전문가들과 상호 정보교류 효과 제고

  ○ 역내 회원국과 파트너 기구 등 원자력 이용과 협력의 전문가 등 최종수요자

(End-User)들이 필요로 하는 RCA 프로젝트 관련 DB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

고 DB의 규모 확대 추진

    - 국가대표자회의, 총회 및 기타 관련 국제행사 등에서 최종수요자 정보 업데이

트 및 추가 확보 등 

  ○ 최종수요자들에게 RCA 브로셔 및 성공사례 등의 자료와 DB 활용  활성화를 통해 

사무국 인식제고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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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CA 사무국 파트너십 제고사업 추진

 10) RCA/UNDP 파트너십 사업 추진

  ○ 추진실적

    -  RCA/UNDP ‘쓰나미 후속환경평가’ 사업종료 (‘09.12월)

    - 핵의학 파트너십 과제(핵의학 기술의 개도국 확산) 발굴수행

     프로젝트착수회의, 교육훈련, 진도 점검 회의 등(기간 : 2013.12월)  

    - UNDP 파트너십 과제 추가 확보

     전자빔이용 농업, 산업, 환경오염 저감기술 과제 UNDP 파트너십 과제로 

선정되어 수행(사업기간 : ‘12.12월부터 3년)

     규모 : 45만불(UNDP 30만불, RCA사무국 15만불)/ 3년

     LCC : 정읍방사선과학연구소(이주운 박사)

  ○ 추진계획

    - UNDP 핵의학 파트너십 과제(핵의학 기술의 개도국 확산) 최종보고서 발간배포

    - 정읍방사선 과학연구소 및 관련 전문가들과 성공적인 과제수행 도모

    - 필요시 UNDP와 협의하여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회원국 정부 정책결정자 초청 

워크숍 개최 추진

    - 종료된 UNDP 핵의학과제의 후속과제 발굴(‘15년 신규사업 착수 대비)

 11) 사무국 주도 사업의 전략적 발굴

  ○ 상시 접수창구 개설운영으로 신규 사업 개발   

   - 정기적 설문조사 및 RCA 홈페이지에 회원국의 과제제안 창구 마련

   - 사무국은 과제제안 회원국, IAEA 및 기타 관련 국가대표자 등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타당성, 실현가능성 등 검토

   - 적합 과제는 사무국 주도사업 또는 국제기구와의 파트너십(사무국 매칭 펀드 지

원)에 활용

  ○  RCA사업 참여를 위한 제도적 방안 강구

   - RCA 가이드라인 및 운영규정(GOR) 반영 추진

   - 필요시, EB 활용을 통한 RCA 프로젝트 후보 과제 지원 검토

 12) 관련 국제기구와의 파트너십 지속적 협력 추진

  ○ FNCA(아시아원자력협력포럼)와의 협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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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NCA: Forum for Nuclear Cooperation in Asia 

   - RCA를 대표하여 사무국장이 FNCA 조정관회의 참석

   - RCA와 FNCA간 협력과제에 대한 협력 추진 방안 강구

  ○ 기타 OFID(OPEC 국제개발기금)등 여타 국제기구와의 파트너십 추진

   - 프로젝트 개발과 제안서 준비 및 수행을 위한 RCA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과 운영 방안을 모색

   - 파트너십 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펀딩 가능 기관 조사

  ○ 국제기구와의 파트너십 프로젝트 추진 전문가 활용

   - 프로젝트 제안서 작성, 응모 방법, 추진전략, RCA 파트너십 대상기관 조사 발

굴을 위한 전문가 활용 검토

 13) IAEA RCA 사업에 EB 기여를 통한 사업 참여

  ○ IAEA와 협의하여 EB 지원형태로 RCA 사업 참여

   -  진행 중인 RCA 사업 또는 회원국 수요과제에 대해 IAEA와 협의 하에 지원 추

진

  ○ EB 기여 규모 : 미화 4만불～5만불(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 추진 계획

   - 제36차 국가대표자회의에 EB 기여 계획 보고(‘14.3월)

   - IAEA와 협의하여 EB 과제 확정 후 기여 추진(‘14. 하반기)

  ○ 기대효과

   - 한국정부의 정책방향과 연계하여 진행 중인 IAEA/RCA 사업 등에 전략적으로 EB

기여 형태로 참여함으로써 아태 지역의 원자력 인프라 구축 지원 및 장기적으

로 한국의 원자력 기술 수출기반 마련

   - 아태 지역에 대한 한국의 원자력 기술 우위 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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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RCA에 회원국의 참여 유도를 통한 Ownership 증진

14) 회원국 직원의 RCA 사무국 근무(Temp Staff)

  ○ 회원국 정부 RCA 협력담당자를 RCA 사무국에 근무토록 함으로써 회원국과의 유

대강화 및 사무국의 위상강화 도모

  ○ 추진 실적 : 

   - ‘04년 이후 매년 2～4명 총 27명 초청 활용

  ○ 사업내용 및 기대효과 

   - 초청 인원/활용 기간 : 3명 / 각 3개월

   - 지원내용 : 왕복항공료, 체재비(월2,000천원), 정착지원금 등

   - 담당업무 : UNDP Partnership 사업, RCA web site 관리 지원

   - 회원국 정부 관계자가 RCA 사무국에 근무함으로써 RCA에 대한 주인의식을 

증진시키고, RCA 사무국 역할에 대한 이해증진과 사무국 역량 강화

  ○ 추진 계획 및 일정안

   - 2013년도 Temp Staff 초청대상자 NR 추천 의뢰 (‘13. 1월)

   - 대상자 선정 통보 (‘14. 2월) 및 근무 개시('14. 3월)

 15) RCA 사무국 협력증진 정책워크숍 개최

  ○ 목적

   - RCA 사무국과 회원국간 협력증진 및 RCA 사업 활성화 방안 논의  

  ○ 개최계획  

   - 일시/장소 : ‘14. 6월말 또는 7월초/ 국내(장소 추후결정)

   - 참석 대상 : RCA 전문가 및 RCA 국가대표자 등 

   - 주요 내용

    회원국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사무국의 역할기능 강화방안 및 사업 활성화 방안 

등

    RCA 사무국의 국제법적 지위확보를 위한 RCA 협정개정 전략, RCA 사업관리 참여 

장치 마련을 위한 RCA 운영 규정 개정 논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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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원자력 지식보전 및 인력양성 지원사업의 지속 추진

16) RCARO/KAIST 원자력 석사과정 지원

  ○ KAIST 원자력/양자공학 석사과정 지원을 통하여 회원국의 원자력 핵심인력 양성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

   - 인원/지원기간 : 1명/2년

   - 지원내용 : 편도항공료, 입학금, 수업료, 생활비(90만원/월) 등

   - 추진방식 : RCA 사무국이 KAIST 위탁사업으로 추진

  ○ ‘13년도까지 지원 실적 : 총 28명(25명 졸업)

 17) RCARO/KAERI 공동 훈련과정 운영

  ○ KAERI의 국제원자력교육센터(INTEC)와 공동으로 회원국 대상 공동 훈련프로그램 

개발 운영

   - 지원방식 : KAERI와 소요경비를 공동분담

   - 연수분야 : 원자력기초, 방사선기술이용, 원자로 및 방사선안전 등

  ○ 추진 실적

   - ‘08.11.17～28 : 8 개국 11명 교육훈련 지원

   - ‘09.10.12～23 : 10개국 17명 교육훈련 지원

   - ‘10.10.4～15 : 9 개국 14명 교육훈련 지원 

   - ‘11.10.10～24 : 9 개국 14명 교육훈련 지원 

   - ‘12.10.8～22 : 10개국 14명 교육훈련 지원 

   - ‘13.10.7～21 : 10개국 15명 교육훈련 지원 

  ○ 추진 계획 및 일정

   - KAERI와 2014년 공동훈련과정 운영계획 협의 및 확정(‘14.3월)

   - 운영계획 보고승인 취득 (제36차 국가대표자회의)

   - 훈련대상자 선정 (‘14.8월)

   - KAERI에서 교육 훈련 실시 (‘14. 10월)

  ○ 기대효과

   - 회원국의 관련분야 인력양성에 기여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 및 안

전 인프라에 대한 홍보를 통한 수출기반 조성에 기여

   - RCA 홍보 동영상 시연 등 RCA 및 사무국 홍보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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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RCARO/ARCCNM 공동 훈련과정 운영

   ※ ARCCNM : 아시아지역핵의학협력협회(Asian Regional Cooperative Council 

for Nuclear Medicine)

  ○ 사업내용

   - ARCCNM과 회원국내 핵의학분야 학회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역내 핵의학 공동훈

련과정 운영을 지원

  ○ 추진 실적

   - ARCCNM/ASNM(필리핀 소재의 아시아핵의학학교) 공동훈련과정의 훈련생 25명 및 

강사 5명 경비지원 (‘08. 10.31～11.4, 인도 뉴델리)

   - ARCCNM/인도네시아핵의학및생물학회 공동훈련과정의 훈련생 25명 및 강사 5

명 경비지원 (‘09. 11.20～21,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 ARCCNM/방글라데시핵의학회 공동훈련과정의 훈련생 25명 및 강사 5명 경비지원 

(‘10. 12.17～18, 방글라데시 다카)

   - ARCCNM/WARMTH 공동훈련과정의 훈련생 25명 및 강사 5명 경비지원 (‘11.11.2

8～12.3, 베트남 호치민)

   - ARCCNM/WARMTH 공동훈련과정의 훈련생 25명 및 강사 5명 경비지원 (‘12.10.2

4～10.26, 서울대)

   - ARCCNM/SCMICON 공동훈련과정의 훈련생 25명 및 강사 5명 경비지원 (‘13.12.1

2～12.13, 인도)

  ○ 추진 계획 및 일정안

   - ARCCNM과 기본계획 협의 및 확정(‘13.3월)

   - 국가대표자회의 보고 후 적격 참가 후보자 추천 안내(‘13.4월)

   - 훈련과정 운영(‘13.10월)

  ○ 기대효과

   - 암치료 등 핵의학분야는 IAEA의 주력 분야로서 한국의 우수한 핵의학 기술 전

파 및 핵의학 기술 및 장비 수출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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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RCA 협정 개정과 사무국의 역할과 활동 방향 

4.1. 제36차 RCA(아 태원자력협력협정) 국가대표자회의(NRM) 

2014년 4.1~4.4 뉴질랜드 웰링턴에서 개최된 제36차 RCA)국가대표자회의가 개최

되었으며  사무국과 관련하여 논의된 주요 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IAEA의 

Mr. Ali Boussaha (IAEA TC Director)의 국가대표자회의 축사를 통해 RCA　사무국

의 활동과 역량을 높이 평가하고 향후 RCA 협력과 활동을 위해 사무국의 역할 확

대에 기대를 표명하였다. 

2018~2023 RCA 전략우선순위 준비를 위하여 Working Group이 작업한 중기전략(MTS) 

반영사항과 2018-2023 전략우선순위(SP)에 대한 콘셉트 페이퍼를 승인하고, 후속 사항은 

차기 GCM에서 보고하기로 하였다. RCA PAC(project Advisory Committee)위원으

로 뉴질랜드(Dr. Brun), 호주(Dr. Easey), 한국(정준극 사업부장), 일본(Dr. 

Tamaki), 인도(Dr. Unni), 필리핀(Dr. Castaneda) 6명을 선임하였다.

RCA '14～'15 프로젝트는 ‘14년도 신규 사업 8개, 17개 계속 과제 등 25개 과제 추진

하기로 하였다. IAEA가‘14~15년도의 RCA　 Mangement (RCA RAS 0068 : 

category B: Enhancing the Management of the RCA Agreement and its 

Programme) 과제를 2016~2017 사이클에도 계속 수행 필요성을 제기하자, 회원

국은 사업제안서를 한국정부가 제출하고 LCC는 한국 정부가 추후 지정하기로 합의하였

다. 한국정부가 동과제 주도국가를 맡고, 동과제 책임자(LCC)는 한국 정부가 추후 

지정하기로 합의하였다. 특히 RCA 프로젝트 수행과 관련하여 IAEA 재원 부족을 우려

하고 있다. 최근의 경우 RCA 프로젝트 예산은 회원국수의 증가와 지역협력사업 펀드 

축소로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으며 제36차 국가대표자회의 회람자료에서 IAEA는 

RCA프로그램에 대한 회원국의  자발적 기여금을 권고한 바 있다. 또한 차기 프로그램

에서 예산은 3.2 to 3.5 Million Euro로 전망하고 펀드 부족을 우려하였다. 따라서 

IAEA의 기술협력펀드 중 지역협력프로젝트 펀드 감소로 회원국의 특별기여금에 의존

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앞으로 사무국에 펀드 제공에 대한 요구가 전망된다. 

RCA 협정 개정문제와 관련하여 2013년 9월 개최된 GCM에서 한국과 호주가 제출

한 개정안을 검토하기 위한 Working Group 구성에 합의한 바 있다. 당시 한국은 

현재의 RCA 협정은 의장 선출, 의결 및 의사 정족수 등 의사 결정 절차 미비, RCA 

운영규정인 GOR 제정 권한 위임 근거, RCA 신규 가입 절차 및 RCARO의 설립 근

거 명시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 국가대표자회의 개최 전에 인도 

국가대표자는 한국의 협정개정 제안과 Working Group 구성에 대한 반대 의사를 강

력히 표명하였다. 한국은 동 협정이‘87년 이래 개정된바가 없어서 RCA 규정과 현실

이 협정과 불일치하는 조항들을 지적하고, 시대적 상황과 변화를 반영해야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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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강조하였다. 

표 2-6 RCA사업에의 회원국의 특별기여금  

협정개정 working group이 인도, 호주(의장), 일본, 한국, 중국, 미얀마, 뉴질랜드

로 구성하였다. working group의 의장이 운영 규정(OR), 운영계획 및 진행 현황에 

대한 보고를 차기 GCM에서 하기로 합의하였다. working group의 의장은(호주NR) 

협정개정에 대한 IAEA의 법률담당국(OLA)의 지원을 요청하며 회원국의 추가제안을 

차기 GCM까지 수렴키로 하였다.

또한 사무국 역할강화 Strategic Paper는 2013년 9월 개최된 제42차 GCM은 사무

국의 역할강화 필요성에 대한 발표에 대해 사무국 역할강화 strategic paper 제출 

및 회원국 수요조사 실시를 권고하였다. 사무국은 회원국의 수요조사 결과를 반

영하여 사무국 역할강화 strategic paper를 제출하였으며 Working group의 구성을 

제안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사무국이 제출한 역할강화 Strategic Paper 검토를 

위한 working group 구성(호주(Dr. Easey, 의장), 뉴질랜드(Dr. Peter), 일본, 파키

스탄, 중국, 필리핀, 한국, RCA사무국장 8인)을 승인하였으며 차기 GCM에 활동 

결과보고서 제출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사무국이 전략페이퍼에서 제안한 사무

국 주도(LCC 역할) 시범사업(pilot 프로젝트)추진을 승인하였으며 2016~2017 

RCA　프로그램 사이클에 포함하고 재원은 한국정부의 특별기여금(EB)로  충당하

기로 하였다. 이 프로젝트의 수행은 한국이 LC, 사무국이 LCC를 맡도록 하였

다. 한국정부가 두 개의 과제 제안서를 마무리하고 NR들이 우선순위를 정하여 

IAEA로 제출하기로 결정하였다. RCA 프로젝트 수행 및 관리 등 사무국의 역할 

확대를 위한 결정적 계기와 수단을 확보하게 되었다. 또한 사무국의 senior 

staff(P3~4) 채용문제는 working group에서 고려 후 차기 GCM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하였다. 워킹페이퍼에서 제안된 다른 분야의 경우에도 워킹그룹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새로 부여된 임무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GOR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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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되어야 하고, 사무국의 인적 자원과 투자 확대가 필수적이다.

이번 국가대표자회의는 RCA사무국의 발전과 관련하여 중요한 게기를 마련하였다고 

평가된다. 하나는 전략페이퍼를 제출하여 이를 논의하기 위한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운영결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사무국의 역할 확대와 활동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별기여금을 통하여 사무국이 RCA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됨으로써 RCA 프로젝트에 사무국이 참여한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회원국으로부터 

senior staff 채용 제안도 사무국의 국제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는 협정개정을 위한 워킹그룹의 구성이다. 사무국은 설립초기부터 협정에 

사무국의 설립 근거를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을 해왔으며 이번에 희망적인  

성과를 얻었으며 앞으로 정부와 회원국과의 협력을 통하여 협정개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회원국들은 강화된 사무국 위상을 적극 지지하며 협력기반을 

강화하는 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여 진다. IAEA는 RCA　사무국의 활동과 

역량을 높이 평가하고 향후 RCA 협력과 활동을 위해 사무국의 역할 확대에 

기대를 표명하였다. 그리고 호주, 미얀마, 필리핀, 파키스탄, 중국 등의 

국가대표자들도 한국과 RCA 사무국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였다. 파키스탄은 

전통적으로 한국과 RCA 사무국에 비우호적 입장을 견지했으나, 최근 한국과 RCA 

사무국을 지지하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과제로는 협정개정 과정에서 RCA 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 근거 명시에 

주력하고 이를 위하여 회원국과 협력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의장국인 호주 국가대표자와 뉴질랜드, 미얀마, 파키스탄, 필리핀 여타 회원국과 

긴밀한 협력 관계 유지가 중요하다. 아울러, 이번 국가대표자회의 전에 

협정개정과 WG 구성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던 인도 국가대표자의 협력 도출 

필요하며 RCA 사무국을 견제하고 국제기구화에 반대의사를 표명해왔던 일본이 

협정개정 WG과 RCA 사무국의 역할 확대 WG에 참여하는 바 그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으며, 반대 입장을 표명할 확률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RCA 협정개정 워킹그룹의 주도적 참여와 활동을 위해 WG 

멤버를 초청하여 한국에서 공식비공식 Meeting을 개최하는 등 성과도출 방안도 

강구 되어야 한다. 

4.2. RCA 협력프로젝트와 회원국 동향  

RCA 협력프로젝트는 IAEA의 기술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원자

력발전의 경우 전체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프로젝트가 존재하여 협력사업의 중복성

을 들어 원전 관련 프로젝트는 RCA 협력프로젝트에서 제외되어 방사선 및 방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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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위원소, 연구로 이용 및 응용 분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RCA회원국 중 원자

력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일본과 한국, 뉴질랜드, 싱가폴은 원전과 방사선 분야에서 

기술 공여국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중국, 파키스탄, 인디아는 기술 수준에서 

선진국 수준에 있으나 산업차원에서 개발단계로 RCA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고 있다. 이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은 베트남, 태국, 스리랑카 등은 

개도국으로 원전 도입에 관심이 있으며 방사선 분야와 연구 분야에서도 관심이 많

은 편이다. 미얀마, 네팔, 캄보디아, 몽고 등은 저개발국으로 분류되며 보다 많은 

프로젝트 참여를 추구하고 있으며 전문가와 정보, 시설 부족 등을 겪고 있어 보다 

많은 혜택을 추구하고 있다. RCA 프로젝트 제안에서 핵의학분야는 관심이 많으며 

주도권 경쟁이 심한 편이다. 특히 호주와 일본, 한국 등이 그예로, 환경과 농업, 공

업 분야는 국가별로 한 두 개의 프로젝트 개발 선도국(Lead Country Coordinator)

이 제안한고 있다. 

 

반면 회원국들의 국가적 과제를 보면 동남아시아의 회원국들은 대부분 개도국으로 

빈곤 타파, 경제개발, 복지 향상, 환경오염이 우선 과제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

으며, 원자력 기술과 관련하여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및 응용 기술을 토

대로 농업, 공업, 환경보전, 보건 복지(핵의학 진료 및 진단) 분야 등 훈련과 교육, 

장비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연구로 운영과 이용에서도 기술공여국의 협력

도 요구하고 있다. 

UN 차원에서는 MDG(Millenium Development Goal)을 설정하여 관련 국제기구가 

회원국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기후변화협약이 적용되는 경우 회원국은 원자력기

술을 적용하는 기후변화 대응 및 완화를 위한 지원과 협력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

다. 그러나 협력 방식에서는 개도국들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기술 수입보다는 공여

차원에서 협력을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사무국 주도 사업 개발에서는 이와 같은 

회원국들의 수요를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IAEA 협력 프로젝트와 중복을 피하

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타 국제기구와 협력 프로젝트 개발에서는 원자력기술의 이

용 및 적용 가능성을 전제로 RCA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다.

4.3. RCA사무국의 제2도약을 위한 주요 과제 

IAEA(국제원자력기구)와 회원국은 RCA 사무국이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고 평가하고, 그 역할과 사업 확대를 권고하고 있으나, 불안전한 법적 지위, 부족한 

재원과 인력의 한계로 추진 동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RCA 사무국이 직면한 한계 극

복을 위해 원자력방사선 이용 분야 사업 확충과 인프라 구축 등 지속가능한 발전 방

안 도출 또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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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차 RCA 사무국 운영위원회(‘13. 12. 26)에서 RCA사무국 유치국(Host Country)으로

서 국제적 리더십 강화와 국가원자력 위상제고 필요성이 논의되었으며 RCA 사무국의 

예산확대와 사업발굴을 위한 Task Force Team (TFT) 운영을 권고한 바 있다. RCA사무

국 발전 TFT는 운영 결과를 제36차 RCA 사무국 운영위원회(‘14.5.13)에 보고하였

다.  

향후 추진될 주요 사업으로는  다음과 같다.

가. 한국 정부의 EB(Extra Budget) 활용 사업

□ 사업방식

  ○ RCA 프로그램에 한국 정부 EB 투입

   - Pilot Project(시범사업)으로 IAEA/RCA 프로그램에 포함될 수 있는 과제를 기

획하여 RCA 사무국이 과제 책임자 역할 수행

  ○ RCA 프로그램 카테고리 B 사업에 투입

   - IAEA와 회원국이 예산을 필요로 하는 카테고리 B 사업(RCA  프로젝트 운영

관리 과제)에 한국 정부 기여금을 투입

  ○ RCA Foot note A 사업에 투입

   - 회원국에서 제안하여 ‘14～15 RCA 프로그램에 포함되었으나, 예산부족으로 추

진하지 못하고 있는 Foot note A 사업에 투입

□ 추진방안

○ RCA 사무국의 IAEA/RCA과제 LCC 또는 PMO 역할 수행 

  - IAEA TC사업에 매년 28만불(3억)을 기여할 계획으로, 동 예산을 활용한 RCA 

사업추진 시 사무국 역할 연계 제안

  - 필요시 PMO 역할을 위해 사무국 직원의 IAEA 파견 고려

○ 미래부 및 원자력관련 기관(KAERI 및 KIRAMS)들의 EB재원 확대 및 RCA 사

업에 활용 추진

  ○ 한국 정부의 EB 기여 프로젝트 관리를 RCA 사무국이 수행 하는 방안에 대한 

IAEA와 회원국의 입장 타진

   - RCA 사무국의 기획 과제 또는 Footnote A 사업에 대한 추진과 관리를 RCA 

사무국이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예산은 IAEA로부터 lump sum으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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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받아 사무국이 집행하거나, 사무국의 예산 요구로 IAEA에서 집행

      ※ RCARO(사업책임자, LCC) → IAEA

□ 기대효과

   ○ 기존 IAEA/RCA 프로그램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방식이므로 IAEA와 회원

국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RCA 사무국의  위상과 역할 강화에 직접

적 효과가 있음

    - RCA 사무국 수행 사업이 IAEA/회원국/한국정부/RCA 사무국을 모두를 만족시

킬 수 있는 사업방식

    - IAEA는 자체 수입 증대, 한국정부는 국제기구 ODA 기여 확대로 국가 이미지 

제고, RCA 사무국은 IAEA /RCA 사업 참여로 역할 확대, 회원국은 수혜의 

폭 확대 

나. RCA 사무국 주도 사업 (RCA 프로그램의 Sub 프로젝트 형태)

□ 사업방식

  ○ 회원국 Needs 충족 RCA 사무국 주도 프로그램 추진

   - IAEA 예산의 한계로 현행 IAEA/RCA 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으나,  회원국의 

Needs가 큰 성격의 프로젝트 추진

   - 예기치 못한 시급한 사안(Saars, 츠나미 등)에 대해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므

로 기존 RCA 프로젝트에 비해 기간이 짧고 규모가 작은 프로젝트 형태로 

운영

□ 추진방법

  ○ 프로젝트 수요조사 및 사업 공고, 접수 및 평가, 선정, 지원 등의 절차로 관리 

   - 최종 선정은 RCA 총회 또는 국가대표자회의에서 결정

□ 기대효과

  ○ IAEA/RCA 프로젝트 간소화(15개 이내 프로젝트) 및 대형화에 따라, 이를 보

완하는 sub project 형태의 사업을 통해 회원국에 필요한 프로젝트 수행 가

능 

  ○ RCA Fast Track 사업으로 RCA 규정에 따라 RCARO가 주도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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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 회원국, RCARO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서 RCA 사무국의 

역할 강화에 기여

다. RCA CRP (R&D)프로젝트 수행 

□ 사업형태

  ○ 회원국이 IAEA에 제출하는 프로젝트 제안서도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기존 지

식의 전수 보다는 연구를 통한 새로운 지식을 요구하는 내용이 다수  

  ○ 사무국은 IAEA/RCA 프로그램 규정에 따라 Fast Track 절차가 가능 하므로 

보다 유연하고 시의적절 하게 과제 수행 가능

   - RCA 협정에 원자력과학기술의 연구가 포함되어있음에도 ‘90년 이후

CRP(Coordinated Research Project) 과제가 현저히 축소

   ※ CRP는 IAEA의 Department of Nuclear Sciences and Application에서 관리

하고 있으며, RCA는 Department of Technical Cooperation에서 관리 하고 

있어, TC의 EB를 CRP에 투입할 수 없음 

  ○ R&D 과제와 연계하여 한국의 선도적인 기술 분야를 RCA 회원국에 이전하는 

센터역할, RCA RT School 운영 사업, IT기술 활용 e-learning 프로그램, 소

프트웨어 개발 사업 등 추진 가능

□ 기대효과

  ○ 원자력 기술 공여국과 수혜국간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연구과제의 수행으로 

RCA의 회원국의 원자력 과학기술수준 향상 

 - CRP는 IAEA의 모든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지만 사무국은 RCA회원국의 니즈

에 중점을 둔 연구과제 수행이 가능

라. RCA Working Group 운영 지원 

□ 추진 배경

 ○ 보통 RCA Working Group은 NRM, GCM의 의결에 따라 RCA의 특정 주제와 

사안에 대한 검토 및 결과를 차기 회의에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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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러한 WG의 미션은 시급한 사안이므로 효과적이고 활발한 의견 교환을 위해 

e-meeting과 병행하여 멤버가 직접 참석하는 회의 개최가 필요

□ 사업 방식

 ○ 사무국이 Working Group 회의 개최와 WG 활동을 조정·지원하는 Secretariat 

역할 수행

 ○ 아울러, 신임 NR(국가대표자)들 대상 프로젝트를 통해 의제 관련사항에 관한 

의견, 조언, RCA 배경 및 관련 정보 자료의 준비와 제공 등

마. 전문가 파견, 워크숍 개최 지원 프로그램운영 지원 

□ 추진 배경

 ○ 특정 회원국의 Needs가 크지만, RCA 프로그램에 포함되어있지 않거나, 포함

되어 있어도 프로젝트 예산의 한계로 수행이 어려운 경우 사무국이 전문가를 

파견하거나 전문가 워크숍 개최를 지원하여 회원국 기술 수요나 문제 해결을 

지원

□ 기대효과

 ○ RCA 정규 프로그램에서 커버하지 못하고 있는 기술 지원과정의 운영으로 회원

국의 지식개발과 관련 원자력기술 전수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과거 RCA는 RCA 프로그램에 포함되어있지 않은 기술에 대한 훈련/워크숍을 

지원 한 바 있었으나, 현재는 없음

바. 회원국 교육훈련 인프라(ICT 기반) 구축 사업

□ 추진배경 

 ○ 회원국간 정보 격차 해소 및 RCA 사무국의 인식 제고 증대

  - 회원국의 Needs를 충족시키고, 동시에 RCA 사무국(한국 )의 인식도 제고시킬  

수 있는 보다 실용적인 사업 추진 필요

  - Host Country인 한국 정부에 대한 우호 관계 형성에 기여

   ※ 일본 정부의 개도국에 대한 장기적 투자, JICA, KOICA 등 ODA 사업, EB 

사업의 성격과 의의, 효과 등 벤치마킹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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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 기반이 취약한 회원국에 컴퓨터(PC) 및 소프트웨어 등을 제공 하여 교육훈련 

인프라 구축을 통한 RCA 사무국의 인식제고 효과 거양

   - 전달식을 통한 홍보 및 인식제고, 컴퓨터에 로고(RCARO in Korea) 등 부착 

□ 사업내용

 ○ 10～15명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Computer Network 구축

 ○ 지원 장비 : 고사양  PC, 단말기,  laptop 등

 ○ 지원대상 : IT 취약 회원국의 대학, 공공연구 단체

 ○ 지원규모 : 회원국 별 3～4개 기관 지원(1개 기관 1,000만원 내외)

 ○ 지원 대상 선정 방법 : 회원국 NR의 추천

 ○ 선정기준 : Computer, Network 기반 취약 기관 우선 지원. 

□ 선정방법

 ○ 세부 선정 기준 및 지침 마련

    - 2～3년의 시범사업을 통하여 회원국의 반응 및 사업효율성을 평가하여 지속 

여부 판단

 ○ 사업효율성 평가를 위한 지침 마련 및 평가단 구성

사. RT 정책 과정 운영

□ 추진배경

 ○ 향후 우리나라 RI 기술·장비의 해외수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회원국의 원자력

계 리더층 형성 및 우호적 인적네트워크 구축 필요

□ 추진내용

 ○ RCA 회원국을 대상으로 정책과정(Nuclear Policy Fellow) 연수 프로그램 시행

 ○ 대상은 RI 장비 및 기술 도입예상 회원국의 정책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책 입안자 또는 차세대 원자력계 리더

 ○ 연수 내용은 한국의 RT 정책과 자국의 정책에 대한 비교연구, RT 관련기관 방

문, 학회 및 워크숍 참여, 한글 교육, 문화탐방 등

□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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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태 지역 국가는 대부분 RCA 회원국으로 RCA 사무국을 통한 협력기반을 강

화하여 RI 장비 기술 수출과 RT 산업발전에 기여

아. RT School 운영

□ 추진배경

 ○ RT 교육 프로그램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회원국들이 우리나라의 우수

한 RT 기술 인식할 수 있도록 간접 홍보 필요

□ 추진내용

 ○ 산업, 환경, 농업, 보건의료 등 분야별로 RCA 회원국 RT 전문가를 대상으로 

RT 교육 프로그램 기획 시행

자. RCA 협정개정을 위한 우호 분위기 조성 및 기반 강화

□ 추진배경

○ RCA 협정개정 Working Group 운영 관련 대응 전략 필요

    - 국가대표자회의(’14.4월, 뉴질랜드)에서 구성된 협정 개정 WG의 성공적 운영을 위

해 우호적인 NRs 참여를 위한 사전 작업 필요

    - SAC(자문위원회) 멤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 및 검토 유도 

    - IAEA의 WG 운영 지원이 어려울 경우 사무국의 자체 지원 검토 

□ 추진내용

 ○ RCA 사무국 협력 네트워크 구축

 - RCA 사무국 발전 전문가(RCA 사무국 근무 경험자 포함)등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강화

 - 국내 관련기관들(KAERI, KIRAMS, KINS등), 학회 및 산업체들과 가칭 ‘RCA 사무국 

활동지원단(협의회)’ 구성 및 운영 추진

 - 국제기구 관련 전문가 활용을 통한 전략 마련

  국내외 전문가 활용을 통한 협정 개정안 검토, 협정 개정 추진 전략, 국내외 

전문가 활용 등 종합적인 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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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법, 국제기구 유치 전문가들의 국가대표자회의 참석(전문가) 지원 

○ RCA 장관급 회의 개최 추진

  - RCA 협정 개정 및 사무국의 국제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협정 개정 모멘텀 확보

를 위해 RCA 장관급 회의 주최 추진(격년제)

□ 기대효과

○ AEA와 회원국의 우호적 지원과 지지를 유도함으로써 RCA 사무국의 국제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한국정부가 제출한 RCA 협정개정 추진 기반 구축

타. 사무국 운영 및 역량 강화

□ 추진내용

 ○ 독립 운영을 위한 법인화

   - 현재 KAERI 산하 일개 부서의 형태로는 국제기구 활동을 위한 조직 운영, 사

업 추진 등에서 한계가 있음  

   - RCA 협정에 사무국 설립 근거 마련 추진과 병행하여 국내 법인격 취득을 통한 

독립적 운영 여부 검토 

   - (장 점) 국제법적 지위 확보시 까지 독립 기관으로서 계약 및 협약 당사자 적격 확

보 

      ※ 필리핀 미작연구소(IRRI), 적십자사 등은 국내 법인으로 활동하다 국제기구로 발

전

   - (단 점) 독립적인 행정체계 구축 및 운영에 따른 경비 및 인원 소요정부의 재정 지

원에 대한 근거 미약(직접교부 → 과학재단)

○ 사무국 인력의 안정화 및 국제화

    - 담당관들의 잦은 교체(2년 파견 근무 후 원소속기관으로 복귀)로 인한 조직의 

불안정성 불식 필요 

    - 정규직 직원 채용 등 조직 안정성 담보 방안 강구 필요

    - 10～12명 규모로 확대하고, 직원의 3～40% 이상을 외국인으로 채용

      외국의 우수한 국제협력 전문가를 Cost Free Expert 또는 정규  직원으로 채용

      중국 및 일본 전문가, 외국인 senior 및 Deputy Director 채용  

      회원국 초청 직원의 1～2년 활용 고려

○ RCA 전문성 강화

  - IAEA TC 사업전략 수립 과정 모니터링 및 과제 발굴, RCA 협정 및 운영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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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프로젝트 관련 내용 파악 필요

  - RCA 중장기 전략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에 맞는 신규 과제 발굴 (4대 사업 

: 보건, 농업, 산업, 환경)

○ RCA 사무국의 국내외 성과 홍보 강화 

  - RCA 사무국의 역할 확대와 기능 강화를 위해 국내외적으로 활동 성과 도출 

및 홍보 필요

위에서 제안한 사업들은 사무국의 예산과 인력, 정부의 투자 정도에 따라 추진이 

검토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사무국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위해서는 현재 여

건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경쟁국인 일본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FNCA와 비교시 IAEA와 회원국의 지지를 받아 

설립된 RCA 사무국이 정통성 있는 국제기구로서의 확고한 위상 확보가 중요하다. 

이는 아태지역 원자력협력의 중심축이 RCA를 기반으로 한국으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사무국의 활동성과는 성공적으로 평가되고 있고 회원국들은 RCA 

사업과 활동의 중추적 역할 수행을 권고하고 있다. 

RCA사무국 예산, 인력 확대 등 기관육성을 통해 국가 원자력 리더십 창출의 호기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RCA사무국 사업 확대와 활동 강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가원

자력 및 RI 기술 장비 시장개척과 수출 기회 창출에 기여하게 된다.

TFT 활동 결과 도출된 사업은 중장기 과제와 단기 과제로 분류하고, 우선 실행 가

능한 단기과제 중심으로 예산 반영 추진하고 중장기 과제는 단계적 연차적으로 예

산 반영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소요내역 : 985백만원(추정)

소요내역
금액

(백만원)
내용 비고

RCA 사무국 주도 사업 575 - 국내기관과의 공동 사업

RCA 사무국 외국인력 
및 홍보 인력 채용

210
- 외국인력 채용 150
- 홍보 전문 인력 채용 60

RCA 장관회의 개최 200
- 회원국, IAEA 초청 경비 및 

행사비
필요시 미래부 
예산으로 반영

계 985 - -

※ 사무국 수행 시범과제(Pilot Project) 1.5억원, RAS 0068 과제 등 IAEA EB 기여  예

산은 미래부 예산으로 확보 필요



- 68 -

□ 세부내역

과제
금액

(백만원)

산출내역

(백만원)

RCARO/국내기관 공동프로젝트 120
- 60백만원×2개 과제

- 의학원, KAERI, 정읍방사선(연)

회원국 RT　정책 과정 연수 프

로그램
70

- 항공료 300만원×4회×3인= 36

- 체재비 300만원×9개월 =27 

- 기타 경비 7

RCA 전문가 회원국 파견, 워크

숍/포럼 개최 지원
130

- 전문가 파견 5인×6=30

- 워크숍 2회×50=100

RCA　RT School 운영 120 - 2개 프로그램×60=120

회원국 교육인프라(ICT) 구축 

지원
60 - 4개국×15=60

RCA 협정 개정 WG 운영 EBP 

예산 지원
35 - 항공료 및 체제비 7인×5×1회

RCA　SAC Member 초청 설명

회 개최 (매년 1월)
40

- 항공료 및 체제비 5인×4×1회

- 행사비 20

RCA 장관급 회의 개최 200
- 항공료 체제비 20인×10×1회

- 행사비 100

RCA 회원국 인력 채용 150
- 급여 10×12개월

- 주택 1×12개월+기타 수당 등 

사무국 홍보 인력 채용 60 - 연봉 및 부대 비용

계 9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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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RCA사무국 발전 TFT 제안  후속 조치(안) 

조치 사항 조치 내용 주관기관/지원기관

ⓛ 사무국의 IAEA/RCA 과제 

LCC/PMO 역할 수행 
- IAEA 및 회원국과 협의 완료

미래부/RCA사무국

2016년 예산 반영

② PMO 역할 수행을 위해 사

무국 직원 IAEA 파견
- 중장기 과제

RCA사무국/미래부

2018년 예산 반영

③ RCA R&D 프로그램 발굴 및 

수행 

- 사무국 역할 강화 WG 미팅 

(‘14.6월, 제주)　논의

- 시범과제 형식으로 추진 

RCA사무국/미래부

④ 회원국 RT 정책과정 연수 

프로그램

- 예산확보 후 2015년 사업 추

진
RCARO/미래부

⑤ RCA 전문가 회원국 파견, 

워크숍/포럼 개최 지원

- 예산확보 후 2015년 사업 계

획 반영
RCARO/미래부

⑥ RCA　RT School 운영 
- 사무국 역할강화 WG 미팅 

(‘14.6월, 제주)　논의

RCARO/미래부

2016년 예산 반영

⑦ RT 기술이전 센터 - 중장기 과제
RCARO/미래부

2018년 예산 반영

⑧ 회원국 교육인프라(ICT) 구

축 지원
- 2015년 사업계획 반영 추진 RCARO/미래부

⑨ RCA 협정 개정 WG 운영 

EBP 예산 지원

- IAEA 및 WG과의 협의

- 사무국 예산 활용
미래부/RCA사무국

⑩ RCA　SAC Member 초청 설

명회 개최 (매년 1월)

- 4월 국가대표자회의시 제안

- 필요성을 인식하고 RCA 의장

과 사무국장이 협의하기로 함

RCA사무국/미래부

⑪ RCA 협정개정 국제법 전

문가팀 구성 및 운영

- 국제법 및 국제기구 유치 전

문가 국제회의 참석 지원

- RCARO에서 자문료, 회의비

등 경비 지원

RCARO/미래부

⑫ RCA 사무국 활동지원단(협

의회) 구성 및 운영 

- KAERI, KIRAMS, KINS, 학회 

및 산업체

- 필요시, 국제법 전문가 포함

미래부/RCA사무국

⑬ RCA 장관급 회의 개최 추

진

- 9월 RCA 총회에서 한국 정

부 제안 및 추진

미래부/RCA사무국

2016년 예산 반영

⑭ RCA 사무국에 대한 조직 

진단 및 독립 법인화

- 2014 하반기 미래부 정책연

구과제 추진
미래부/RCA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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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 사무국 인력의 안정화, 파

견 직원 복직에 따른 대

책

- 법인화 추진과 연계하여 직원

의 정규직화 검토

- 사업부장 및 행정부장 채용

미래부/RCA사무국

 RCA사무국 인력의 국제화

- 4월 NRM에서 RCA 사무국 역

할 확대 WG 미팅(6월)에서 

논의하기로 함

- Cost Free Expert 파견  여부

는 9월 RCA 총회 전후로 중

국, 일본과 입장 타진

RCA사무국/미래부

2016년 예산 반영

 IAEA TC 사업전략 수립과

정 적극 참여 및 과제 발

굴

- 기획회의 참여 및 사무국의 

RCA 전문성 강화 

- RCA PAC와 정보 공유 및 

동향 분석

미래부/RCA사무국

 RCA 프로그램 자문위원회

(PAC) 구성시 한국 후보 

추천

- ‘14. 4월 국가대표자회의에서 

한국 정부 추천 위원 선출
미래부/RCA사무국

 RCARO의 국내외 성과 홍

보 강화 

- 사무국 인식제고를 위해 국

내외 활동성과 홍보 필요

- RCA 사무국 운영 성과 홍보 

및 각종 행사 홍보 자료 배

포

RCARO/미래부

 미래부, 원자력 관련 기관

(KAERI, KIRAMS)의 EB재

원 확대 및 RCA 사업에 

활용 추진

- 미래부 주관 회의 개최

- 사무국지원단과 연계
미래부/RCA사무국 



- 71 -

4.4. 회원국의 정치외교적 입장 및 장애 요인 분석 

RCA회원국은 창설 이후 계속 증가하여 현재 20개국에 이르고 있다. 회원국들은 사

무국의 활동에 대해 일반적으로 지지 입자을 보여주고 있으나 사안에 따라서 부정

적인 입장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RCA 의사결정은 Consensus제로 운영되어 RCA정책 결정에는 회원국의 지지확보

가 필수적이며 회원국과의 협력관계 유지와 증진은 사무국의 발전의 핵심요소로 되

고 있다. 협정개정의 경우 사무국의지지 성향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즉 협정개정

의 경우 사무국의 설립근거 조항에 대해서 국가적 이해관계, 자국내 협정개정에서 

장애 정도에 따라서 입장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사무국의 국제기구화에 

대한 합의 도출도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반면 IAEA는 RCA협정의 

당사자가 아니나 협정에서 협정회의의 주관역할인 RCA Secretariat 역할만 수행토

록 되어 있으며 RCARO의 국제기구화 사안은 회원국 문제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사무국의 국제기구화추진에서 IAEA와의 협력과 동의도 또한 필수적이다. 이러한 측

면에서 사무국과 IAEA와 역할과 사업 수행에서 관계 설정은 필요해지고 있다. 

1) 협정개정과 회원국의 입장

협정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일부 회원국은 RCA 총회 결의안으로 사무국 운영은 

충분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소극적 입장의 국가도 있다.

또한 RCARO는 협정에서 볼 때 RCA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별도의 조직(Unit)이라는 

인식도 있다. 그리고 RCARO가 독립적인 국제기구로 운영될 경우, 협정에서의 

RCARO와 전체 회원국간의 법적문제도 발생되며 단적인 예로는 협정에서 사무국이 

인정되는 경우 운영 경비의 회원국 공동 분담금에 대한 부담을 줄 수 있다. 

RCA협정 개정 추진에서, RCA 협정은 조약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제도이므로 이의 

개정은 회원국 국회의 비준이 필요로 하는 등 절차의 복잡성과 어려움이 있다.  또

한, 그 과정에서 회원국 및 협정회의에서 RCA 사업 전체에 대한 평가가 이루질 수 

있으며, 사무국 설립 자체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 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반해 한국정부와 사무국은 부여한 임무 수행에서 타 국제기구와 협력 수행 등

에서 국제법적 지위을 대변할 근거가 총회결의안이어서 법적 근거가 미약함을 표명

하고 근거조항을 협정에 반영할 것을 요구해왔다. 또한 유치국인 한국정부의 운영

비 지원에서 국제기구로서 활동 예산을 청구하면서 법적 지위에 대한 논란을 제기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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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정부의 입장 

유치국인 한국정부의 경우에도 담당할 역할과 업무 부담에서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다. 

기획재정부의 경우 국제기구화에 필요한 경비 지원과 확대는 정부예산의 편성과정

에서 필요성과 타당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는 정치권과 사회적인 합의도 요구된

다. 2012년 송도에 GCF 유치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국제기구 유치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여기에는 재정적인 지원과 함께 제도 정비와 인프라 투자도 적극

적으로 추진을 밝힌바 있다. 그리고 사무국 지원과 관리를 맡고 있는 미래부는 

RCA와 사무국 지원 필요성과 타당성, 그리고 투자 확대에 대한 타당성을 입증하는 

노력이 부담이 되고 있다.이와 함께 사무국이 국제법적 지위확보는 국제기구화로 

연결될 것이고 이 경우 사무국장은 회원국의 권리로 갈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정부의 인사에 도움이 주지 않을 수 있다.

 

외교부의 경우 협정개정 추진에서 회원국과의 협상과 지지 확보, IAEA와의 협의와 

지지 확보 등 외교활동이 필수적이다. 회원국에 대한지지 확보 외교는 복잡하고 다

양한 카드 활용이 필요하여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특히 협정개정

안에 대한 국회와 정당 등 국내 입장 조율도 부담이 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국내 

조율과 외교적 협상 및 회원국 지지 확보에서 장기간의 노력이 필요하다.

 
3) 사무국 운영 근거와 개선 방향 

사무국의 운영 현황을 보면 국제적으로 RCA 총회 결의안(Resolution)을 토대로 사

무국 설립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국내 운영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훈령에 의

사무국의 국제기구화 장단점국제기구화 장단점

< 장 점 >

-최초의 원자력 분야 국제기구의 유치에 따른 국가위상 제고

-원자력 분야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제 협력 주도

-RCA 사무국 활동의 독립성 보장 및 Authority 확보

< 단 점 >

-회원국 주도의 사무국 운영에 따른 한국 정부의 영향력 행사의 어려움

* 사실상의 사무국장 지명권 상실

-RCA 회원국 국가대표자 중심의 운영으로 독립적인 사무국 운영 불가

*회원국의 회계.재정 간섭, 한국 중심 사업의 개편.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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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RCA 사무국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즉 한국원자력연구원 내에 위치하여 

RCA 사무국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받으면서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다. 원자력

(연)의 RCA 사무국 운영 규정에 따라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고 있으며 사무국장은 

원자력(연) 원장과 그 외 직원은 사무국장과 고용 계약 체결 위임하고 사무국 조직, 

인사, 회계는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2001년 과학기술부에서('01) 국제기구 형태의 RCA 사무국 운영을 목표로 RCA 사

무국 유치 및 예산 확보를 추진하여 사무국을 유치하도록 하였다. 이는 국내에서  

최초의 원자력 분야 국제기구유치라는 가시적인 성과로 평가되었다. 

국제법적 지위 확보와 관련하여 외교부의 판단은 RCA 사무국이 국제법적 요건은 

미비한 상태라 국제기구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즉 국제기구화의 선결 요

건은 RCA 협정 개정(또는 RCA 협정에 부속하는 사무국 설립에 관한 별도 협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제법적 지위 확보 추진에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국제기구화를 위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외교통상부/RCA 사무국의 공동 노력이 필

수적으로 필요한 데  관련부처의 부담과 소극적인 협력 자세로 범 부처적인 협조체

계 미흡과 협조의 어려움이 상존해왔다. 더욱이 RCA 사무국의 국제기구화는 RCA 

사무국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특히 Authority 부재로 정부 부처간 협의 및 

대외적인 활동에는 많은 제약이 수반되고 있다. 

4.5. RCA사무국의  협정개정 노력

사무국 설립 추진 당시(2001-2002년)부터 국제기구화를 위한 법적 문제 등을 검토

하였으나, 협정 개정 시한이 촉박하여 추후 추진키로 결정되었다. 또한 협의과정에

서 일부 회원국에서 잠정운영 기간(3년) 이후에 법적 지위 문제를 논의 추진하는 방

안이 제시 합의되었다. 이후 사무국은 잠정 운영 기간 중 회원국은 RCA총회에서 

RCA사무국 설립 운영에 관한 총회결의안(Resolution) 채택을 채택하였다(제32차 

RCA 총회, '03. 9). 이어 RCA Guidelines and Operation Rules 개정하여 사무국

장의 역할과 책임 등(제33차 RCA 총회, '04. 9)을 총회결의안을 반영하였다.

RCA사무국 정식출범('05.4)에 따라 사무국 법적위상이 재논의 되었다. 총회 결의안

으로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의견과 상위 규범인 Agreement 개정 또는 별도의 

설립협정을 체결하여 사무국의 법적 위상을 제고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2007년 RCA국가대표자회이에서 한국은 Agreement 개정 등 사무국 법적 위상 제

고를 위해 실무그룹 설치와 사무국 주최 워크숍과 연계 개최하는 방안을 제안하여 

승인(제29차 RCA NRM, `07. 3)받아 실무그룹회의 (Working Group Meeting)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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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7월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호주, 필리핀, 일본, 중국, 한국 RCA 대표가 실무

그룹에 참여하였으며 IAEA Focal Person은 옵저버로 참여하였다. 

개최된 실무그룹회의에서는  8개 대안을 제안하면서 총회에서 결의안 채택을  권고

하였다. 실무그룹회의는 8개 대안중 8안을 가장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 채택하고, 

이에 의거, 제36차 RCA 총회에 결의안을 제출키로 하였다 (당시 1안, 3안, 4안 등

이 사무국이 가장 희망하는 대안이나 회원국의 Consensus를 얻기 어렵다고 실무그

룹회의가 사실 판단함)

표 2-8 2007 RCA사무국 법적 위상 제고 실무그룹 8개 대안

2007년 9월 개최된 RCA총회에서 상기 워크숍 결과의 보고 및 논의를 거쳐 사무국 

위상강화를 위한 결의안 채택 (제36차 RCA 총회, '07.9)하였다. 파키스탄 등 일부 

회원국은 사무국의 국제기구화 추진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으며, 상설자문

위원장은 RCA협정 개정이 회원국의 국회 비준 등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는 현실

적인 어려움을 표명하였다. 

IAEA측은 IAEA 지역사무소화에 난색을 표명(이사회 승인 필요 이유)하였으며 대안

으로 사무국의 위상 강화를 위한 결의안 (사무국이 RCA를 대표하는 권한 행사, 이

를 위한 회원국의 사무국 최대 지원, IAEA의 사무국과 협력 증진) 채택하였다.

사무국의 법적 지위 강화 문제에 대한 논의는 2010년 사무국이 웍숍을 개최하고 

다시 제기하였으며 회원국들에게 공론화를 추진하였다(RCA 제주 국제워크숍, 

`10.7). 웍숍에서는 아래 3개 사항에 대한 내용을 작성해 제11차 RCARO SAC 회

의와 39차 RCA 총회(`10. 9)에 제출할 것을 권고하였다. 

대 안 내  용

1안  RCA 사무국을 국제기구로 인정하기 위한 RCA 회원국간 별도 협정체결

2안  기존 RCA 협정에 사무국관련 조항 추가 및 보조협정 체결

3안
 RCA 사무국을 IAEATC부서에 부속시켜, IAEA의 RCA 프로그램을 위한 

 보조지역 사무국 역할 수행

4안
 1980년대 자카르타의 IAEA/UNDP프로젝트 사무국과 유사한 방식으로,  

 RCA 사무국을 지역내IAEA/RCA  프로젝트 사무소로 운영 

5안  RCA 사무국 설립 및 운영 관련 조항을 기존 RCA 협정에 포함시켜 개정

6안  RCA 사무국을 국제기구 수준으로 인정하는 RCA총회 결의안 채택

7안  RCA Focal Person을 사무국에서 근무토록 함

8안  RCA 사무국이 RCA를 대표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RCA총회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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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무국의 법적 지위 제고 필요성 

  * 이에 따른 회원국의 혜택

  * 사무국에 필요한 법적 지위를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 사항

2010년 RCA총회에서 웍숍 권고안에 대해서 RCA사무국 법적 지위 강화를 위한 구

체적인 방안제시를 요구(제39차 RCA 총회, '10.9)하였다.  즉 RCA총회는 사무국

이 2011년 NRM에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로 의결하였다. 2011년 4월 개최된 

제 33차 RCA국가대표자회의( NRM)에서 사무국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반면 당시 RCA협정의 연장안건이 상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같이 논의되었으며, 일

부 회원국들은 이미 자국 내에서 2012년 협정연장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개정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여 협정개정 노력은 무산되었다.

이후 사무국은 2017년 협정연장시기에 협정개정을 목표로 법적 위상 확보를 위한 

노력을 조기에 착수하였다. 이는 일부 회원국의 시간 부족상의 이유로 협정개정의 

논의를 반대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무국은 전략적인 목표 강화 워

크샵을 '12. 7. 10 ~ 12 동안  제주에서 개최하였다. 이 웍숍에서는 RCARO의 임

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국제법상 지위 확보 추진을 위해 향후 상설자문위원회

(SAC)에서 논의하고, RCA 프로그램 관리에 대한 RCARO의 역할은 상설자문위원

회(SAC)에서 RCA 프로그램에 관해 IAEA 및 RCA 조정관(coordinator)의 역할 및 

책임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 후 논의하며, 향후 RCA 프로그램이 주제별 조정방법을 

도입시, RCARO에서 사업 관리 지원 방안 검토 등을 권고하였다. 

2012년 개최된 제 15차 SAC 및 제 41차 RCA 총회(GCM, '12. 9월)에 사무국의 

전략적 목표강화 워크샵 결과를 보고하였다. RCA 총회는 시간상의 문제로 차기 

NRM(제 35차 NRM, 2013, 4)에서 전략적 목표강화 워크숍에서 논의된 권고사항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제주워크숍 결과 보고 내용의 하나인 “사

무국의 국제법적 지위강화”와 관련하여 일본 국가대표(대리 참석)는 RCA 사무국의 

국제기구화추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IAEA와의 관계, 회원국 분담금 문제, 

RCA 협정개정을 위한 회원국의 의회승인 등 개정절차의 복잡성 등을 언급하며, 심

층적인 검토의 필요성 제기)하였으나, 차기 국가대표자회의 재논의에 대해서는 동

의하였다. 

2013년 개최된 제 35차 국가대표자회의(NRM)(2013.4 )에서 사무국의 전략적 목표 

강화 워크샵  결과의 보고 및 토의가 진행되었다. 이 회의에서 RCA협정 개정시 사

무국 법적 지위 관련 조항도 함께 고려는 하되 추후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RCA협정개정안 제안을 희망하는 회원국은‘13년 제 42차 총회(GCM)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또한 운영규칙(GOR :Guidelines and Operating Rules for the RCA 

Programme) 개정 검토 시 RCARO, IAEA, RCAFP의 역할 및 책임에 대한 부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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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검토하기로 하였다. 즉 뉴질랜드 및 인도네시아 국가대표자가 초안을 성하여 

‘13년 제 42차 GCM에서 보고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어 9월 개최된 제 42차 RCA 총회(GCM)(2013.9 )에서 한국정부가 제출한 협정

개정안의 본격적인 논의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총회는 36차 NRM('14.4)에서 논의

를 위해 제출 기한을 연장하여 회원국들이 2014.3.1까지 의장에게 제안서를 제출

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RCA 협정 개정건은 2014년 제 36차 NRM에서 별도의제

(proposed amendment to the RCA Agreement)로 논의키로 하고, 또한 협정개정 

Working group을 구성키로 합의하였다. 

2014년 제 36차 NRM에서 RCA 협정 개정 워킹그룹을 구성하였으며 9월 총회에 

운영 결과를 보고하기로 하였다. 

4.6. 협정 개정을 위한 대응 방향

일반적으로 국제기구 설립 유치 절차는 일반적으로 국제기구 설립 유치 절차는 참여국가들간 협상 → 협정개정 을 통해 국

제기구 설립 합의 →국제기구와 우리정부간 유치 협정 체결로 절차가 이루어진다. 

국내의 경우 진행 절차는 관계부처 협의→대외교섭 및 협정 문안 확정→법제처 심

사  → 차관 국무회의→대통령 재가 →(필요 시 국회 비준 동의) → 협정서 서명 또

는 가입서 기탁→국내공포조치로 진행된다.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

다.  

국제기구 설립시 고려사항으로는 국제기구 설립시 고려사항으로는 국제사회의 주요 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고, 장

기적으로 지속 발전 가능성이 있으며, 우리에게 실익이 되는지 우선 검토 필요하

다. 즉 설립 운영을 통한 이익이나 성과가 가시적이어야 정부내 절차, 국회 동의 등

의 절차 진행시 용이하기 때문이다.

국제기구 유치를 위해서 유치 대상 기구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범 정부적 협의 및 

합의 선행 필요하다. 또한 동 기구 설립 및 재정부담 방안 등에 대해 관심국들의 

적극적 지지 확보 필요하다. 

국제기구 유치를 위해서는 통상 유치국이 소요 예산의 상당부분을 부담하는 바, 국

제기구 예산 확보에 대한 장기 전략 마련 필요하다. 우리 정부가 부담하는 비용이 

헌법 규정에 따른 ‘중대한 재정적 부담’으로 해석될 경우 국회의 동의 필요기 때문

이다.

RCA 협정개정은 부분개정과 전면개정으로 나누어서 어떤 것이 실현성이 있는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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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익 차원에서 검토한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분개정은 5년 연장을 포

함하여 지역사무국의 설치운영에 대한 조항만 포함하는 것으로 현 상태를 유지하고 

법적 지위만 확보하는 것이다. 

전면개정은 RCA의 목적, 회원국, IAEA와의 관계, 사무국 설치 및 운영, 프로젝트 

등에 대하여 폭넓게 개정을 하는 것이다.  

- 목적: 현재는 연구, 개발, 훈련으로 되어 있는데 연구-개발 사항을 어떻게 정리

할 것인지 검토

- 회원국: 현재 헌장상의 지역 구분과 그에 해당하는 회원국의 정리, 회원국 자격 

획득에 대한 검토, 회원국 탈퇴에 대한 조항, 제재에 대한 조항 등 재고

- IAEA와의 관계: 재정립 필요

- 사무국 설치 및 운영: Regional Office 에 대한 정의 필요

- 프로젝트: 특히 Implementation rate, Project officer 문제, Monitoring 등에 대

한 사항 재고 필요

추진전략에서 고려할 사항으로는 이전에 부처간에 충분한 협의를 전제로 미래부 장

관이 외교부 장관에게 공문으로 지역사무소를 국제기구화 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

한지를 문의하여 외교부로부터 확답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기재부 장관과 협

의하여 국제기구화 추진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도 있다. 그리고 

주비엔나 대사가 IAEA(사무총장)와 협의하여 본부협정과 유사한 성격의 협정을 

IAEA와 한국 정부가 체결하는 방향으로 외교적 협의를 추진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한국정부는 RCA에서 RCA사무국의 국제기구화 노력에 대한 방안과 의지를 보여주

는 것이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서 사무국장은 한국 이외의 회원국, 또는 국제기구 

유경험자를 초빙하는 문제, 사무국장 인건비 부담 문제 등, 또는 부사무소장 

(Deputy)를 두어서 외국인이 맡도록 하는 문제 등을 포함하여 회원국에도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RCA 협정 개정 추진은 향후 구성되어 운영될 협정개정 WG과 사무국 발전 워킹그

룹의 활동 결과를 중심으로 하여 총회결의안 채택을 목표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위하여 한국정부는 사무국 국제기구화 추진 기획단을 구성 운영하는 

것을 권고한다. 추진 기획단은 정부(기획재정부, 외교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련부처)

와 관련 연구기관, 학계 및 연구계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하여 활동하고 국제기구로서 

법적 지위 확보까지 임무를 수행하는 한시 조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기획단은 협정 

개정, 한국정부와의 사무국 설립협정 및 정관, 한국정부와의 본부 협정 체결, IAEA와 

협력과 협상, RCA펀드(사무국의 활동 지원 목적) 조성 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사무국 국제기구화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을 권고한다. 지원단은 관련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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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KAERI, KIRAMS, KINS, 산업체, 대학 등을 포함)으로 구성 운영하고 사무국 사업 

발굴 및 수행 지원, 사무국 운영 자문 등을 수행한다.  

표 2-9 RCA협정 개정과 당사자 입장 분석

기관 역할과 입장 비고

IAEA

o 현재 입장 유지 입장을 견지 

 -협정 관리: 법적자문, 협정연장, 회원국 가입/탈퇴, 

 - 협정 정책회의 주관 

 - 프로젝트 펀드 제공/수행 지원(회계, 기술, 재원 관리), 

기술협력사업

유지 및 지원

- 펀드제공

회원국

투자 확대 요구, 기존협정 유지 및 사무국 역할 강화

- 협정 정책회의 참가 및 의사결정

- 프로젝트 제안 및 수행(LCC)

- 일본: FNCA 운영 관련 견제 및 부정적지지

- 호주 : RCA 주도권 유지, 협력적 독자노선

- 중국 : 일본 견제 및 RCA 지원 

- 인도/파키스탄 : 독자노선을 표방, 사안별지지

-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 우호적 입장 견지

- 한국: 사무국 운영 및 국제법적지위 확보/국제기구화지원

RCA발전과 

협정강화

 

RCA

사무국

국제법적 지위 확보와 국제기구화 추진

- 국제법적 지위 미 확보(협정에 근거없음. ) 

- RCA 홈페이지 운영 및 RCA 정보자료 관리

- 타 국제기구 펀드 모색 및 프로젝트 개발 및 수행

- RCA사업 홍보 (자료 제작 베포, 홍보 활동)  

- 사무국 주도 사업 : 지식 보전 사업

- 상설자문위원회 및 정책회의 결정 이행

* 향후 전망

- IAEA와 회원국은 현 사무국상태를 유지하되, 법적지위 부

여와 역할 및 기능강화는 요구할 것으로 전망됨. 특히 현 

상태의 국제기구화에는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이는 협정개정워킹그룹과 사무국 발전 방향 워킹그룹의 

결과를 반영하여 추진이 전망됨.

* 역할 강화 전망 : 특별기여금과 사업 예산 확대

- RCA프로젝트 참여 : RCA관리프로젝트 수행 및

   footnote-a 사업 참여 등

- IAEA/RCA 업무 분담 : RCA 정책자료 발간, CFE 파견,

- RCA정책포럼개최  고위급회의, 아태 학술포럼, 인력양성 

- IAEA/RCA<->RCARO Joint Meeting 등 

IAEA와 관계

설정과 협력

RCA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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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A 장관급 회의 개최

RCA장관급회의 개최는 명분과 의제, 시기 및 장소의 선정 등이 여러 측면에서 검

토가 필요하다. 

2002년 RCA사무국 설립시 한국에서 국가대표자회의가 개최되어 대전 한국원자력

연구소에서 기념식을 가진바 있다. 이 기념식에는 한국은 유치국정부로서 장관이 

참석하였으며, 국가대표자들이 참석하였다.

RCA장관급회의는 명분상 보다 큰 의미를 가져야한다. RCA사무국의 설립에서 RCA

협정개정과 RCA사무국 본부협정 조인식을 겸한다면 명분은 갖출 수 있다고 판단된

다. 현재 RCA사무국은 RCA총회 결의안으로 한국에 둔다고 되어 있고 워킹페이퍼

와 과학기술부장관 훈령에 원자력연구원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사무국 

본부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사무국의 국제법적 기구화를 위한 선행 준비가 필

요하다. 이는 서울대에 유치한 국제백신연구소의 사례를 들 수 있다. 백신연구소는 

본부협정조인식을 뉴욕 유엔본부에서 거행한 바 있다. 

RCA장관급회의의 경우 한국에서 개최하는 경우 많은 부담이 있을 수 있다. 우선 

RCA회원국 정부의 고위급이 협정개정과 본부협정 기념으로만 초청에 응하기는 어

려울 수 있다. 따라서 RCA장관회의는 한국보다는 IAEA 총회 기간중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정부와 IAEA, RCA회원국간 협의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이 기간중 RCA 홍보전시회 개최와 학술포럼을 개최하면 하루 정도의  

일정도 소화가 가능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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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RCA 사무국의 국제기구화 추진 방안 작성 및 

전략 수립

제 1 절  국제기구의 정의

오늘날 국제기구는 국제질서의 핵심이다. 세계 최고 그리고 최대의 국제기구인 국

제연합(UNITED NATIONS)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 국제기구라고 하는 경우에도, 소

위 실패국가(FAILED STATES)를 훨씬 능가하는 중요성과 글로벌적 영향력을 가지

고 있다. 그러므로 일국의 발전을 위한 대외적 노력은 국제기구를 지향하지 않고는 

결코 달성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에 대한 국내에서

의 인식과 연구는 많이 뒤처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국제기구를 관통하는 일관된 

법 이론이 구축되어 있지는 않지만, 국제기구에 대한 규범적 이해는 매우 중요하

다. 그것은 우리나라처럼 천연자원이 부족하고 국제무대에서 어떤 확고한 정치ㆍ경

제적 위상을 구가하지 못하는 처지에서는 국제기구의 활용을 통한 국가발전의 도모

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1.1 국제기구의 정의

국제기구의 개념 및 특징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합의된 명확한 정의나 국제법적 

정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 개념으로 “3개 이상의 정부간 혹은 비정부간 

회원들의 합의에 의해 회원들의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성립된 공식적이고 

지속적인 조직”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다.

위와 같은 개념을 기초로 몇 가지 특징에 의해서 국제기구를 정의를 해보면 즉, 국

제기구는 a) 3개 혹은 그 이상의 회원국이나 단체로 구성, 2) 공동 목표 및 목적, 

3) 제도적 장치, 즉 상설사무국, 총회, 이사회 등, 4) 다자적 국제조약 (협약, 헌장, 

정관 등), 5) 국제적 법적 인격 (legal personality)을 보유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

다. 

국제기구의 정체성은 제도화된 국제회의, 상설적 외교협상 채널, 다자외교 

(multilateral diplomacy), 회의외교(conference diplomacy), 전지구적 공공정책 

(global public policy)의 수립 및 집행자, 다자협력의 국제적 수단으로 되고 있으

며. 국제제도(institutions), 국제레짐(regime), 글로벌거버넌스 (global governance)

와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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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의  분포 및 소재지를 보면 약 1천개의 정부간 기구를 포함하여 세계에 걸

쳐 약 2만개 이상의 각종 국제기구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제기구 집적

지 (cluster)를 보면 주요기구 본부는 뉴욕, 제네바, 비엔나, 헤이그, 본(독일), 브뤼

셀 등 주로 선진국 도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아시아의 경우, 주로 방콕, 마닐라 등 

소재하고 있다.

국제기구는  단수 혹은 복수기능 여부,와 목적, 기능의 성격의 목적, 기능적 차이가 

있으며, 회원 자격과 성격(정부간기구(IGO), 비정부간기구(NGO), 혼합기구), 유엔

의 경우 서열에 의한 국제기구, 구조와 조직의 통합정도 등에 따라 분류도 가능하

다.   

1.2 국제기구의 유치.설립 및 법적 근거 

국제기구의 유치.설립 및 법적 근거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국제기구의 설립 혹은 유치

    가. 국가간 협정 (국제조약)에 의한 설립

       국제조약에 의해 독립기구로 신설 (예: 유엔, IAEA, WTO, World Bank 그

리고 2011년 국제재생에너지기구 (IRENA), 2010년 한국 주도의 GGGI 

등)

    나. 국제기구의 결정에 의한 설립 (파생기구)

       기존 국제기구(기관)에 의해 하부 혹은 별개 조직으로서 기구 신설 (예: 유

엔대학교 (UNU, 동경소재)

    다. 협력기관 본부협정 MOU에 의한 설립

       국제기구 (사무국)와 해당국간의 MOU 등에 따라 설치-

       (예: UN 거버넌스센터, UNESCO 아태평화이해교육원(APCEIU) (Category 

II) 등)

 2) 국제기구의 법적지위 부여

   *  국제기구는 회원국과는 별개로 독립된 국제법적 법인격을 가질 수 있음. 즉, 

헌장에 규정이 있는 경우, 자신의 명의로 권리, 의무를 행사하고 유효한 법

률행위를 할 수 있음. (예; 유엔헌장 104조)

 - 국제기구의 법적 효력이 당연히 특정국가에서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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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기구의 특권 및 면제의 근거

    -  국제협정, 국내법 혹은 본부협정 (headquarters agreement)이나 관습법에 

의해 인정

    - 특권 및 면제의 내용

      :  국제기구 자체, 회원국 대표자, 국제공무원 그리고 임무수행상 전문가 등

의 특궈 및 면제 등으로 구분

      :  국가에 따라 국제기구 설립 협정이나 유치를 위한 본부협정은 국회 동의 

(비준) 대상이 됨 

1.3 국제기구 유치.설립의 방법 및 절차 

  1) 새로운 독립된 국제기구의 설립을 하는 경우

       - 관심 국가 혹은 국가들이 목적, 취지, 조직, 활동 사업 등에 대한 합의 

등을 거쳐 헌장 등에 이를 명시 초안 마련, 참여 희망국가들의 국제조약

으로 창설 완료

        

    * 사례: 2011년 국제재생에너지기구 (IRENA) 창설

         (독일의 제안으로 논의 착수--> 관심국가들의 준비회의 (목적, 조직, 활

동, 재정 등 논의)-> 워크숍을 통한 설립헌장, 프로그램등에 대한 구체

안 준비-> 최종 준비회의에서 헌장에 대한 합의도출 및 사무국 소재지 

등에 대한 원칙 합의-> 설립회의 개최, 설립헌장에 공식 서명-> 각국 

정부 비준 착수-> 주요국가 유치경합 (아랍에미리트, 독일 본, 비엔나 

등)->  헌장발효 전까지 서명국들로 과도적 기구로서 준비위원회 

(Prep.com) 구성, 임시본부 및 임시사무총장 선출-> 헌장 발효에 따라 

정식본부 (아랍에미리트)와 정식 사무총장 임명으로 공식 출범)      

 

  2) 기존 국제기구의 주도에 의한 경우

     - 총회 혹은 설립위원회에서 파생 국제기구의 목적, 취지, 조직, 재정 등에 

관하여 타당성 검토 후 제안서 제시, 관심국가가 이에 부응하는 조건을 제

시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진행, 최종적으로 결의에 의해 설립확정

      * 사례: 1973년 유엔대학교 (UNU) 설립

      ( 1969년 우탄트 유엔사무총장이 설립 주창, 1969년 -1972년에 걸쳐 유엔

총회 결의에 의해 타당성 조사 및  설립위원회 구성-> UNU 헌장 초안 준

비-> 일본의 유치의사 제출->1973년 UNU 헌장 승인 및 동경소재 UNU 설



- 83 -

립 확정)

  3) 특정 국가의 유치.설치 제안에 의한 경우

     - 파생 국제기구 설치의 목적, 취지, 조직, 재정 등에 관하여 제안서를 제시, 

혹은 총회 및 관련 위원회의에서 공식 제의, 이에 대하여 해당 국제기구가 

타당성을 검토, 결의에 의해 최종 승인

      * 사례: 2009년 아시아태평양 무형문화유산센터 설립

      (2003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채택후, 2004년 한국정부 설립 추

진-> 설립제안서 제출 및 유네스코와 협의 시작- >2005년 유네스코총회에

서 설립의사 공식표명-> 2006년 한국 설립기획단 조직 및 유네스코와 신탁

기금 설치협정 체결->2008년 공식설립제안서 제출-> 한국, 중국, 일본과 

설립유치 경합-> 2009년 유네스코의 타당성 조사-> 2009년 9월 유네스코 

총회가 한국 유치 승인, 설립 확정)

1.4 국제기구의 조직, 구성 및 운영 

가. 조직 및 구성

  

   (1) 헌장(규정)에 의거한 조직 구성

     - 총회, 이사회, 각종 위원회, 사무국 등에 따른 권한과 책임 부여

     - 총회는 전회원국으로 구성, 주권평등 (1국 1표주의)가 원칙

     - 이사회는 전회원국을 대신하는 일정 수의 회원국으로 구성 

 

   (2) 사무국 (Secretariat)의 지위 및 역할

     - 회의지원, 행정업무, 전문분야 등 부서별 업무담당          

     - 중립성, 청렴성, 공정성 등에 의한 국제공무원 (international civil service) 

신분

     - 국제기구공무원으로서 외교적 면책 및 특권

     - 직급별 (SG, DSG, USG/ASG 등 정무직, D2/D1, P5-P1 등 전문직, 

General 일반직, 기능직 등) 

     - 특히 사무총장 등 고위직은 국제적 권위와 주요 글로벌 의제에 대한 영향력 

발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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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제기구의 운영 및 내부 의사결정체제

   (1) 국제기구의 운영

     - 회기: 정기회의, 특별회의, 긴급회의, 임시회의 등

     - 국제회의 의사규칙 (rules of procedures)에 의거, 회의 진행

     - 투표권은 1국 1표주의가 원칙 (공식 회원국 이외에 * 옵서버국가, 혹은 옵

서버 지위) (기타 NGO에 대한 “협의적 지위” consultative status 인정) 

   (2) 내부 의사결정구조 및 절차

      가) 표결방법

         * 만장일치제 (unanimity) 

         * 다수결제 (majority rule)

         * 합의제 (consensus) 

         * 비중투표제 (weighted voting)  

         * 거부권 (veto power) 등

     나) 위원회 등 조직 구성 

         * 투표제 (voting)

         * 순환제(rotation)

         * 지역적 배분(geographical distribution)

      다) 의사결정과정의 요소

         * 공식협상 (formal negotiation)

         * 공식 혹은 비공식 협의 (formal or informal caucusing)

         * 신사협정 (gentlemen's agreement)

         * 연대형성 (coalition building)

         * 일괄타결 (package deal)

         * 연계전략 (linkage strategies)

         * 지역그룹 (regional groups)

         * 투표블럭 (voting bloc) 혹은 비공식 협의그룹( caucus group)

  

다. 국제기구의 재정 및 재원

  

   * 일반적으로 재정은 회원국 정규분담금 및 자발적 기여금 등으로 구분

     - 정규분담금(Assesment): 대부분 각국의 “재정지불능력” 

       (capacity to pay)에 의해 회원국들이 분담 (예: UN의 경우, 10단계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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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22%, 최하 0.001%비율로 유엔 기여금 위원회에서 매 3년마다 결정)  

(특수 case: UN-PKO 분담금)

                     

      - 자발적 기여금(voluntary funding): 회원국의 자발적인 기여에 의해 운영(사

실상, UN의 pledge meeting에서 정규분담금 수준에서 매년 적정 금액을 

사전 공약하는 것이 관행)

    * 대부분의 유엔 및 관련기구들은 유엔의 기여금 배분기준을 참고, 준용

라. 국제기구의 실제운영과 정치역학

   (1) 국제기구를 활용하는 국력 및 국제적 영향력 확대 노력

       

     * 회원국은 독립된 주권국가로서 기존 국제기구의 규범과 원칙 내에서 국익의 

극대화 및 국제적 영향력 제고 노력

     * 국제기구의 내부 및 외부에서 다양한 수단과 기회 활용

      (예:  오란 영 (Prof. Oran young) 교수의 3가지 “국제적 리더십” 분류

      - 구조적  (structural leadership): 국방력, 경제력 등 국력

      - 경영가적 (entrepreneurial leadership): 중재, 협상력 등 “soft power”

      - 지적 (intellectual leadership): 국제규범 제안등 외교관의 역량

  (2) 국제기구의 개혁을 통한 국력 및 국제적 영향력 확대 노력

     * 국제사회의 변화 (경제력 등 국력, 잇슈, 국제환경, 국제기구의 내부 등)에 

따라 자국에 유리한 방향의 국제기구 개혁을 추구

     - 국제기구의 존재이유 (명분과 원칙), 원칙, 구성 및 조직, 재정구조 등을 둘

러싼 개혁의제의 갈등

       (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확대, 거부권 등 안보리 개편 등 제도적 개혁, 

재정 개혁, 행정개혁 등)

      - 주로 국제기구의 대표성, 효율성, 민주성 등의 우선순위의 문제임

     

  (3) 국제기구 분담금의 정치역학 

     * 대부분의 국제기구가 회원국 (정부)의 재정분담금에 의존하고, 독립적인 수

익창출 기제는 없음

     * 대부분 회원국은 국제기구의 역할과 국제협력을 강조하는 한편, 다른 한편

으로는 자국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국제기구의 독립적 역할에 이중적 

입장  

    

     - 특히, 재정분담과 예산에 대한 선진국 및 개도국의 만성적 갈등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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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유엔 재정분담금은 미국 22%, 일본 11%, 독일 7%, 중국 5%등, P-5가 

50%,  G-7/G-8  등이 60%, 한국 2.0% 포함 top 15위까지 80% 부담 

(최고 22%, 최하....0.001% 약 50개 최빈국)  

     - 재정 및 예산문제의 “정치화”로 국제기구 운영에 영향 (예: 2011년 팔레스

타인 가입을 둘러싼 미국의 UNESCO 분담금 유보)  

     * 대부분의 국제기구는 유엔예산 분담금 비율을 준용하나, 개별 회원국의 재

정부담 및 의지에 따라 기구별로 각국의 영향력은 상이함.

마. 국제기구 유치 효과

국제기구 유치는 국제사회의 주요 현안 해결에 기여하고 국가브랜드 제고 및 경제

적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국민의  국제문제의 인식 제고 및 국제기구 

진출 기회 제공한다. 반면 국제기구 유치에는 상당한 외교 노력과 재정적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바,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 필요하다. 

스위스의 경우 영세중립국에다 유럽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국제기구가 위치하기

에 가장 좋은 입지를 가진 나라로 평가된다.  2차대전 후 동서대립 상황에서 중립

국과 유럽의 중앙에 위치하고, 스위스의 적극 유치노력이 성공한 요인으로 평가하

고 있다. 스위스는 스위스가 지속적으로 국제기구를 유치하고 유지할 수 있는 비결

은 국제기구를 위해 기여금 보조를 통해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지원 규모는 

연간 약 1억 8200만달러(약 2500억원 상당 )수준이다. 반면 연간 37억 달러 이상

을 효과를 보고 있으며 지원금과 기여금을 비교하면  20배 이상의 효과를 보고 있

다. 즉 국제사회에서의 위상도 높아지면서 수익까지 나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

리고 있다. 이와 함께 스위스에 위치한 국제기구들에게 50년 무이자 차관이라는 인

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재정지원 외에도 국제기구와 그 직원을 위한 특권과 면책

을 위한 법령 조항의 정비도 마련해주고 있다. 유엔 유럽본부(UNOG)를 비롯해 모

두 22개의 굵직한 국제기구와 170개의 각종 비정부기구(NGO) 등 거의 대부분의 

국제 기구들은 제네바에 유치하였다. 벨기에는 유치한 국제기구가 약 2천 2백개여

개로 미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이다. 브뤼셀은 1년에 7만 건 정도의 회의가 열리는

데, 고급서비스 업종의 일자리를 늘리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국제기구 유치 필요성과 효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기구는 한국이 지향하는 다자외교와 국제협력의 기반이 된다. 국제기구 

유치는 지역의 고용효과는 물론, 정치.외교 및 경제.사회적 상징으로 되고 있다. 원

자력분야의 경우 한국은 개도국으로서 원자력의 이용개발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선진국으로서 역할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국제기구 유치가 적절한 

수단이 된다. 유엔에서의 한국의 위상이 강화되고 잇는 상황이고 한국이 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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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역할을 담당하는데 있어서 다자외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유엔을 비롯한 국

제기구는 다자외교의 구심점이며, 국제평화와 협력, 번영을 촉진하는 점에서 한국

이 지향하는 평화국가로서 국제외교방향과 일치한다. 

둘째, 국제기구는 국가적 상징 및 국제적 영향력의 수단이다. 유엔등 국제기구의 

소재는 그 자체가 국력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 주요선진국 도시는 대부분 

국제기구의 소재국가이다. 뉴욕, 제네바, 비엔나 등 국제기구 집적지는 물론 파리, 

런던이 그 예이다. 아시아에서도 방콕, 마닐라, 동경 등이 일찍이 국제기구의 소재

지가 되었다. 한국은 그동안 경제성장과 군사력 강화에서 성공하였으나 외교저력 

배양에는 소홀하여 현재 국제기구 유치는 아직 소수에 불과한 상황이다. 국제기구

는 한국이 선진국과 후진국간의 중간교량역할을 함으로서, 국제사회에서 개별적으

로 갖는 것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관련 국제기구를 

유치하고 주요 이슈에서 역할을 강화하다면, 이는 국력의 상징이며 외교력의 신장

으로 전반적인 국가이익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셋째, 국제기구는 국제기구인력 진

출 등 고용증대와 국제전문인력 양성의 기회가 된다. 한국의 국제기구활동이 증대

함에 따라 국제기구에 인력진출도 증가하고 있다. 국내에 유치되는 국제기구의 경

우, 국가별 혹은 지역별 배분의 제약을 받는 전문직을 제외하고는 기구소재 국민들

의 취업기회가 확대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다. 국내에 소재하는 국제기구를 통

하여 고용확대는 물론 국제기구취업노력과 취업기회가 증가하고, 또한 그 결과 국

제사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국제전문가가 지속적으로 양성될 수 있게 

된다. 넷째, 국제기구는 경제적 이익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가져온다. 국제기구유

치의 결과 국제기구공무원 및 가족의 상주, 활동 등으로 그들이 소비, 지출하는 비

용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기대 할 수 있다. 또한 관련 각종 국제회의, 워크샾,  

컨벤션 등으로 전 세계로 부터 많은 방문객이 내방할 것이며, 자연적으로 각종 관

련 산업이 발전하는 것이 보통이다. 다섯째, 국제기구는 국민들의 국제화를 촉진하

고 특히 세계시민의식의 함양에 기여하게 된다. 국제기구는 그 업무의 성격과 수준

이 '글로벌 스탠다드' (global standard)를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기구 효과는 

유치기구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효과는 차이가 있다. 

유엔 녹색기후기금 인천 송도 유치는 매년 380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

다. 2013년12월 4일 인천 송도에 녹색기후기금 사무국이 공식 설립되었다. 녹색기

후 기금은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이 첫 목표로 이를 위해 7년 후까지 1,000

억 달러, 100조 원 넘는 돈을 모으는 게 당면 과제다. 개관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녹색기후기금에 4천만 달러 출연을 약속한 바 있다. 그리고 GCF 사무국은 국내에

서 크고 작은 국제회의만 연 120여 차례 개최할 전망이다. 또 세계은행 한국사무소

도 송도에 문을 열어 앞으로 파급될 경제효과는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녹

색성장 전략을 담당할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녹색기술 연구와 국제적인 전

파를 담당할 녹색기술연구소(GTC)와 연계한 '시너지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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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리나라가 주도한 GGGI는 지난 2008년 광복절 기념사에서 이 대통령이 국가발전

의 새로운 비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시한 뒤 2010년 6월 이 비전을 실현하

는 데 기여할 기구로 설립된 비영리재단에서 출발했다. 개발도상국의 녹색성장을 

위해 자문에 응하고 발전 경험을 공유하며 녹색성장 전략을 지원하는 기구. 지난해 

6월 서울에 본부를 설치하고 활동을 시작했으며 올해부터 국제기구로 공인받았다. 

관련 협약에 따라 서울에 본부를 두고 있으나 GCF 이사회에서 이사들이 송도로 이

전시켜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놔 송도 이전을 정부가 추진할 예

정이다. 현재 한국을 포함해 15개국이 가입돼 있다. GTC는 녹색기술 연구개발

(R&D) 정책을 총괄 점검해 지원하고 세계 각국의 녹색 R&D와 공조체제 구축을 담

당하는 조직이다. 지난 3월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내에 

설립됐다.

특히 GCF 기금은 향후 3년간 세계은행(WB)이 임시적으로 운용하지만 그 뒤에는 

경쟁입찰을 통해 영구 수탁기관을 선정하게 된다. 약 900조원에 달하는 'GCF 금고

'에 국내외 금융권의 관심이 예사롭지 않은 가운데 국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선점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장기적으로 녹색금융 인프라의 확충이 기대되는 동시에 

녹색성장 산업, 서비스업 등 관련 산업에 막대한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 장기적으

로 녹색금융 인프라의 확충이 기대되는 동시에 녹색성장 산업, 서비스업 등 관련 

산업에 막대한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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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국제기구의 국내 유치 사례 분석

국제기구유치 또는 설립은 국가발전과 위상 제고, 경제적 효과 등 유무형적 유용성 

및 효과가 나타난다. 이에 따라 선진국들은 국제기구 유치를 국가발전 전략으로 적

극 추진해오고 있다. 

2.1. 유치 (설립)의 유용성 및 효과

      - 국제관계-  다자외교 확산과 국제협력의 기반 제공 (특히 중견국가)

      - 정치. 외교적 -국제적 위상제고와 영향력의 수단

      - 고용기회 창출- 자국인 고용효과 증대 및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

      - 경제적- 국제회의 등으로 경제적 이익 및 관련 산업 발전

      - 국내사회적-  도시의 국제화와 세계시민의식 전파

      - 지방정부 차원- 지방정부의 국제화 및 균형적 발전에 기여

   

2.2. 국내 소재 주요 국제기구 현황 (중앙정부 차원)

구 분 국제기구 소재 설립연도

국제기구 

본부 

및 사무국

재한유엔기념공원(UN) 부산 1951

국제백신연구소(IVI) 서울 1999

한 • 아세안센터 (ASEAN-Korea Center) 서울 2009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서울 2010

한 • 중 • 일 협력사무국(TCS) 서울 2011

녹색기후기금(GCF) 인천 2012

국제기구

관련기관

아태원자력협력협정 사무국 (RCA) 대전 2002

유엔 ESCAP  아 • 태정보통신기술 

교육훈련센터(APCICT)
인천 2006

유엔사무국  유엔거버너스센터 (UNGC) 서울 2006

유엔개발계획(UNDP) 서울정책센터 서울 2009

유엔재해경감국제전략(UNISDR) 동북아사무소

/재해위험경감 국제교육훈련연수원 (ETIURR)
인천 2009

유엔 DESA 지속가능발전 아태사무소 인천 2011

UN ESCAP 동북아지역사무소 인천 2011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UNCITRAL) 아태지역사무소
인천 2012

 (출처: 외교통상부 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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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 세계관광기구(WTO)산하 빈곤퇴치재단(ST-EP Foundation) (서울)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e러닝 연수센터’ (부산) 

   △ UNEP 산하 NOWPAP (북대서양 보전실천계획) 사무국 (부산)

   △ 해양수산부 유치 APEC 해양환경교육훈련센터(AMETEC) (경남)

   △ 국제이주기구(IOM) 산하 이민정책연구원 (MRTC) (서울)

   △ 유엔 훈련 연구원 (UNITAR) 제주국제훈련센터 (JITC) (제주) 

   △ 국제통계발전센터 (ISDC) (대전)

   △ UNESCO 아태 평화이해교육원 (APCEIU) (서울)

   △ UNESCO 아태 무형문화유산센터 (서울) 등

 2.3. 국내 국제기구 유치.설립 현황 분석

   가)  최근 유치, 설립 추진노력이 활성화 되고 있음

      * 중앙 및 지방정부가 국제기구 유치에 적극 노력 (송도의 국제기구 집적지

화 활용)

      - 최근 녹색기후기금(GCF), World Bank 한국사무소 (송도) 등 유치

      - 기타 WIPO (세계지적재산기구) 지역사무소 유치 경합 등 10여개의 국제기

구 유치 노력 중

       *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는 한국이 설립을 주도한 국제기구 임

   나)  분석

      - 비교적 영세한 국제기구 유치 치중, 후발국가 (도시)로서 불리함 작용

      - 주로 동북아시아, 아태지역 사무소등 지역기구 유치

      - 국가차원의 국제기구 유치 정책 및 전략, 법적제도의 미비로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경쟁 혹은 비용지출

      - 기존 선진국에 비해 국제기구유치를 위한 정치, 경제, 사회적 인프라 및 

여건 미흡

      - 유치효과 측면에서 정치.외교적, 경제적 효과 등이 제한적임

      - 2010년 이후 점차 유치 노력 및 유치 성과가 증대, “씨너지 효과” 상승 

(송도 등)

      - 분야별 전문성, 비교우위, 정책적 배려, 전략적 추진 등이 유치성공의 관

건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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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제기구의 유치 최근 동향

최근 우리나라는 세계기후변화협약(UNFCCC)의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

에 성공하였다. 이와 함께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의 공식출범 등으로 언론지

자체* 등을 중심으로 국제기구 유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실제 국내에 유치

되어 관리 지원 중인 국제기구 수는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즉 국내

유치 국제기구 현황을 보면 2010년 27개, 2011년 33개 그리고 2012년 43개로 증

가하였다. 

국제기구는 국제업무를 담당하는 인적물적 기반을 바탕으로 각종 국제회의 등 국제협력 

활동을 수행하는 고도의 서비스업으로 GCF사무국의 경우 초기 300～500명의 직원이 

상주하고, 연간 100여회 이상의 국제회의가 개최될 전망이다. 또한 국제기구 유치

는 서비스 산업 발전의 모멘텀을 형성하는 기폭제가 될 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 및 

고소득 외국 소비주체의 국내 유입효과(내수확대), 신규일자리 창출 등을 가져올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국제기구 유치를 위한 체계적인 접근이 부족했으나 GCF 유치 

등에 따라 국제사회 인지도 상승으로 국제기구 유치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 또한 우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 

o 2010년 칸쿤 UN기후변화총회

  - 기후변화 관련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변화 협상에 개도국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반대급부로서 GCF 설립에 합의와  선진국들이 재정지원을 

    제안

 - 기후변화 장기재원(‘20년에 연간 1,000억불 목표)의 상당부분을 GCF를 통해 

   조성 집행

o 2011년 더반 기후변화총회

  - GCF 설립을 결정하고 설립 일정* 등에 합의('12년말까지 GCF 유치국 선정, 

    ‘13년 총회전까지 사무국 출범 완료)

  - 한국정부는 ‘11년말 GCF 유치 추진을 결정하고, 더반 총회에서 GCF 유치 

    의사*를 공식 표명

  - 제2차 GCF 이사회 및 포럼 개최, GCF 초기 출범비용 지원(2백만불)도 제안

o 2012년.4월 6개국*이 유치신청서 제출하였고, 9월 평가회의(워싱턴 DC)

o 2012년 10월 송도 GCF 이사회에서 유치국으로 선정

o ‘13.8월 GCF 지원법 제정과 본부협정 체결

o 12.4일 GCF  사무국 출범

  -사무국 운영비로 ‘13~'19년간 매년 1백만불*을 지원

  - 송도 G-Tower*에 GCF 사무실과 회의실 등을 무상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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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라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내수서비스업의 역할 확대를 위해 국제기구 유치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국제기구 유치를 새로운 성장동력

의 하나로 보고 범부처 차원에서 전략적 체계적인 접근을 추진하고 있다. 

2010년 기준 세계 국제기구는 62,468개이며, 이중 실제 활동하는 기구의 수는 약 

32,000여개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다(참고자료 UIA(Un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s) 연감(2009/2010). 그리고 국제비정부기구(NGO)와 정부간 국제기구(IGO)

를 포함한 국제기구 사무국은 약 22,000여개로 대부분 유럽 및 미주지역에 집중되고 있으

며 아시아 지역에서는 일본, 태국, 싱가포르 등을 중심으로 유치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국내에 

기유치 되어 관리지원 중인 국제기구는 총 43개개발도상국에 비해서도 저조한 상황

이다,

그림 3-1 주요국의 국제기구 사무국 유치 현황

자료 : UIA연감(2009/2010),국제기구 유치를 위한 기본자료 연구(‘09, 대외정책경제연구원)

표 3-1 국내 유치주체별 국제기구 현황

유치 주체 주요 국제기구

중앙정부 유치 기구(14개)

녹색기후기금(GCF)사무국(2012, 환경부), 

국제백신연구소(IVI,1999, 교육부), 

아 태 정보통신 기술교육 훈련센터(APCICT, 2006,  미래부)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2010, 환경부, 한국 주도)

국제이주기구(IOM) 산하 이민정책연구원 (MRTC, 법무부)

APEC 해양환경교육훈련센터(AMETEC, 해양수산부) 등

지자체 유치기구(22개)

국제자치단체연합(ICLEI) 동아시아사무소, 

UN 산하 방재연수원, 재해경감 국제전략 

동북아사무소, APEC e러닝 연수센터 등

NGO기구(7개)
세계변호사협회(IBA) 아시아본부, 국제교회

성장회의, 아시아조정연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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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국내에 유치 후 지원관리 중인 국제기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유치활동도 기후환경에너지 등 녹색분야를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유치 추진 검토 

중인 국제기구는 3개 기관(부처 8, 지자체 5)에서 14개의 국제기구를 유치 추진 중이거 

나 , 유치추진을 검토 중이다. 

표 3-2 국내 유치경합중인 국제기구 

기구 진행상황

북태평양수산

위원회(NPFC)

 ‘10년 사무국 유치의사 공식표명(농식품부) 

 현재 일본과 유치 경합중이며, 제4차 준비회의에서 

  최종 사무국 유치가 결정될 전망(‘13.3월)

세계지식재산

기구(WIPO)

지역사무소

 WIPO 지역사무소 설치 계획 공표(‘10.9월) 후 

  유치신청서 제출(’11.2월, 특허청)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 20개국이 유치의사를 밝힌 상황으로

   WIPO 가이드라인 확정이후 본격적인 유치활동 전개될 전망(‘13년)

  - 우호적 여건 조성 및 WIPO 관계자 협의(‘13.2분기)

2.4 국제백신연구소의 국제기구화 사례  

1990년대 초반 개도국 어린이들의 후진국성 전염병으로부터 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국제 노력으로 백신의 연구배갈, 생산방법 개량, 백신도입의 교육 및 규제강화 등

을 총괄하는 연구센터가 필요하다고 판단 가칭 국제백신연구소를 아태지역에 설립

하는 프로젝트가 UNDP 주관하에 진행되었다. 이에 한국정부는 유치를 결정하고 다

각적인 장기간의 노력을 통하여 국제백신연구소 설립에 관한 협정 체결과 유치국의 

본부협정을 체결하여 2004년 10월 국제백신연구소 본부 건물 제공식을 거행하는 

등 15여년에 걸친 국내 유치 노력을 통하여 성공하였다. 

국제백신연구소 국내 유치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설립 배경

 

ㅇ 1990년 뉴욕선언 채택

    - UN 77정상회의에서 어린이를 위한 백신 연구개발, 생산 보급 및 접종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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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추진 합의와 세계 보건기구에 어린이백신협의체 (CVI)설립(UNDP, 

UNICEF, WHO참여) 

ㅇ 1992년 10월 UNDP 국제연구기관 설립타당성조사와 아태지역에 설립 결론 

ㅇ 1993년 11월 UNDP는 국제백신연구소(IVI) 유치국 선정 공고 및 

           12월 선정위원회 구성

ㅇ 1994년 3월 한국유치추진위위원회 구성 및 서울대 연구공원으로한 유지 

           제안서를 제출(교육부, UN 대사, UNDP)

    - 한국, 중국,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등 6개국 제출)

    - 제안서에는 한국의 최초 국제기구 유치이며 인류복지 증진에 한국 기여.

           (조건 : 운영예산의 30%를 유치국 정부가 부담)

    - 1994년5월 UNDP 한국, 중국, 태국에 대한 현지조사 및 6월 한국을 권고함.

ㅇ 1994년 9월 유치국 선정 확인각서 교환(UNDP 총재/ UN 한국대사)

ㅇ 1995년 10월 UN총회에서 UNDP와 협력으로 국제백신연구소 설립을 천명

2) 설립 과정

ㅇ 1994년 10월 자문 이사 선임위원회구성과 12월 자문위원회 구성(12명)

    - UNDP와 국제백신연구소와 관계, 연구소 설립 절차 및 유치국 역할, 

          연구소조직, 연구소 발전계획, 운영자금 조달 의견 수렴

ㅇ 교육부는 서울대에 설립관련 업무를 위탁

    - 서울대(기획실)는 국제백신연구소 특별지원기획단을 설치(1995년 4월-

          1999년 12월, 연구소 본부 건물 건축 및 행.재정 지원) 

ㅇ 1995년 1월 UNDP는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내 연구소 설립준비 임시사무국 

        개설

    - 국제기구로서 연구소 설립 업무 수행

ㅇ 1995년 4월 1차 자문이사회 개최- 초창기 2년 동안 사업계획(연구소 운영계

        획 포함) 확정

ㅇ 국제백신연구소후원회 구성- 기업체 및 사회지도급 인사로 구성 

ㅇ 1995-1996 한국정부와 UNDP는 국제협정에 근거한 독립국제기구 설립 협의 

ㅇ 1996년 5월 한국정부와 UNDP-국제백신연구소 설립 협정 및 정관 초안 합의

ㅇ 1996년12월 연구소 본부 건물 설계 착수

ㅇ 1997년 5월 IVI 설립협정이 UN회원국 27개국과 WHO 서명 및 6개국과 

        WHO가 비준서를 UN에 기탁 정식 발효됨 

    -  비엔나협약하에 국제독립기관으로 발족

ㅇ 1997년9월 뉴욕에서 자문이사회-연구소 초기발전계획 초안 채택

ㅇ 1997년10월 서울 국제백신연구소 창립이사회 및 창립기념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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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백신연구소 국제지원단 창립총회 동시 개최

3) 사무총장 (연구소장) 선정

ㅇ 1998년 1월 연구소 이사회 사무총장 선발위원회 구성

    - 연구소장 공모- 21명 응모

    - 3월 워싱턴에서 선발위원회 개최- 후보 서류 심사- 6명으로 압축

    - 6월 제네바 6명 면접- 3명 압축

    - 8월 세 후보 서울로 초청 연구업적과 발전전략 발표, 가족 초청(생활점검)

    - 12월 이사회에서 초대 사무총장 선임

ㅇ 1998년 9월 UN본부에서 한국정부와 백신연구소간 본부협정 서명식 거행

    - 본부 협정은 국회동의(12월) 1999년 1월1일 정식 발효로 

       국내에서 국제법인 자격 획득 

    - UNDP와 연구소간 분리협정 체결- 연구소는 UNDP로부터 분리 독립

ㅇ 1999년 3월 연구소 현판 제막식

ㅇ 1999년 7월 국제백신연구소 초대 사무총장 취임 (임기 5년)

4) 2000년1월 빌게이츠재단 4,000만 달러 기부

5) 2000년7월 연구소의 과학 및 연구 프로그램 검토와 연구소장 자문제공을 위한 

     과학자문위원회 구성

6) 2004년 10월 국제백신연구소 본부 건물 제공식 거행

국제백신연구소 국내 유치 과정에서 사무국의 국제기구화에 암시하는 교훈으로는  

국제기구 유치 또는 국제기화에는 국가차원에서 정부의 적극 지원과 관련기관 및 

전문가들의 협력과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첫째로는 유치 초기에는 유치제안서 준비와 활동 지원을 위한 1994년 3월에 설립

한 한국유치추진위위원회 구성과 활동이다. 두 번째로는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이

다. 제안서에는 한국의 최초 국제기구 유치이며 인류복지 증진에 한국 기여하는 것

으로 제안하고 유치조건으로 운영예산의 30%를 유치국 정부가 부담하는 것을 제안

하였다. 세 번째로는 유치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다. 서울대는 이 연구소를 유치하

면서 국제백신연구소 특별지원기획단을 설치하여 정부는 물론, 관련 연구기관, 산

업체와의 협력과 지원을 수행하였다. 네 번째로는 국제백신연구소 한국후원회와 국

제지원단의 구성이다. 이는 국제사회로부터 기부금 확보 등 연구소 재정 확보와 운

영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이어 2004년 10월 국제백신연구소 본부 건물 제공

식 거행하여 명실 공히 국제기구로서 출범하게 되었다. 



- 96 -

표 3-3 국제협정 사례 – 국제 백신연구소를 중심으로 

조항 국문 영문 

전문 협정 경위, 과정, 의의

1 설 립, 명칭, 부속 정관에 따라 운용 ESTABLISHMENT

2
국제기구에 관례적 인정 권리, 특권과 면

제
RIGHTS, PRIVILEGES and IMMUNITIES

3 기탁처 DEPOSITARY

4 서 명 SIGNATURE

5 기속적 동의, 서명국 비준·수락 또는 승인 CONSENT TO BE BOUND

6 가입, 서명 기간 만료 후 가입 조건 ACCESSION

7 분쟁의 해결 SETTLEMENT OF DISPUTES

8 발 효 ENTRY INTO FORCE

9 폐 기 DENUNCIATION

10 종 료, 정관에 의해 해체 TERMINATION

11 정본, 영문원본인 이 협정에 서명, 날짜 AUTHENTIC TEXT, Done on the day of 

국제백신연구소 정관(Constitution)

 전문 Preamble

1 본부 소재지 HEADQUARTERS' LOCATION

2 지 위 STATUS

3 보조기관 SUBSIDIARY BODIES

4 목 적 AIMS

5 기본원칙, 국제지원센터 역할/WHO와 협력 GUIDING PRINCIPLES

6 기능, 주요사업,  FUNCTIONS

7 능력 CAPACITY

8 조직 ORGANS

9 이사회의 구성, 임기, 재임, 자격 COMPOSITION OF THE BOARD

10 이사회의 기능과 권한
FUNCTIONS AND POWERS OF THE 

BOARD

11 이사회 의사규칙 PROCEDURES OF THE BOARD

12 이사회의 표결 VOTING BY THE BOARD

13 연구소장의 임명 APPOINTMENT OF THE DIRECTOR

14 연구소장의 기능과 권한
FUNCTIONS AND POWERS OF THE 

DIRECTOR

15 직 원 STAFFING

16 재 정 FINANCING

17 특권면제 PRIVILEGES AND IMMUNITIES

18 타 기구와의 관계
RELATIONSHIPS WITH OTHER 

ORGANIZATIONS

19 분쟁해결 DISPUTES RESOLUTION

20 개 정 AMENDMENTS

21 해 산 DIS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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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국제백신연구소 한국후원회와 후원금 모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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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국제백신연구소 설립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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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국제백신연구소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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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한국정부와 연구소간 국제백신 본부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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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RCA사무국의 국제기구화 추진 방안 및 전략  

3.1. RCA사무국의 국제기구화 추진 방안

RCA사무국의 국제기구화에는 전제조건이 있다. 

우선 첫째로 RCA사무국의 역량 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RCA사무국의 

역량강화는 우수한 인력의 확보와 활용이 필요하며 사무국의 사업의 기획과 수행, 

사무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핵심 사항이다. 사무국의 조직과 인력은 2002년 설립

초기에 이미 제시되어 적용되고 잇으나 그동안 사무국의 역할 확대와 사업 및 활동 

강화로 인력의 질적 양적 보강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현재의 인력은 계약을 통한 

임시인력으로 업무에 대한 충성도와 장기 근무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두 번째로 회원국과의 협력기반 조성과 강화를 위한 정부의 투자 확대이다. 현재 

사무국의 활동에는 초창기에 주어진 RCA 홍보와 RCA 프로젝트 재원 확보 노력 이

다. 이중 RCA 프로젝트 재원 모색은 타 국제기구 등의 그랜트를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국제기구가 회원국 정부와 양자간 협력 또는 다자간의 

협력에서 국제은행을 통한 자금의 지원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  물론 타 국제기

구내의 내부 연구과제는 공동으로 수행 또는 참여가 가능하나 이는 사무국의 법적 

지위확보 이후에나 가능한 일로 보인다. 정부 투자에는 사무국의 중장기 사업계획

이 준비되어야 하며 사업내용은 협정개정과 사무국의 역할과 활동강화에 직간접으

로 연계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 투자의 확대는 정부 부처내의 예산 경쟁으로 장

애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관련 정부 부처에 대한 사무국의 역할과 

사업, 운영 효과 등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며 중요하게 보인다. 

세 번째로 한국정부의 사무국의 역할 강화 활동 강화 지원이다. RCA 국가대표자회

이나 총회에서 사무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역할 강화 활동 강화를 정책 개발

과 지원을 수행이 필요하다. 이에는 RCA에서 운영하는 각종 워킹그룹에서의 참여,  

국내전문가의 참여 추진 및 확대 등이 요구된다. 여기에는 IAEA의 RCA사업관련 부

서와의 협력 강화가 필요하며 특별기여금의 확대와 영향력 확대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네 번째로 현재 협정상 IAEA가 RCA의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RCA 

사무국(RCA Regional Office)가 RCA의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IAEA와의 관

계 설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RCA는 IAEA가 지역협력프로젝트 수행과 관련하여 필

요한 절차와 회원국의 수요 반영 등을 설정하기 위해서 체결한 다자간 협정이다. 따라서 

IAEA는 주요 임무중 하나가 회원국과의 기술협력 사업이며 IAEA의 기술협력사업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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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속되는 한 이 협정에 대한 관계 유지와 비록 협정 당사자는 아니지만 프로젝트 펀

드 제공과 행정지원 및 관리, 전문가 및 기술지원 등 RCA운영에서의 관여는 불가피하며 

이러한 역할 또한 회원국입장에서도 IAEA의 관여는 불가피하며 필수적이다. 여기에는 회

원국에 대한 국가 협력프로젝트와 지역간(interregional)협력프로젝트도 연계하여 수행되

어, 지역협력 프로젝트의 기획, 수행, 행정 및 기술과 정보 지원, 프로젝트 평가 등에 대

한 IAEA의 관여는 지속될 수 밖에 없다. 반면 지역협력프로젝트의 회원국 수요의 반영과 

주도적인 수행은 RCA의 기본 목표로 되고 있으며, RCA의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은 필

수적으로 되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RCA 사무국의 설립과 운영은 회원국들의 오랜 숙

원으로 사무국의 설립 이후 RCA홍보와  대외 협력 프로젝트 개발, 지역협력체로서 역할

도 한국정부와 회원국들의 지원과 협력을 통하여 강화되어 왔다. 그러나 RCA운영에서 

보면 지역협력프로젝트에 대한 펀드 지원 규모는 축소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IAEA에서의 RCA대한 재정지원도 약화가 전망된다. 이러한 추세는 회원국의 입장에서 

볼 때 RCA 지속가능 발전과 지역협력체로서의 역할 유지 측면에서 볼 때 우려되는 부분

으로 되고 있다. 따라서 RCA 협력사업 규모의 유지 또는 확대와 RCA 지속가능 발전과 

지역협력체로서의 역할에서의 사무국의 위치는 회원국들로부터의 역할 강화 요구가 전망

된다. 따라서 사무국이 IAEA의 RCA에 대한 지원 상황 변화와 사무국의 발전 전략 차원

에서 볼 때 향후 RCA 운영에서 IAEA와의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 

IAEA와의 협력관계 설정에서는 크게 세 가지 분야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첫째, RCA운영

에서 주도권이다. RCA운영에서 주도권은 회원국의 입장에서 볼 때 IAEA 활동과 사무국

의 활동 규모와 중요성에서 볼 필요가 있다. 사무국의 설립 이전에는 프로젝트 수행관련 

활동이 전부이고 IAEA가 협정 운영을 주도해왔다. 그리고 사무국의 설립과 운영 이후에

는 사무국의 주도 수행 사업이 RCA의 활동의 주요 사안으로 등장하였고, 중요성도 커지

고 있다. 이와 함께 IAEA 펀드로 수행되는 지역협력프로젝트의 기획, 수행, 정보관리, 

자발적 기여금 지원 등에서 사무국과의 협력이 불가피해지고 있으며, 사무국 주도 프로

젝트의 수행에서도 IAEA와의 협의도 중복성 회피 등으로 필요해지고 있다. 두 번째는 

RCA정보 관리이다. 이는 사무국이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RCA 공식홈페이지로 되었고, 

RCA 홍보와 협력 프로젝트 정보 관리 및 회원국 지원, 홍보자료 발간 등으로 사무국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세 번째는 사무국이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회원국 지원 사업이다. 

이는 회원국의 수요 반영과 합의를 토대로 수행되고 있으며 규모도 점차 확대되고 있으

며 내용도 다양화되고 있다. 이 사업은 IAEA와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RCA운영에서 주

도적인 입장확보에서 볼 때 사무국의 발전 전략의 주요 요소로 되고 있다. 

 

이와 함께 IAEA 입장에서는 지역협력사업의 성공적인 수행과 홍보 는 IAEA의 협력사업

의 타당성 확보와 펀드의 지속 지원과 규모 확대에 필요하다. 또한 프로젝트의 효율적 

수행과 관리 등에서 사무국과의 협력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RCA에

서의 주도권은 중장기적으로 사무국의 활동 확대와 역할 강화가 되는 경우 자연스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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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이 갖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현재 사무국의 활동은 두개의 안건(사

무국장 보고와 RCA의장의 상설자문회의 결과 보고)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현재와는 달리 

RCA정책회의는 IAEA 활동은 협력프로젝트의 관련 사항, 사무국 활동은 “RCA 지속가능 

발전과 지역협력체로서의 활동“으로 분리 운영되어야 하며 활동 규모에 따라 순서도 우

선순위로 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사무국과 IAEA와 관계에 대한 전망을 회원국과 

공유하고 IAEA와의 협력도 필요하므로 IAEA와 사무국간 지역협력프로젝트에서의 협력 

분야 설정과 수행, 그리고 RCA 지속가능 발전과 지역협력체로서의 역할을 위한 정례 협

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사무국과 IAEA와의 협력관계 설정에서 회원국들의 성향은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전략적

인 대응도 필요하다. 우선 사무국의 설립에 대해 초기부터 회원국들은 적극적인 지지를 

보여주었고, 설립이후 운영에서 활동과 역할 강화에 대해서 결의안 채택 등 지원과 협력

을 보여주어 왔다. 그리고 사무국의 운영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평가하고 앞으로도 사무

국의 임무와 역할, 활동 강화에 대해서 지지와 협력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사

무국의 성공적인 운영과 성과는 아태지역에서의 원자력협력 주도권과 관련하여 회원국들

은 이해관계에 따라 사무국지지에서 온도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사무국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 한국정부와의 관계 즉 RCA를 통한 영향력 확대와 직간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 진다. 반대 또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 국가로는 일본을 

들 수 있다. 일본은 독자적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를 대상으로 FNCA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지역에서의 일본의 영향력을 확보하여 주도하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그리

고 일본은 RCA사무국 운영 지원에서도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주어 왔다. 호주의 경우, 

과거 IAEA에서 RCA를 주도한 적이 있으며 이러한 위상을 회복하려는 노력을 핵의학분

야에서 RCA운영 전략에서 보여준 바 있다. 앞으로도 사무국 발전 전략 추진에서는 사안

에 따라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줄 수도 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일반적으로 지지를 보여

주고 있으나 사무국 주도 사업에서 주도권 확보 의사를 보여주기도 하였으며, 원자력선

진국으로서 위상도 보여주려고 하고 있다. 파키스탄은 지원협력 확대에 따라 대체적으로 

협력적이며 지지를 보여주고 있다. 중국은 대국으로서 RCA에 대해서 협력은 적극적인 

편이며 사무국 운영에서는 방관적인? 지지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일본의 FNCA에 

대한 견제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외 다른 회원국은 개도국으로 한국정부 및 사

무국과 상충되는 이해관계가 약하며 사무국의 활동으로 인한 혜택을 고려하여 전반적으

로 지지를 보여주고 있다. 향후 RCA에 가입할 개도국의 경우도 같은 입장을 보여줄 것

으로 보인다. 따라서 일본과 호주 등에 대해서 FNCA와 협력 주도 분야에서 외교적 기술

적 타협을 통하여 지지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필리핀과 말레이지와 싱가포르 등은 

우호적이며 적극 지지를 보여주고 있으므로 이러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무국 사

업에서 참여 유도와 지원을 확대가 필요하며, 인도와 파키스탄의 경우 부정적인 요소를 

회피하는 외교적 노력이 요구된다. 중국과 이외 국가들의 경우 사무국 사업에의 참여와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지지 기반 유지와 강화에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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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로 RCA 협정개정이다. RCA 협정개정은 사무국 설립 초기부터 협정에 사무

국 설립 근거 명시를 위하여 논의되어 왔으나 협정개정에서 회원국 내부의 복잡성

과 의회 비준의 정당성 확보 등의 어려움이 표명되었다. 그러나 한국정부와 사무국

은 사무국 설립 근거 제시를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할 것이다.

협정개정 추진에서 특히 사무국의 설립 근거 조항 포함에는 한국정부의 RCA에 대

한 한 차원 놓은 지원 방안의 제시가 필요하다. 사무국의 운영 지원 확대, 사업 및 

활동 확대, 회원국 직원 채용 및 특별기여금의 확대가 적절하게 보이나 효과와 시

기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2. RCA사무국의 국제기구화 추진 전략

RCA사무국의 국제기구화 추진에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전제조건을 우선 실현하

는 것이 요구된다. 첫 번째 단계로는 RCA사무국의 법인으로서 조직 운영과 국제기

구 수준으로의 역량강화를 수행한다. 이는 회원국들로부터 사무국의 국제기구화에

서 긍정적인 시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여기에는 회원국으로부터 직원채용과 

인력교류 강화, 행정 및 문서의 국제수준화, 운영에서의 인프라 현대화를 들 수 있

다. 운영에서의 인프라 현대화에는 홈페이지의 지속적인 개선과 격상, 화상화의 시

설 구비 및 운영, 타국제기구와의 협력을 들 수 있다.

두 번째는 RCA사무국의 국제기구화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이다. 앞서 기술한 국제

백신연구소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정 정부부처나 기관의 노력만으로 RCA사

무국의 국제기구화는 달성이 어렵다고 단정할 수 있다. RCA사무국의 국제기구화 

추진단에는 관련 부처 담당고위직 또는 전문가, 국제협정 전문가, 원자력관련 연구

기관, 전현직 RCA 전문가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RCA사무국의 

국제기구화 추진 후원단도 구성이 필요하다. 이는 재원의 확보와 회원국과의 협력

에서 지원을 맡을 수 있다. 재원 확대의 겨우 RCA Fund를 설치하여 국제기구화 

추진후원단의 관련 산업체의 후원금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점차 대상을 확대하는 방

안도 검토가 가능하다.  

세 번째로 RCA협정 개정(사무국 설립 근거 조항 삽입)후 사무국의 국제기구화에는 

사무국의 운영 정관(working paper)의 수정 보완 또는 재작성, 본부 협정 체결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무국의 운영 정관은 협정 개정이 된다면 큰 문제는 없

을 것으로 보이나 본부협정 체결에는 IAEA와 RCA 그리고 사무국의 관계 설정과  

정부차원에서는 예산 지원부처의 정책적 지원, 외교부의 국제관례, 미래부의 정책 

지원을 동시에 고려가 필요하다. 따라서 절차나 수행 내용이 다소 시간이 소요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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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인다. 이 작업은 앞서 기술한 RCA사무국의 국제기구화 추진단이 주도적

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무국 운영 방식은 현재 원자력연구원내 

부속 조직에서 분리하여 국내 법인으로 독립하여 국제기구화 추진 시까지 잠정적으

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협정개정이후 국제기구화 과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네 번째로 RCA 주도국과의 협력관계 강화이다. 호주와 뉴질랜드, 필리핀 등 대부

분 회원국이 우호적이다. 반면 호주는 사업 추진에서 경쟁적이며, 인도나 파키스탄

의 경우 경우에 따라 사무국의 역할과 활동에 제약을 가하고 있다. 그러나 제일 중

요한 것은 일본과의 협력 사안이다. 일본은 동남아시아의 원자력시장 주도를 목적

으로 별도의 지역협력체인 FNCA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한국이 현재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잇는 RCA와 경쟁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정부의 대일 본 원자력협력 

정책에서 FNCA의 운영과 함께 RCA 운영과 사무국의 역할 정립에 협상력을 확보

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무국의 운영과 IAEA 특별기여금과의 연계이다. 협정개정을 통하여 사

무국의 국제법적 지워 확보가 되면 사무국의 위상은 한층 높아지게 될 것이다. 반

면 정부의 투자도 증가하게 되므로 사무국 운영비와 프로젝트 등 사업비는 IAEA의 

기술협력사업 (RCA운영지원 게정 신설을 통해서)의 특별기여금으로 전화하여 IAEA

내에서의 국가 위상제고와 영향력 확대에도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사무국의 IAEA 총회의 NGO 로서 지위 확보도 필요하며 IAEA 총회 기간중 사

무국 행사로서 전시회와 홍보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3.3. 아시아원자력협력포럼(FNCA) 현황과 한국 관계

아시아원자력협력포럼은 일본이 주도하는 국제회의 조직으로서 아시아지역 원자력

의 평화적 이용 증진 및 공동연구를 위해 운영하고 있다. 1990년 일본이 제의한 "

아시아원자력협력국제회의(ICNCA)"가 1999년까지 개최(10차)된 후 2000년부터 아

시아원자력협력포럼(FNCA: Forum on nuclear Cooperation in Asia))으로  승계 개

편되었다. 

FNCA 회원국으로는 한국, 일본, 호주, 방글라데시,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

리핀, 태국, 베트남, 몽고, 카자흐스탄 (몽고 카자흐스탄은 ‘10년에 가입)이다.

FNCA 운영체계로는 프로젝트, 페널회의, 조정관 회의, 장관급회의를 개최하고 있

으며 프로젝트회의는 RCA 회원국도 참여하고 있다. RCA국가대표자회의에 FNCA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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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하고 있으며 정보교환을 하고 있다. RCA사무국은 RCA를 대표하여 FNCA 프로

젝트회의에 참가하여 공동프로젝트 추진에 대해서 발표를 해오고 있다.

표 3-4  FNCA 운영체계

구     분 기        능 회 의 개 최

장관급회의
 원자력정책 토의
 -FNCA 운영 전반 논의 

매년 11월~12월 일본과 회원국 
교대 개최

조정관회의
 FNCA 협력사업 수행 협의
 -각국 국가대표자(조정관) 참석

매년 3월 일본

패널 회의
 특정 주제별 협력 및 발표
 - 전문가 참석 

연 1회 회원국 개최 

사업 활동  사업별 협력활동 수행 연 1회 워크숍․세미나 개최
  

공식홈페이지 http://www.fnca.mext.go.jp/english/  

일본원자력위원회 및 내각부 과학기술정책담당에서 주관하고 사무국 기능은 일본내

각부(CAO) 산하 ‘Nuclear Safety Research Association’(NSRA)이 수행하고 있으며, 

프로젝트는 문부과학성은 FNCA의 기술협력사업 관리 담당하고 있다. 현재 4개 사업 

분야에서 10개 프로젝트와 1개 Study Panel을 수행 중이다. 

  

  그림 3-6 15차 FNCA 조정관회의 (2014.3.11.-12, 일본 동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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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FNCA 장관급회의 한국 참가 현황

구    분 한국 수석대표 개최장소

 1990년 제1차 ICNCA  이상희 장관 동    경

 1991년 제2차 ICNCA  김진현 장관 동    경

 1992년 제3차 ICNCA  김진현 장관 동    경

 1993년 제4차 ICNCA  홍재희 원자력실장 동    경

 1994년 제5차 ICNCA  한영성 차관 동    경

 1995년 제6차 ICNCA  김세종 원자력실장 동    경

 1996년 제7차 ICNCA  임창열 차관 동    경

 1997년 제8차 ICNCA  김지호 원자력실장 동    경

 1998년 제9차 ICNCA  김성년 원(연)소장 동    경

 1999년 제10차 ICNCA  강창희 장관 동    경

 2000년 제1차 FNCA 장관급  한정길 차관 방    콕
 2001년 제2차 FNCA 장관급  김영환 장관 동    경
 2002년 제3차 FNCA 장관급  채영복 장관 서    울

 2003년 제4차 FNCA 장관급  박호군 장관 오키나와

 2004년 제5차 FNCA 장관급  김용환 원자력국장 하 노 이

 2005년 제6차 FNCA 장관급  최석식 차관 동    경

 2006년 제7차 FNCA 장관급  이문기 원자력국장 콴    탄

 2007년 제8차 FNCA 장관급  정 윤 차관 동    경

 2008년 제9차 FNCA 장관급  주필리핀 한국대사관 
 경제공사 대참 마 닐 라

 2009년 제10차 FNCA 장관급  이상목 과학기술정책실장 동    경

 2010년 제11차 FNCA 장관급  홍남표 원자력국장 북    경  

 2011년 제12차 FNCA 장관급  최종배 전략기술개발관 동    경 

 2012년 제13차 FNCA 장관급  양성광 연구개발정책실장 자카르타

 2013년 제14차 FNCA 장관급  문해주 우주원자력정책관 동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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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FNCA 국가조정관회의 한국 참가 현황

구    분 한국 수석대표 개최장소

 2000년 제1차 회의 

 FNCA 국가조정관회의

과학기술부

원자력협력과장 김진경
동 경

 2001년 제2차 

 FNCA 국가조정관회의

과학기술부

원자력안전과장 김창우
동 경

 2002년 제3차 

 FNCA 국가조정관회의

과학기술부

원자력협력과 주무관 조태섭
동 경

 2003년 제4차

 FNCA 국가조정관회의

원자력연구원

국제협력팀장 최평훈

나하시 

오키나와

 2004년 제5차

 FNCA 국가조정관회의

과학기술부

원자력협력과장 최종배
동 경

 2005년 제6차

 FNCA 국가조정관회의

과학기술부

원자력협력과장 최종배
동 경 

 2006년 제7차 

 FNCA 국가조정관회의

과학기술부

원자력협력과 사무관 박지영
동 경 

 2007년 제8차

 FNCA 국가조정관회의

과학기술부

원자력협력과 주무관 지운하 
동 경 

 2008년 제9차

 FNCA 국가조정관회의
주일대사관 1등서기관

허재용
동 경 

 2009년 제10차 

 FNCA 국가조정관회의
주일대사관 1등서기관

허재용
동 경 

 2010년 제11차 

 FNCA 국가조정관회의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정책팀장 임채영 동 경 

 2011년 제12차

국가조정관회의 (패널회의연계) 

과학기술부
원자력우주협력과 사무관

최두용  
인도네시아

2012년 제13차 국가조정관회의
과학기술부

원자력우주협력과 사무관 
최두용

후쿠이

2013년 제14차 국가조정관회의
원자력연 

방사선실용화기술부장 이주운
동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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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RCA사무국 국제기구화 효과

국제기구의 국내 유치에 대한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서는 제3장 1절에서 기술하였

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제기구의 규모와 성격, 운영 방식 등에 따라 효과

는 많은 차이가 나타난다. 

RCA는 성격상 IAEA의 지역협력프로젝트의 수행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현재 사무

국의 의 역할과 기능은 이를 보완하는 임무 즉 RCA 홍보와 프로젝트 펀드 확보를 

부여받고 있다. 반면 RCA사무국은 현재 부여된 임무 외에 IAEA 협력사업 추진 상

황과 RCA의 운영에서의 회원국의 수요에 따라 RCA사무국의 임무는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역할과 활동 내용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RCA사무국

의 활동 내용은 한국정부와 회원국의 지원하에 지역협력 사업의 추진과 주도 사업 

등을 통해 한국의 원자력기술의 홍보와 회원국과의 협력 진흥과 원자력기술 수출에 

기여가 가능하다. 

따라서 RCA사무국 국제기구화는 일반적인 국제기구의 유치 효과 즉 협력기반 조성

과 확대에 기여하고 국제적 영향력 제고, 고용증대와 국제 전문인력 양성의 기회 

제공, 산업발전 기여, 그리고 국제화 촉진에 기여 등의 외에 원자력 분야의 국제기

구 유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동안 한국은 원자력 국제기구를 통한 한국의 원자력 이용개발 정책과 

기술의 우수성을 홍보해왔다. 즉 1997년부터 IAEA 총회 기간중 원자력 전시회를 

개최해오고 있다. 이를 통하여 IAEA 총회에 참가하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참가자들

에게 한국의 원자력 이용개발 정책과 기술의 우수성을 홍보해오고 있다. 이후 개도

국들의 한국과의 원자력협력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하였으며 개도국 대표단의 

한국 방문과 이들 국가를 대상으로 정책개발과 연구개발 수행 지원 등을 수행하여 

왔다. 이러한 결과 2009년 12월 한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원전 수출과 연구로의 수

출의 성과를 거두었다. 원자력기술의 수출은 한국의 국제적 영향력 확대와 위상제

고에 크게 기여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이는 정책과 기술 홍보가 얼마나 

중요한 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뿐만 아니라 이후 원자력 수출은 다른 

원전관련 기관과 산업체들에게 파급되고 있으며 수출은 확대추세에 있다. 이러한 

추세를 유지 확대를 위해서는 원자력 정책과 기술의 홍보 활동이 지속 확대가 요구

되고 있다. RCA회원국은 아태지역의 IAEA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부분 개도

국들로 향후 원자력 시장의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RCA사무국은 이들 회원

국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원자력정책과 기술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 나아가 이를 통

하여 아태지역의 IAEA회원국들과 원자력협력 기반 조성과 강화를 도모할 수 있으

며 원전, 연구로,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 기술 등의 수출에 기여 및 활용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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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다. 예를 들어 원자력연구원의 경우 원자력 수출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으며 

현재로서는 선진국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향후 개도국을 대상으로 원자력 수

출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RCA사무국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원자력 산업과 기술 분야의 유일한 지역협력

기구로 RCA사무국이 국제기구화가 되는 경우 활동 범위와 역할 강화가 전망되며 

한국의 원자력기술의 글로벌화와 함께 국제사회에 국가 위상제고와 영향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3.5. RCA사무국의 국제기구화와 특화 전략

아태지역의 개도국들의 경제성장은 지속되고 있다. 2013년 5.6%에서 2014년에는 

5.8%의 경제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반면 아태지역의 국가들은 경제와 사회적인 발

전 단계의 다양성이 존재하며 이는 지역적으로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국가별

도 마찬가지이다. 지역차원의 협력은 ICT의 발전과 파급으로 지역내의 개도국들에

게서 국제화가 지속되고 있으며 국가들간 협력과 다자간 국제기구간의 협력 연계성

은 보다 적극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아테지역의 원자력분야의 과학기술 협력은 대상지역의 국가들의 다양한 발전 단계

에 따라 요구되는 수요를 고려하여 추진하는 것이 비용과 효과 측면에서 바람직하

다. 이와 관련한 사무국의 중점 사업 발굴과 추진 방향은 제2장 4.3에서 자세히 다

루었다. 이와 관련하여 IAEA의 지역협력사업의 성격과 차별화를 전략적으로 추진하

는 것이 필요하다. 

반면 협력프로젝트는 협정의 전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하므로 프로젝

트의 내용과 수준, 성격 등을 고려하여 회원국의 참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나 

외교적으로 차별화 논쟁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추진 시 신중할 필요가 있다. 따라

서 회원국의 요구가 분야와 내용이 구체적이고 단기적으로 충족이 가능한 것은 양

자(사무국과 회원국) 차원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발전 단계의 다양성을 수

용하고 회원국들간 정보 교환과 협력 촉진의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 프로젝트화하여 

수행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바람직하다. 특히 전문가 그룹과 정책결정자 그룹의 분

리는 프로젝트의 수행에서 효과적이며 전문성을 살릴 수 있다. 이는 나아가 네트웍

으로 발전시켜 정례화 하는 지역 회의나 행사로 발전시킬 수 있다.       

사무국의 협력프로젝트는 IAEA와 차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IAEA지원의 RCA 프

로젝트는 대부분 회원국들의 전문가들의 교육과 훈련, 정보 교환 등이 대부분으로 

예산규모는 대부분 30-40만(총 10-50만 유로) 유로로 프로젝트의 기획, 검토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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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평균적으로 30%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프로젝트의 비용 효과 측면에서 

비효율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것으로 사무국의 프로젝트 수행에서는 효과를 극대화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보여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사무국은 정책결정자

를 대상으로 경제사회적인 차원의 기여에 초점을 둔 정책 수립과 인프라 구축, 기

술파급 전략 등에 프로젝트 개발을 통하여 IAEA 및 FNCA와 추진 분야와 목적, 추

진 방식 등에서 차별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기술적인 경우에는 원자력 과학 및 

연구개발 활동을 포함하여 회원국에 직접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프로젝트를 개발

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르러나 기술내용에서는 중복성을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재원 확대에는 정부의 ODA 사업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미래부

와 외교부, KOICA와 사무국간 협력각서 등의 체결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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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원자력분야 ODA 사업과의 연계 및 ODA 

전문기구화 방안 연구

제 1 절 한국의 ODA 사업 현황

1.1. 한국 ODA 추진 체계

우리나라의 ODA 운영체계는 크게 양자 간 협력과 다자 간 협력으로 나뉘며 양자 

간 협력은 무상원조와 유상원조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무상원조에 해당하는 무상

자금협력과 기술협력은 외교부 감독하에 원조집행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이 집행하고, 유상원조(대외경제협력기금,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는 기획재정부 감독하에 한국수출입은

행이 집행하고 있다. 한편, 무상원조 중 무상자금협력사업의 경우 한국국제협력단

에서 전담하고 있지만, 기술 협력사업은 그 외 다른 정부부처 및 기관에서도 일부 

분담, 실시하고 있다. 

다자간 협력의 경우에는 UN 등 국제기구에 대한 지원은 외교부가, 국제금융기관 

등에 대한 출자와 출연은 기획재정부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유·무상 원

조의 효과적인 조정 및 부처 간 원활한 협의를 위하여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및 실무

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림 4-1 한국의 ODA 사업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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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한국 ODA 사업 형태와 수행 

1.2. 한국의 ODA 지원현황

ODA는 개도국의 빈곤감소와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함으로써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개

발도상국의 경제ㆍ사회 발전을 지원하고 MDGs 달성 등 국제사회의 노력에 기여하

기 위해 2011년도에 총 13.21억불(이하 잠정통계 수치)의 ODA를 제공하다. 양자

원조가 9.7억불(73.4%),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원조가 3.5억불(26.6%)을차지하고 

있다. 양자 원조중 무상 원조가 5.58억불(57.5%), 유상원조가 4.12억불(42.5%)을 

각각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ODA는 지난 수년간 계속 확대되어 왔지만 2011년도 ODA는 GNI 대비 

0.12%로 DAC 회원국 평균인 0.31%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따라서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원조규모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2015년까지 0.25% 수준으로 ODA를 

확대하여 나갈 계획이다.

표 4-2  한국의 ODA 지원현황(  : ,  ,  : )

협력형태 시행기관 주관기관

양자간

무상
원조

• 물자공여 
• 현금공여 
• 프로젝트형 사업 
• 기술협력 (개발조사, 연수

생 초청, 
전문가 파견, 해외봉사단 
파견 등) 

한국국제협력단
(KOICA)

외교부

유상
원조

• 개발협력차관 (대외경제협
력기금: EDCF) 

한국수출입은행 기획재정부

다자간
국제기구 분담금 : UN 등 외교부 외교부
국제기구 출자금 : 국제개발금융기
관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구분 ’87-’06 ’07 ’08 ’09 ’10 ’11(잠정) 총계
공적개발원조
(ODA)

4,251.8 696.1 802.3 816.1 1,173.8 1,328.5 9,068.5

양자협력 2,704.7 490.5 539.2 581.1 900.6 993.5 6,209.7
-무상원조 1,473.6 358.3 368.7 367.0 573.9 578.9 3,720.4
-유상원조
(EDCF) 

1,231.1 132.2 170.6 214.1 326.7 414.5 2,489.2

다자협력 1,547.1 205.6 263.1 234.9 273.2 335.0 2,858.9
ODA/GNI(%)   0.07 0.09 0.10 0.10 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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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ODA 사업 추진 체제

우리나라의 ODA 사업은 외교부 개발협력국이 담당하고 있다. 산하에는 개발정책과, 

개발협력과, 다자협력ㆍ인도지원과가 있으며 담당업무는 아래 표와 같다.

표 4-3 외교부(개발협력국)의 ODA 관련 업무 

개발협력과는 KOICA(한국국제협력단) 사업, 조직 선진화 방안, 재외공관 개발협력 

기능강화 지원, 아시아 지역 ODA 업무 평가(자체평가, 특정평가), KOICA 총괄(II)

(사업계획 및 예산 등), 과학 ODA, 그리고 KOICA 부처 제안사업을 관장하고 있다. 

참고로 인권사회과는 제3장에서 기술한 국제백신연구소(IVI)에 관한 사항을 관할하

고 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은 1991년 4월 한

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하여 외교부 산하의 정부출연기관으로 설립되었다. 정부차원의 

대외무상협력사업을 전담기관으로 (대개도국 무상원조기관) 우리나라와 개발도상국

가와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하고 이들 국가들의 경제사회발전 지원을 

통해 국제협력의 증진에 기여를 설립목적으로 되어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프로젝트 사업, 국내초청연수 사업, 해외봉사단 파견(World 

Friends Korea), 해외재난긴급구호, 평화구축지원 사업, 민-관협력 사업, 그리고 국

제기구를 통한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해외 28개국에 28개 사무

소(주재원 16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자세한 주재사무소는 아래와 같다.  

개발정책과

• 무상원조정책 수립 총괄 

• 공여국 및 OECD DAC, UN 등 국제무대에서의 개발협력 

• 대외원조 규모 및 개발재원에 관한 정책 수립 

• 무상원조 분야 평가업무 

개발협력과

• 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 및 지역개발계획에 관한 정책을 수립 

•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 운영을 통한 무상원조와 관련된 지역별국가별 

원조계획 수립 총괄 조정 

• KOICA 지도 감독, 무상원조 관련 통계 집계, 민간사회와의 협력 지원 

다자협력ㆍ

인도지원과

• 인도적 지원(Humanitarian Assistance) 및 국제적 재난 및 분쟁으로 인한 

재건복구와 관련된 정책 및 계획 수립, 시행 

• 국제긴급구호에 관한 업무 

• 유엔개발계획(UNDP) 등 다자개발협력기구 관련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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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KOICA 해외 사무소 

   - 아시아(13) : 네팔, 라오스, 몽골,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아프가니스

탄,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캄보디아, 파키스탄, 필리핀, 솔로몬군도

   - 아프리카(8): 나이지리아, 에티오피아, DR콩고, 가나, 르완다, 카메룬, 우간

다, 모잠비크 

   - 중 남 미(4) :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볼리비아

   - 동구ㆍCIS(2) :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 중 동(1) : 이라크 

ㅇ KOICA 주재원

   - (16개국 16개소) : 탄자니아, 에콰도르, 세네갈, 모로코, 팔레스타인, 이집트, 

튀니지,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요르단, 미얀마, 케냐, 알제리, 아이티, OECD

대표부, USAID 

 

그림 4-2 KOICA 조직도 

KOICA의 ODA 사업 내용을 보면  정부가 추진한 ODA 사업의 양자사업중 46.9%

를 차지하고 잇으며, 무상원조 사업의 78%를 차지하고 있다. 사업규모는 1991년 

US$23 Million 에서 2010년 US$454Million으로 크게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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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ICA의 원조는 2011년 2012년 각각 US$408,055천불 US$ 445,277천불으로 

나타났으며, 양자가 주를 이루고 있다. 분야별로는 교육, 보건, 농림수산, 

공공행정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유형별로는 프로젝트 수행, 해외봉사단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가 47%로 제일 많고 아프리카, 중남미, 

동구순으로 되고 있다. 

그림 4-3 KOICA 사업분야별 규모 추이 

KOICA 선진화계획(2010-2015)에 따르면, 한국 발전 경험 전수가 가능한 비교위위 

분야 집중 지원과, 국내외 개발협력 파트너쉽 강화방안으로 민간 부분, 정부 및 공

공기관, 지자체와 파트너쉽, 국제기구 및 타 공여국 기관과의 공동협력사업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

원자력연구원은 1980년 후반부터 국제연수과정을 수행해오고 있으며, 일환으로 

KOICA 지원으로 다양한 원자력분야 연수과정을 제공해오고 있다. 참가자중의 대부

분은 아시아 지역 국가에서 참가하고 있다. 

표 4-4 KOICA 지원 원자력연구원의 훈련과정 (총 참가자수 530명)

년도 주제 Start Finish 참가자수
1988

KOICA Regional (RCA)  Training Course on 
Nuclear Power Planning and Implementation

17

1989
KOICA Regional (RCA)  Training Course on 
Nuclear Power Planning and Implementation

1989-10-23 1989-11-10 14

1990
KOICA Regional (RCA)  Training Course on 
Nuclear Power Planning and Implementation

1990-10-22 1990-11-09 17

1991
KOICA Regional (RCA)  Training Course on 
Nuclear Power Pre-Project Activities and 

1991-10-07 1991-10-2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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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power  Development

1992
IAEARegionalTrainingCourseonIndustrialApplicati
onofNon-DestructiveTestingandEvaluation 

10

1993
IAEARegionalTrainingCourseonIndustrialApplicati
onofNon-DestructiveTestingandEvaluation 

15

1994
IAEARegionalTrainingCourseonIndustrialApplicati
onofNon-DestructiveTestingandEvaluation 

15

1995
KOICA/Regional (RCA)  Training Course on 
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on Industrial 
and  Environmental Applications

1995-10-13 1995-11-03 17

1996
IAEA Regional  Training Course on System 
Technology

21

1997
IAEA Regional  Training Course on System 
Technology

14

1998
KOICA/IAEA Regional  (RCA) Training Course 
on Disposal of Low and Intermediate Level 
Waste with  Emphasis on Non-Power Sources

1998-10-26 1998-11-13 23

1999
KOICA/IAEA Regional  (RCA) Training Course 
on System Technology for Nuclear Power 
Plant

1999-11-25 1999-12-15 19

2000
IAEA/KOICA Training  Course on Nuclear 
Power Reactor Technology

2000-11-02 2000-11-22 20

2000
KOICA/IAEARegional(RCA)TrainingCourseonSyste
mTechnologyforNuclearPowerPlant 

2000-11-25 2000-12-15 19

2001

KOICA/IAEA Training  Course on Nuclear 
Power Planning and Project Management for 
Middle-Level  Managers in Developing 
Countries

2001-11-01 2001-11-21 20

2002
KOICA/IAEA Training  Course on Nuclear 
Power Policy, Planning and Project 
Management

2002-11-14 2002-12-04 18

2003
KOICA/IAEA Training  Course on Nuclear 
Power Policy, Planning and Project 
Management

2003-11-24 2003-12-08 20

2004
KOICA/IAEA Training  Course on Nuclear 
Power Policy, Planning and Project 
Management

2004-10-14 2004-11-03 15

2005
KOICA/IAEA Training  Course on Nuclear 
Power Policy, Planning and Project 
Management

2005-10-13 2005-11-02 17

2006
KOICA/IAEA Joint  Training Course on Nuclear 
Power Policy, Planning and Project 
Management

2006-10-08 2006-10-28 14

2006
KOICA/RCARO Training  course on Training 
Instructor for Non-Destructive Testing

2006-09-11 2006-09-30 10

2007
KOICA/IAEA Regional  Training Course on 
Nuclear Energy Policy, Planning and Project 
Management

2007-12-02 2007-12-21 16

2007
KOICA/RCARO Trainer's  Tranining Course on 
non-destructive testing technlolgy

2007-08-30 2007-09-19 15

2008
KOICA/IAEA Regional  Training Course on 
Nuclear Power Policy, Planning and Project 
Management

2008-10-09 2008-10-29 18

2009 KOICA/KAERI/IAEA  Interregional Training 2009-11-05 2009-11-2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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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대외 무상협력 사업을 주관하는 외교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KOICA가 

ODA사업에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며국 제기구를 통한 지원 사업을 수

행하고 있다. 이를 활용하여 RCA사무국은 원자력연구원이 해온 것처럼 IAEA. 

UNDP, FAO 등과 협력으로 RCA 회원국을 대상으로 원자력기술을 이용한 연수과

정을 개발하여 펀딩 모색이 가능하며, RCA사무국 역할 확대와 활동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위해서는 RCA사무국과 KOICA간 전략적 파트너쉽 관계 구축이 

우선 요구된다. 

한 예로 한국과학창의재단은 KOICA와 2014년 02월 베트남 초등학교의 과학교육 

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MOU를 체결하였다.  베트남 현지 교사 대상 연수 및 실

험 기자재 제공 등 베트남 ODA(공적개발원조)사업에 상호협력을 수행할 예정이다. 

 4-4  -  MOU 

Course on Nuclear Power Policy, Planning 
and Project  Management

2010
KOICA/KAERI/IAEA  Interregional Training 
Course on Nuclear Power Policy, Planning 
and Project  Management

2010-11-03 2010-11-30 21

2010
KOICA/KAERI Training  Course on Energy 
Policy, Planning and Development for 
Jordanian

2010-07-11 2010-07-31 15

2011
KOICA/KAERI Capacity  Building for planning 
of Nuclear Plants

2011-07-04 2011-07-22 16

2011
KOICA/KAERI/IAEAInterregionalTrainingCourseon
NuclearEnergyPolicy,PlanningandProjectManage
ment 

2011-11-03 2011-11-30 18

2012
KOICA/KAERI/IAEA  Interregional Training 
Course on Nuclear Energy Policy, Planning 
and Project  Management

2012-11-01 2012-11-29 17

2013
KOICA/KAERI Regional  Training Course on 
Capacity Building of the Egyptian Nuclear 
Power Plants  Authority (NPPA)

2013-05-03 2013-05-17 8

2013
KOICA/KAERI/IAEA  Interregional Training 
Course on Nuclear Energy Policy, Planning 
and Project  Management

2013-10-31 2013-11-2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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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UNDP 사업과 RCA 사무국 활동과 연계 방안 

2.1. 한-UNDP 협력사업

UNDP는 개발도상국의 개발의 지원하기 위하여 1965년 뉴욕에 설립되었다. 한국은 

UNDP의 전신인 UNSF에 1963년 가입하였다. 한국은 UNDP로부터 1960년대 초입 

이후 2000년까지 개도국으로서 US$78.85 million 지원을 받았다. 이 기간은 경제

개발 5개년계획 4~6차 기간으로 지원 내용을 보면 60-70년대는 노업과 생산성 증

대, 기초의료서비스 및 기초 교육 확대 분야, 80년대는 노동시장의 수요 충족을 위

한 직업교육 분야, 90년대는 인적자원개발과 환경보호, 남녀평등 증진 분야에 지원

을 받았다.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으로 개도국에서 선진개도국으로 부상하면서 한국도 베트남과 

튜니지아 5개년계획 수립, 서사모아해안지역 지도 작성, 몽고의 학교보건 관리모델 

등 UNDP에 기여를 하기 시작하였다.  이어 한국은 1990년대 중반부터 UNDP 수

혜국에서 지원국으로 지위가 전환되었다. 2000년대 이후 한국의 UNDP 지원사업의 

추진은 목표 지향적 원조사업에 초점을 두고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이 사업의 일환

으로 RCARO/UNDP 프로젝트 "Post-tsunami Environment Impact Assessment 

Using Nuclear Application Technologies" 가 '06.7-'09.1까지 37만달러를 투자하

여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 

2010년 한국은 OECD DAC에 가입하면서 한국은 공식적으로 수헤국에서 지원국으OECD DAC에 가입하면서 한국은 공식적으로 수헤국에서 지원국으

로 위상이 바뀌게 되었다. 즉 한국은 OECD DAC 회원국으로서 ODA(oversea 로 위상이 바뀌게 되었다. 즉 한국은 OECD DAC 회원국으로서 ODA(oversea 

development assistance)를 ODA/GNI 기준 0.072%('07) -> 0.15%('12) -> development assistance)를 ODA/GNI 기준 0.072%('07) -> 0.15%('12) -> 

0.25%('15)로 확대계획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정부는 0.25%('15)로 확대계획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정부는 Korea-UNDP MDG 

Trust Fund를 조성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의 펀드규모는 2010년부터 3ㄴ녀간 매년 

3백만달러를 조성하였다, 또한 외교통상부는 2010년 5뱌ㅐ감달러, 2011년 8백만달

러, 2012년에는 천만달러흫 조성하였다. 조성된 펀드는 UNDP 본부에서 관리하고 

사업은 한국정부와 협력하여 수행하게 되었다.  2010년부터 UNDP와 함께 구체적

인 사업을 착수하게되면서 서울에 정챗센터를 개설하고 UNDP 프로젝트 수행을 지

원하고 있다. 펀드의 사용분야는 UN MDGs를 적용하고, 프로젝트 수행기간은 2~3UN MDGs를 적용하고, 프로젝트 수행기간은 2~3

년, 지원규모는 20~50만달러수준으로, 년, 지원규모는 20~50만달러수준으로, 외교통상부 펀드는 기후변화 대응, 빈곤 감

소분야, 교육과학기술부펀드는 교육역량강화, 개발경험 및 지식 확산에 중점을 두

고 있다. UNDP의 새천년 개발목표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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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N 8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The UN 8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1. Eradicate Extreme Poverty and Hunger

2. Achieve Universal Primary Education

3. Promote Gender Equality and Empower Women

4. Reduce Child Mortality

5. Improve Maternal Health

6. Combat HIV/AIDS, Malaria and other Diseases

7. Ensure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8. Develop a Global Partnership for Development

한-UNDP 협력사업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        

○ UNDP SU-SSC         
   ,  ODA   

○          
   

   -        
   -        
   -  
     •         

 
     •  , ,      
     •          

    
  -        
  -        

한-UNDP 협력사업의 기간 및 규모는 아래와 같다.

○ : 2010  10  8  ~ 2015  12  31
   - 1 : 2010  10  8 ~2011  9  30
   - 2 : 2011  10  1 ~2012  9  30
   - 3 : 2012  10  1 ~2013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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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50 (  )
   - 1 : 797
     • UNDP : 757 (682,658.50 USD) 
     • -UNDP : 4
   - 2 : 779
     • UNDP : 739 (653,404.07 USD) 
     • -UNDP : 4
  - 3 : 779
    • UNDP : 739 (677,018.92 USD) 
    • -UNDP : 4

한-UNDP 협력사업 수행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차년도(2010-2011년)

 5개 과제 선정

○    
   - Global South-South Development EXPO Exhibition (2011년 5월 19일~25일, 

Bangkok)

     • RCARO   -UNDP  , RCARO
   ( )      

 
  - Climate Change Adaptation Program (2011  10  23 , Bangkok)
    • UNESCO  RICE (Regional Initiative on Climate Change 

Education)  

( )

    
   

 300 3

  200 3
    
  200 3

MDGs    
  200 2

    
 30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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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lobal South-South Development EXPO 2011 (2011  12  5-9 , Rome)
    •        

 -UNDP    UNDP SU-SSC   
 

2차년도(2011-2012년)

 선정

    

○   
   -           

   ,   
○    ODA   , 

2.2. UNDP사업과 RCA사무국 활동과 연계 방안

1963년부터 시작된 대한민국과 UNDP의 협력관계는 2009년으로 제1막을 내리고 2010년

부터는 순공여국의 위치에서 UN의 새천년개발목표(MDGs :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달성을 위한 공여사업을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다. 2000년 UNDP Special 

Unit for South-South Cooperation과 한국정부간 남남협력에 대한 협력 회의를 갖

고 프로그램 추진에 합의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개도국 특히 저개도국을 대상으로 

빈곤 탈피 노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한국의 기술이전을 중점으로 삼자간 협력을 수

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UNDP 사업은 한국의 발전과정을 통해 개발도상국들이 얻고자 하는 것은 

그들의 실정에 맞는 우리나라의 지식․기술 노하우를 전수하는 것이다. 한국정부는  

( )

ICT     300 3

 3  (DR , 
, )   300 3

    300 3

   300 3

    30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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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된 ODA 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국제사회의 공동발전에 기여하고 공여국으

로 거듭난 한국의 국격 제고에 기여하기 위하여 UNDP의 SU-SSC (Special Unit for 

South-South Cooperation)와 공동으로 개발도상국이 직면한 교육과학기술 관련 과

제에 대한 공동의 해결방안을 모색․지원하는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가. 사업 개요

� 방식 : 남-남협력 또는 남-남-북 협력하에 이루어지는 다자간 사업으로 교육과학기술

분야의 자문, 훈련, 워크숍, 교재개발 및 발간, 장비지원 등의 활동들을 

개도국 현지 또는 한국 프로그램으로 추진

� 규모 : 최대 3년간 매년 10만 달러 지원

� 수행기관 : 전문성을 갖춘 국내 교육과학기술 및 개도국 관련기관

� 선정기준

   - 최저개발국 포함 사업

   - 개도국 수요에 기반한 다자간 협력

   - 과제 수행 결과의 활용도

   - 과제 예산의 효율적 활용도

   - 다른 과제들과의 협력

   - 참여하는 한국기관의 사업 기여도

표 4-5 한국-UNDP 프로젝트 제안서 구성 및 내용

RCA사무국에 부여된 임무중의 하나는 타 국제기구로부터 RCA 프로젝트 펀딩을 모색하

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RCA사무국은 한-UNDP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지금까지 세 

개의 프로젝트를 2006년, 2010년, 2013 각각 수주하여 두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완

료하고 나머지 한개 프로젝트는 향후 3년간 수행중이다.

구성 내용

1. 표지
(Cover Sheet)

 . 프로젝트 제목, 예산, 참여 기관명, 프로젝트 요약설명
 . 참여자들의 서명(Signatories)   

2. 개발과제
(Development
  challenge)

 . 프로젝트 제안 배경 분석, 참여기관 간 파트너십 전략,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목표
 . 분량 : 최대 2 page

3. 결과
  (Results)

 . 예상결과*, 수혜대상, 수행방법 및 전략
 . 분량 : 최대 1.5 page
   * MDGs 8개 목표 중 해당되는 목표를 포함하여 기술 

4. 활동계획
  (Work Plan)

 . 프로젝트 기간 활동계획: 활용자원, 결과, 연간목표 및 활동 등을 
   표로 구성 (별첨 2. 12p의 표 참고) 

 영문 공고문과 Facility Document 참고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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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A사무국은 지금까지의 한-UNDP 프로그램 수행 경험을 토대로 지속가능한 펀드의 

확보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RCA사무국과 UNDP-SSC 간 전

략적 파트너쉽을 체결이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중장기 협력 방향과 프로젝트 개발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펀드의 확보가 가능하다고 보인다. 

두 번째는 RCA회원국은 대부분 개도국이거나 저개발국으로 구성되어 있어 UNDP가 추

구하는 MDG에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 특히 개도국의 수요가 있는 분야를 모색하여 프

로젝트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사회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 개

발이 제일 중요하며 이와 함께 기술이전과 개도국의 역량강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셋째, RCA의 프로젝트 수행 기준인 원자력기술의 응용이 적용되어야 한다. 넷째 프로

젝트 수행내용은 한국의 기술을 개도국에 이전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관련 기관간의 협력관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사업수행기관, 연구추진기관 및 정부와 관

련 대학 및 산업체간의 협력네트웍의 구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RCA사무국의 프로젝트 개발은 한-UNDP 프로그램으로 수행이 되므로 

UNDP-SSC/RCA 간 정레회의를 갖고 프로젝트 개발과 수행방향을 조율하는 것도 필요

하다. UNDP-SSC의 요구사항과 RCA의 프로젝트 수행 지침을 동시에 적용해야 되므로 

이는 더욱 중요하다.    

그림 4-5 한국-UNDP-RCARO 프로젝트 수행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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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RCA사무국 비전과 중장기 발전 방향 

제 1 절 RCA사무국 비전

1,1. RCA 사무국의 설립과 운영

RCA(Regional Cooperative Agreement)는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원자력 이용기술개

발지원을 위하여 설립되었고 지금은 20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는 

IAEA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국은 아시아태평앙지역의 원자력이용개발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우리 원자력 기

술의 우수성을 알려 향후 원자력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한국정부의 예산으로 사

무국을 설치하였다.

사무국은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 내에 설치하였고 예산과 인사는 연구원과 독립적

으로 사무국장이 총괄하고 있다. 주요활동은 RCA사업의 홍보와 데이터베이스의 구

축, 사무국 주도 사업 수행이다. UNDP와 협력하여 RCA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직접적인 RCA 사업은 참여하고 있지 않다.

사무국 설립당시 회원국들은 RCA사무국의 성공적인 운영에 대해 의구심을 보였지

만 설립 12년이 지난 지금은 그동안 RCA사무국에 축적된 경험과 자료가 RCA사업

을 활성화 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 회원국들도 사무국의 활동을 성공적으로 

평가하고 만족하고 있다. 그러나 사무국은 아직도 총회의 결의안과 규칙에 설립근

거를 두고 있고 이를 RCA 협정에는 반영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사무국의 

국내 예산확보나 활동에 대한 법적인 근거에 대해 많은 제약이 있는 실정이다.

IAEA와는 원할한 업무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RCA사무국의 역할 한계로 불균형

관계가 유지되고 있고 사무국의 RCA사업 참여 한계, 총회 등 주요회의에서 발언권 

등에서 제한이 있다. IAEA는 IAEA역할 축소에 대한 우려로 사무국 역할 확대를 경

계하고 있다. 이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IAEA와 관계 설정을 통해서 문제를 붚러

가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부 등 예산관련 부처와의 관계는 사무국의 설치근거가 없어 표

면적이고 적극적인 접촉에는 한계가 있고 관련기관 접촉시 마다 사무국의 설치근거

와 지위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며 예산지원근거 및 당위성을 요구하고 있어 예산확

대에 많은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무국의 법인으로서 독립 운영 

추진과 사무국의 운영성과와 기여 효과를 중심으로 대정부 및 국내 원자력계에 홍

보를 강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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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RCA사무국의 비전

2014년 RCA 국가대표자회의에 제출할 사무국은 전략페이퍼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2013년 12월 회원국을 대상으로 사무국의 운영 평가, 사무국의 활동에 대한 평가, 

회원국과의 관계, 미래 역할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8개국이 답변하였

다. 답변 결과를 보면 사무국의 운영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만족을 표시하였으며, 

활동성과에 대해서도 우수하게 평가하였다. 사무국의 역할 확대에 대해서는 6개국

이 동의하였으며 2개국은 중립을 유지하였다. 사무국의 미래 활동 제안과 역할 특

히 특별기여금 사업 관리와 전문가회의 개최 등 7개국이 지지하였다. 회원국의 수

요와 지원, 한국정부 정책적 지원, RCA사무국의 현재와 미래를 전망할 때 사무국

의 비전은 아래와 같이 요약 할 수 있다.

○ RCA사무국의 국제법적 지위 획득과 국제기구화

    - 회원국과 협력을 통한 RCA 총회에서의 협정 개정 및 국제법적 지위 확보  

    - RCA사무국 본부 설립 운영 

○ RCA사무국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발전 추진

    - 국제기구로서 역할을 위한 국내외 지원체제 구축 

    -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인력 운용

    - RCA 전문가 네트웍 구축 및 활용

○ IAEA 및 아태 지역내 국제기구로서 사업과 활동 

    - 국가 위상제고와 지역내의 원자력기술 협력 주도

그림 5-1 RCA사무국 국제기구화 추진 ROAD MAP

RCA협정의 진정한 사무국으로서 그리고 

아태지역의 원자력협력 국제기구로서 주도적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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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RCA사무국 중장기 발전 추진 방향과 전략

RCA사무국의 현재의 운영 여건을 장점, 단점, 위협요소, 기회 요소 등을 보면 다

음과 같은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장점으로는 IAEA 협력사업 지역협력체로서 성공 모델로 평가되고 잇으며, 10년간

의 운영 및 축적된 경험 및 네트웍과 역량 확보,한국정부와 정책적 지원과 회원국

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들 수있다. 약점으로는 국제법적 지위 확보가 되어 잇

지 않아 활동에 제약과 취약점이 존재하며 단기간에 해결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

다. 또한 협정개정에서는 일부 회원국의 소극적 협력자세도 존재하고 있다. 

위협요소로는 국제법적 지위 미확보 장기화, 정부부처와 정치권, 국내 원자려계의 

인식 부족, 국제기구화 추진에 대한 정부의 지원 미약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현재 

운영 방식과 인력 활용은 정부의 지원이 있긴 하나 임시적인 상태로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 추진에 장애가 되고 있다. 한편 기회 요소로는 지역내 IAEA 회원

국의 증가와 IAEA에서의 RCA 사무국 활동에 대한 높은 평가와 관심증가, IAEA의 

사무국의 지원 요청 가능성 증대 및 사무국의 역할 확대 전망, 한국정부의 정책지

원 강화, RCA의 사무국의 역할과 활동 강화에 대한 지원의 확대가 전망된다. RCA

사무국의 SWOT 분석(예)는 그림 5-2와 같다. 

  

 그림 5-2 RCA사무국 SWOT 분석(예)

이와 같이 사무국의 SWOT 분석에 따라 사무국의 취할 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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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적 지위 확보

RCA사무국 운영의 문제점은 법적 설립근거이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RCA협

정에 설립근거가 없기 때문에 관련 예산의 확보 등 지속적인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국제 사회에서도 정체성이 확보 되지 않아 지속적인 발전에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사무국은 5년 단위로 미래부의 사업일환으로 국제기구화 사업을 수행하고 있

으며 과제가 종료되면 이에 대한 평가와 계속사업 추진 여부를 정해야한다. 사무국

의 국제법적지위를 가지는 경우 사무국 인사와 예산에 대해 한국정부의 영향력을 

계속 가질 수 있는 등 장점이 있지만 지속적인 한국중심의 운영은 RCA사업에서 영

향력을 확보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현재 사무국의 발전 방향과 협정개정 워킹그룹이 구성되어 운영 중에 있으므로 우

선적으로 협정 개정 추진을 통하여 사무국의 국제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근거 확보

가 필요하다. 협정개정 노력과 관련하여 사무국발전방향 워킹그룹에서는 중장기적

으로 사무국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의 합의와 IAEA와 관계 설정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2017년의 RCA협정 연장 논의에서 사무국의 국제법적 지위 확보를 위해서는 관련 

과제와 문제를 부처j간 논의가 필요하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속히 국제기구

화 추진단 구성과 사무국활동 지원단을 구성과 운영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원 조직

을 통하여 협정개정과 국제기구화 추진을 효과적으로 추진이 가능하며 미래부의 주

관아래 운영위원회에서 주요 과제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앞에서 기술

한 바와 같이 IAEA와의 관계 설정과 사무국의 발전 방향, 회원국과의 협력 강화 사

업 추진 등도 포함되어야 한다.

그동안 한국정부의 노력으로 RCA내 협정개정실무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이에 대해 

한국정부는 자발적 기여금을 RCA관리 및 효율성제고 과제에 추가로 기여하여 동 

자금은 협정개정을 위한 실무위원회에만 사용 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것도 한 방안

이다. 일본 등 일부 반대 국가에 대해 양자 접촉을 통해 우리의 의사를 전달하는 

등 회원국의 우려사항을 충분히 해소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RCA 사무국의 기능 및 역량 강화

RCA사업의 참여 제한도 문제이다. RCA사무국의 기능은 초창기 RCA사업의 홍보와 

관련 데이터의 축적에 있었으나 그동안 활동 확대 및 역할 강화를 통하여 다양한 

회원국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무국 주도 프로젝트도 수행하고 있다. 반면 RCA

사업의 본질인 IAEA 사업의 참여는 전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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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무국이 그동안 IAEA가 수행해오던 RCA사업의 전체적인 행정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회원국들의 평가가 있지만 관련예산의 확보, 사무국의 전문인력 

부족 등 해결할 과제가 많다. 

또한 사무국의 지위향상에는 직원들의 역량강화와 전문성 축적이 중요하나 현재의 

운영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우선 직원들의 안정적인 장

기근무가 필요한데 사무국장은 3년 임기로 교체 되고 행정부장은 2년, 사업부장은 

통상 연구소 파견으로 2년 주기로 교체가 되기 때문에 전문성 축적은 거의 불가능

하다. 사무국장은 임기제로 교체가 불가피하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업부

장은 지속적인 근무가 필요한데 사무국이 대전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인력확보가 어

려운 실정이다. 또한 현재의 실무직원은 이공계출신이 없어 사업 참여에도 한계가 

있다. 사무국장이 주로 중앙부처 국장급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는 과장급

으로 운영하고 있어 사무국장의 적극적인 참여가 곤란한 점도 해결해야하는 과제이

다. 이러한 배경에는 사무국의 운영 방식이 법인으로 운영되지 않고 정부사업의 하

나의 과제로서 수행되어 직원의 고용에서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장기적

이고 안정적인 인력 관리를 위해서 법인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도입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사무국이 당면한 국제법적 지위 학보와 국제기구화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를 통하여 사무국의 역량강화 전문성 강화를 위해 회

원국의 전문가 고용 및  활용 확대도 과감하게 추진이 필요하다.  

사무국의 기능 강화 방향은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협정을 개정하여 RCA의 주도적인 운영하고 사무국의 국제기구로서의 지위를 

확보한다.

둘째, 사무국이 역할 확대 및 역량 강화로 RCA사업을 관리 할 수 있는 기능을 가

진다.

셋째, 사무국의 전문성 확보, 인력보강, 예산의 확대이다.

사무국의 RCA 사업 참여 확대

현재의 사무국기능을 IAEA의 RCA사업 참여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사무국

은 UNDP사업을 직접 추진함으로서 RCA사업추진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고 사업 참

여자들도 RCA사업보다 훨씬 유용하였다는 평가가 있다. 단 이러한 RCA 사업참여

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사업참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예산확보와 전문인

력 보강이 필요하다. 이번에 구성된 사무국발전 workin group에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3장에서 제안한 사업들은 여기에 반영도 필요

하다. 최근 IAEA의 행정부담 경감을 위하여 RCA사무국의 사업관리기능 부여 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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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 아주 긍정적인 진전으로 평가된다. 관련예산은 한국이 부담하고 있는 자발적 

기여금을 활용할 수 있다. 과거 매년 5만불만 부담하던 TC자발적 기여금을 2013년

에는 20만불로 확대하였으며 향후에도 필요시 확대가 필요하다. 

RCA사무국의 기능 강화와 관련하여 한국정부의 자발적 기여금 활용을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RCA프로젝트 중 footnote-a 사업 중에서 선택하여 자발

적 기여금을 지원하고 사무국이 사업의 공동 LCC역할을 하거나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 할 수 있다. RCARO의 역할 확대를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 든지 RCA사업의 

평가나 관리의 업무를 RCARO가 맡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RCA

사업 중 Enhancing the Management of the Regional Agreement and 

Program(RCA) 사업을 활용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Enhancing the 

Management of the Regional Agreement and Program(RCA) 사업은 RCA사업의 

관리와 정책수립을 위한 워킹그룹구성 등을 지원하기위해 사업을 시작하였고 

‘14-’15 프로젝트에 포함되어있다. RCARO가 다른 전문적인 과제에 참여 하는 것

보다 이러한 행정관리 과제에 참여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수가 있다.

사무국의 지위 향상 및 전문성 제고 

사무국이 RCA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행정기능과 함께 전문

성을 확보해야 한다. 행정기능은 통상적으로 정부의 고위행정가가 사무국장으로 부

임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전문성은 직원들의 잦은 교체로 개선이 필요하다.

우선 법인화가 될 때 까지 사무국사업의 기획집행기능의 중간관리자인 사업부장과 

행정부장을 고정 전문직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 예산

이 허락한다면 계약직으로 하되 지속적으로 근무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채용하여 사

무국이 RCA사업을 수행 할 수 있는 체제를 미리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사무국의 활동에 회원국 전문가의 활용을 검토한 바 있다. 회원국에서도 회

원국내의 전문가 활용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우선 해외전문가 활용이전에 어떤 업

무를 맡게 할 것인가 에 대해서도 정밀 검토가 필요하고 또한 전문가 초빙에 따른 

예산문제도 심각히 고려해야 한다. 또한 외국인 사무차장제도 도입도 신중히 검토

해야 할 것이다. 사무국 조직과 인력운영에 대해서는 2003년 채택한 working 

paper의 수정보완이나 새로 작성이 필요하다. 인력 증원은 사무국의 역할 확대와 

사업 확대 에 따라 현재 4명보다 2-3배 이상 증원이 요구된다. 여기에는 회원국 

전문가의 활용을 포함한다. 해외전문가 활용과 사무차장제 도입은 앞으로 사무국이 

얼마나 많은 업무를 회원국으로부터 위임 받느냐에 따라 그 필요성이 달라 질 것이

며 이 또한 한국정부의 예산증액 지원 없이는 불가능 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사무

국의 법적지위확보와 위탁업무 증가의 추이를 봐가며 결정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현재의 사무국의 운영 지침은 2002년 설립 당시 채택한 working paper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조직과 인력 운영 등의 개정 또는 신규 제정 또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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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의 목표지향적 고객관리

사무국의 직접적인 고객은 회원국, IAEA사무국,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재정부, 국회 

등 이다. 사무국의 주요기능이 국제협력 업무이다 보니 국내기관과의 협조관계는 

다소 미흡한 면이 있다. 이는 사무국이 설립에 대한 근거가 빈약하고 그 필요성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하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사무국은 업무관계는 원활하나 예산지원 등 정부의 사무국의 육

성지원 의지가 다소 미약하게 보인다. 최근 사무국의 활발한 활동으로 예산수요는 

늘고 있으나 사업비예산은 3년동안 11억원으로 동결 또는 오히려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사무국의 예산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확대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산 당국과 예산협의시기에 미래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우선 필요하다.

그동안 회원국은 사무국의 추진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사무국과의 긴밀한 협

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사무국의 보다 많은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과거에는 회

원국들이 사무국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해 회의적이었으나 현재는 RCA 사업추진에

서 중심적 역할 수행을 요구하고 있다. 사무국은 관련회원국의 주요인사와 긴밀한 

관계가 계속 유지 되고 있고 정부는 이러한 사무국의 인맥을 이용하여 아시아 태평

양지역에서 원자력협력을 더욱 공고히 할 수가 있다.

IAEA 기술협력사업과 자발적 기여금의 전략적 활용

IAEA의 기술협력사업을 통하여 원자력기술 수출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

히 아시아 태평양지역은 우리의 인근 지역으로 원전을 신규로 도입하는 국가가 있

으며 지역적으로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수출을 위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개도국에 대한 원자력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선 원자력연구원이 개발한 과

제 중 수출 가능한 과제들을 조사하고 이러한 과제들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을 개발

하여 실제로 수출이나 협력을 하는 연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즉 개도국과의 공동연구를 하거나 연구결과의 수출이 이루어 질 경우 연구평

가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 

또한 이러한 기술이전에 기업의 참여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가 개발한 싸

이크로트론을 민간기업에 이전하고 이를 개도국에 수출하는 좋은 예가 있다. 

   표 5-1  한국의 기술협력사업 특별기여금 기여 현황(단위 : 천불)

년도
2000년 

이전
…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합계

금액 486.7 … 52.1 39.2 50 50 50 20 71.6 110 90 39.3 59 50 47.3 1,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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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기술한 RCA사무국 중장기발전 추진 방향과 전략을 정리해보면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5-3 RCA사무국 중장기발전 추진 방향과 전략 체계

사업 예산과 인력 증대 

RCA사무국 예산은 현재 백만불 수준이다. IAEA의 RCA 프로젝트 지원은 200만불 

수준이며, 아태지역에서 RCA와 경쟁중인 일본 주도의 FNCA는 3-4백만불을 투자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RCA사무국 예산은 미래부의 일반회계의 RCA 사무국 

운영 지원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다. 운영비와 사업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미

래부와 기재부의 지침과 규제를 받고 있으며 국회의 예산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RCA사무국 예산 증대는 협정개정과 국제기구화 추진, 회원국의 새로운 수요 충족

과 역할 및 활동 강화에 인력 증가와 함께 필수적이다. 인력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정규직 기준 현재 4명에서 8~13명 수준으로 확대가 필요하며 사업비는 

IAEA/RCA 수준(100-150만US$)으로 확대가 요구된다. 참고로 FNCA(Forum for 

Nuclear Cooperation in Asia)는 일본 정부가 ‘90년부터 장관급 회의와 FNCA 프로

젝트 책임자회의 개최 등 원자력협력 주도를 위해 매년 약 40～50억원을 투입하고 

있다.

재원 확대는 RCA사무국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발전에 필수이며, 전문 인력 

충원 및 회원국 전문가 활용 확대 등으로 불가피하다.  또한 국제기구로서의 운영 

인프라 혁신, 신규 사업 발굴 추진 및 EB확대, 사무국 역할 강화 사업 (WG운영 및 

지원, IAEA/RCA 협력 등), 국제기구로서 역할을 위한 국내외 지원 사업에도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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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충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무국 향후 업무 전망 및 인력 수급 계획 수립에는 다음

과 업무를 추가하여 고려해야 한다. 즉 설립 이후 변화된 사무국의 역할/활동 반영 

및 국제기구로의 인력운영 혁신, 협정개정 지원 및 RCA 사무국 본부 설립(국제기

구화 추진단), 회원국과 협력사업 발굴 및 RCA 프로젝트에서 LCC 역할, 정보 제공 

활동 강화(홈페이지, 홍보강화 및 LCC 지원), RCA Chair 지원과 IAEA의 타 지역협

력협정과의 협력, RCA Working Group 운영 또는 지원, 회원국 및 IAEA 전문가 활

용,  RCA 전문가 네트웍 구축 및 활용, 그리고 이를 총괄한 사무국 및 RCA 발전 

정책 개발 등이다.  

사업내용은 앞서 3장에서 제안한 사업을 중심으로 고려가 가능하며  신규중점 사업

으로는 RCA회원국의 정책결정 고위직의 교육훈련과정, RCA workshop/forum 개최

/RCA RT School 운영 지원, RCA 장관급 회의 개최 추진( 협정 개정 2017년을 개

최 목표), 국제기구화 추진단 및 협력체 구성, IAEA/RCA<->RCARO Joint Meeting 

추진 등을 권고한다. 

이와 같은 업무와 활동을 위한 조직의 운영은 현재 사업부와 행정부를 확대개편하

는 불가피하며, 정책 개발 기능 강화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현재 사업부를 정책사

업홍보부로 확대하여 정책기능, 사업, 홍보를 관장하고 행정부도 행정관리부로 확

대하여 조직운영의 체계화와 전문성 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그림 5-4 RCA사무국 조직과 인력 운영 방향(수자는 인력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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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RCA사무국 중장기 발전 추진 방향

    

ㅇRCA -RCARO /
ㅇRCA: RO
ㅇ : RCARO   

ㅇRCA -  
ㅇ (working paper) : 
ㅇ   /   
ㅇ ,  

RCA ㅇ IAEA  
ㅇ RCARO:  

ㅇIAEA: TC  RCA  
ㅇRCARO:   
* RCARO-IAEA     

 

ㅇ RCA (visivility) 
ㅇ RCA   
   (viability) 
ㅇ RCA  /
ㅇ  

 

ㅇ RCA (visivility) 
ㅇ RCA     
   (viability) :   
ㅇ RCA  /
ㅇ   
ㅇ RCA (  , EB )
  - (ARASIA)  
ㅇ RCA    
  -   RCA    
  - RCA Fund /    

  
 

ㅇ , , , 
ㅇ  
  - 2002 working paper
  -  

ㅇ , , , 
ㅇ  ( ) 
  -IAEA–   
ㅇ    working paper 
  -   
     

ㅇ 7 
  - , , +2 ,
    +1
  - Temp. Staff : 1

ㅇ13
- , , 
   
- +2 ,
-  + 2 (IAEA  )
- + 2  
- +2
- : 1

ㅇKAERI   
  - , ,   

ㅇ   
-    :  2  
- , / , ,  
-  (  )

ㅇ1,174( )
  -  : 489
  -  : 685

ㅇ3,000( )
 - : 2,000( )(100-150 US$)
 -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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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및 건의사항

과학기술이 경제와 안보, 산업 등 현대 사회를 주도하게 됨에 따라 과학기술의 국

제협력과 외교의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의 교류가 세계적으로 보

편화됨에 따라 과학기술의 국제화도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회원국의 원자력 이용 진흥과 안전 등에 대해 기술협력 프로젝트를 통하

여 지원을 해오고 있다. 

IAEA의 기술협력사업을 통하여 원자력기술 수출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

히 아시아 태평양지역은 우리의 인근 지역으로 원전을 신규로 도입하는 국가가 있

으며 지역적으로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원자력기술 수출을 위한 전략적인 접근이 

중요하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우 1972년에 발효된 아시아/태평양 원자력 지역 협력 협

정 (RCA : Regional Cooperative Agreement for Research, Development and 

Training Related on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for Asia and the Pacific)

을 통하여 동 지역내에서의 회원국간 협력으로 프로젝트 수행을 해오고 있다. 이와 

같은 지역 협력 프로젝트는 원자력을 통한 지역 회원국 발전에 기여해오고 있으며 

지역내의 사회적 이슈와 경제성장에 많은 기여를 또한 성공적으로 해온 것으로 평

가되고 있다. 

한국정부는 원자력분야의 최초 국제기구 유치 활동으로 RCA사무국 유치를 결정하

여 운영을 지원해오고 있다. 2002년 설립된 RCA사무국은 한국정부의 적극 지원과 

회원국의 협력과 지원을 통하여 주어진 임무와 활동을 강화해오고 있으며 그 성과

는 성공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RCA는 타지역 지역 협정의 성공적인 모델로서 

또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RCA사무국을 통한 아태지역의 원자력 협력 기반조성

과 강화는 우리나라의 아태지역에의 원자력 협력과 기술수출의 전략적인 역할의 수

행이 가능하다. 

RCA사무국은 한국정부가 유치와 지원을 시작한 이래 국제사회에 많은 기여를 해왔

고 RCA회원국도 RCARO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회원국들은 그동

안 사무국의 운영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만족을 표시하였으며, 활동성과에 대해서

도 우수하게 평가하였다. 사무국의 역할 확대와 미래 활동 강화에 대해서도 대부분

국가들이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CA회원국의 수요, 한국정부 정책 지원, RCA사무국의 현재와 미래발전을 전망할 

때 사무국의 비전은 “RCA협정의 진정한 사무국으로서 그리고 아태지역의 원자력협

력국제기구로서 주도적 역할”로 요약할 수 있다. 이를 위해 RCA사무국의 국제법적 

지위 획득과 국제기구화, RCA사무국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발전 추진, IAEA

와의 협력확대 및 아태 지역내 국제기구로서 사업과 활동 강화를 주요 추진 전략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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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한국정부의 자발적 기여금의 전략적 활용 방안 마련과 

추진이 필수적이다.

RCA사무국의 국제법적 지위 확보는 협정개정이 필수적이나, 정부, IAEA, 회원국의 

지지와 합의가 전제로 되고 있다. IAEA와 회원국의 협력과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사무국의 기능과 역할이 강화되어야 하며 정부의 지원이 대폭 확대가 불가피하다. 

또한 협정개정은 사무국이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 따라서 외교부의 외교적 

지원과 법적 지원이 필요다. 미래부와 기획재정부는 사무국의 역할과 활동강화를 

지원하고 필요한 재원 확대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복잡하고 연계된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서 RCA협정개정추진단을 미래부 주

관으로 외교부, 기재부, KOICA, 원자력관련기관 고위급실무진으로 구성하여 운영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사무국의 지원단도 구성하여 사무국의 사업수행과 

기술적 지원을 수행하고 사무국 펀드조성도 필요하다. 사무국 지원단에는 관련 정

부 부처 ,원자력연구기관, 산업체, 대학, 학회 등이 참여가 필요하다. 협정개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RCA장관회의 개최가 필요하다. 그러나 장관회의

는 고위급 회의이므로 회원국들의 의견 수렴과 의제를 선정하여 추진하는 필수적이

다. 

RCA협정 개정과 국제기구화 추진, 회원국의 새로운 수요 충족과 사무국 역량 및 

활동 강화에 예산과 인력 증가는 필수적이다. RCA사무국의 조직과 인력은 2003년 

채택한 사무국 working paper를 기초로 하되 정규직 인력은 회원국 전문가 채용을 

포함하여 현재 4명에서 8~10명수준으로 확대가 필요하며 사업비는 IAEA/RCA의 

사업 수준(150~200만US$)으로 확대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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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01 

아․태원자력협력협정( RCA) 5)  지역사무소

 법적위상에 관한 외교부 검토의견

I. 주요 사항 검토

 1. 일반원칙

가. 국제기구의 설립원칙

   ㅇ 일반적으로 국제기구가 설립되기 위해서는 국제법 주체(국가 또는 국제기구)

에 의하여, 국제법에 따라 구성되어, 회원국과는 별도의 독립적인 업무를 수

행하는 조직을 가지고 있어야 함. 

나. 법적지위에 관한 검토

   ㅇ 일반적으로 국제기구는 국제법 주체간의 국제법적 합의(조약체결)를 통하여 

국제기구의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법인격을 부여받는데, 이것은 조약

체결, 국제소송제기, 국제책임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국제적 법인격과 부동산 

처분, 소의 제기, 계약 등 국내적 법인격으로 구별됨. 

다. RCA 및 RCA 지역사무소의 법적지위

 ㅇRCA는 자체 독립적인 기관이 없는 협의체이며, RCA 지역사무소 역시 국

제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국제기구라고 할 수 없

음. 

- 사무소 설치 근거로 2001, 2002, 2003년 총회 결의안이 있을 수 있으나, 

5) 아․태원자력협력협정(RCA)는 우리나라, 중국, 일본, 호주 등 지역내 17개 회원국을 중심
으로 원자력과학기술분야의 공동협력사업 수행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에 기여
코자 1972년 설립된 국제협의체이며, IAEA는 회의 및 사업추진 주관 등 사무국 역할
을 수행하면서 연간 약350-400만불의 사업예산중 약 80%를 기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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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효력이 없는 총회 결의안만으로는 사무소에 국제적 법인격을 부

여할 수 없으며, 결의안에서 부여하고 있는 사무소의 기능 역시 ‘기금마

련’, ‘기술지원촉진’, ‘조직 활동 강화’ 등 극히 일부에 한정되어 있음. 

 ㅇ따라서 기존협정의 개정 또는 별도 설립협정 체결과 같은 회원국간 법적

합의가 없을 경우 국제적 법인격을 부여받을 수 없음. 

 2. 과기부의 3가지 추진방안에 대한 검토

가. 제1안(본부협정체결)

 ㅇ RCA 지역사무소와 대한민국 정부간의 본부협정 체결을 통해 국제적 법인격 

및 특권면제를 부여하는 방안으로, 과기부는 우리나라가 유치한 국제백신

연구소의 예를 들고 있음. 

 ㅇ 그러나 본부협정은 기본적으로 국제적 법인격을 인정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협정이 아니라, 국제적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국제기구에 대하여 유치국

내 사무소 설치를 명문화하고, 국내적 법인격 및 특권면제 부여, 재정지

원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협정임. 

   - 백신연구소 본부협정의 경우 제6조에 우리나라가 백신연구소의 법인

격을 승인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이것은 국제적 법인격을 새로이 창출

하는 것이 아니라, 설립협정에 의하여 사전에 이루어진 국제적 법인격

을 재확인하는 내용임.

 ㅇ 또한 과기부측 검토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RCA 지역사무소가 국제적 법인격

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와 본부협정을 체결할 수 없음. 

※ 본부협정을 체결을 위해서는 ①기본협정 개정 또는 설립협정 제정을 통하

여 지역사무소에 국제적 법인격을 부여한 후 지역사무소와 우리 정부간의 

본부협정을 체결하도록 하거나, ②RCA 지역사무소에 대한 국제적법인격

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와 지역사무소가 아닌 RCA 회원국간의 

다자조약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임. 또한 ①의 방법에 의한 본부협정 체결시

에도 체결문안에 대한 서명 전후 회원국의 적절한 승인절차를 필요로 하는

데,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회원국간 사전 합의가 필요할 것임. 

나. 제2안(대한민국 정부와 IAEA간 설립운영에 관한 협정체결)

 ㅇ 양측간 협정을 통하여 사무소를 IAEA 일부로 설치하는 것이며, 이 경우 IAEA 

헌장 및 특권면제에 관한 협약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문안이 기존 조

약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을 경우 국회비준 동의 없이 단기간에 체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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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ㅇ 따라서 제2안에 따른 사무소 설치는 법적인 문제는 없으나, 과기부 검토에

서처럼 과기부와 IAEA 모두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면, 

양측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 한 채택되기 어려울 것임.

다. 제3안(RCA 지역사무소와 정부간의 제한된 내용의 협정 또는 MOU 체결)

 ㅇ 제1안의 설명과 같이 국제기관이 국가와 조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법인격이 있어야 하는데, RCA 지역사무소와 같이 법인격이 없는 사무소

가 정부와 협정 또는 MOU를 맺는 것 자체가 불가능함. 

※ 따라서 지역사무소가 2003년 RCA 총회에 제출한 2003-04 Work Plan

(참고자료 12)의 제6장6) 및 제7장7)의 내용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

단됨.

라. RCA 지역사무소와 대한민국정부간 협정 초안(Agreement Between the 

RCA Regional Office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on 

the Legal Functioning of the RCA Regional Office in the Republic of 

Korea) 

 ㅇ 과기부는 위의 제3안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와 RCA 지역사무소간 협정초안을 작성

하였으나, 기본적으로 우리정부의 체결상대를 법인격이 없는 지역사무소로 

규정하고 있어 적절하지 않음. 

 ㅇ제1조에 대한민국정부가 지역사무소 법인격을 승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

나, 국제법인격을 승인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설립협정 등을 통하여 지역사

무소가 국제기구로서 법인격을 갖추고 있어야 함. 

 ㅇ제4조의 경우 양측이 ‘지역사무소의 지위를 RCA 협정에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데 노력한다’고 되어 있는데, 협정의 개정은 우리 정부와 지역사무

소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회원국 소관사항이므로 적절하지 않음. 

6) With the adoption of an RCA GC Resolution on the Establishment of the RCARO in 

Korea, it is expected that host government, Korea will initiate concluding necessary 

legal provisions for RCARO. Such provisions enable RCARO not only to carry legal 

activities but also provides a legal status when representing international and regional 

entities. 

7) With regard to the legal provisions for RCARO, it is planned to establish an 

agreement, or an MOU between the Korea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MOFAT). This agreement when established will confirm the presence of RCARO 

in Korea as an international level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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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우리부 검토 방안

가. 기본원칙

ㅇ 국제적 법인격 부여, 특권면제 부여 등의 문제는 국제적으로는 기존 국가 및 

국제기구와의 새로운 관계를 창출하고, 국내적으로는 국내법의 예외 사항을 

발생하게 하므로, 적절한 법적 근거를 충족시키면서 진행되어야 함. 

ㅇ 일단 RCA 지역사무소의 기능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

여 필요한 정도의 기본협정 개정이나 별도 설립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각

국간 문안 교섭 및 국내비준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절한 문

안을 제안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ㅇ 또한 ‘지역사무소’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함.

- 지역사무소(Regional Office)는 일반적으로 전체 국제기구의 활동 중 일부 

지역 및 기능의 수행을 분담하는 역할을 하게 되나, 대전 사무소가 이런 

제한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지, 아니면 RCA 전체의 본부

(headquarters)의 기능을 하려는 것인지가 불명확함. 

과기부측은 주로 ‘RCA Office’라고 지칭하는데 반하여, IAEA측은 일관

되게 'RCA Regional Office'라고 지칭하고 있음. 

'RCA Regional Office'의 지위라고 한다면, RCA의 다른 회원국에도 

'Regional Office'를 설치할 수 있을 것임. 

나. 국제적 법인격 부여 방안

 (1) 기본 협정 개정

    ㅇ RCA 자체를 국제기구화하고, 사무소가 본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는 별도협정 체결보다는 기본협정을 개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ㅇ 설립협정 체결만으로 사무소를 설립할 경우 RCA의 국제기구로서의 설립을 명

확히 하기가 어렵고, 별도협정에 가입하지 않은 RCA 회원국의 경우 지역

사무소 활동에 회원으로 참여하지 못하게 되어, 기존 RCA협정이 유효한 

상황에서 RCA 지역사무소가 RCA 전체를 대표하지 못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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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별도 설립협정 체결

    ㅇ 기본협정의 개정 및 비준에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IAEA 법

률국의 2000.10.6(오지리 24120-D1724) 제안과 같이, 기본협정의 개정

보다는 별도 설치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3개국 정도의 소수국

가의 서명에 따라 발효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할 경우 발효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임. 

 ㅇ 이 경우 설치협정의 내용에 필수적인 내용만을 간결하게 규정하고, 특권면제 

부여, 국내적 법인격 부여 등 각국의 국내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본부소

재지인 우리나라에만 적용되도록 규정할 경우 타국의 비준완료시기를 단축

시킬 수 있을 것임. 

 ㅇ ‘협정 발효하기 전이라도 ...년...월...일자로 대전사무소는 잠정적인 지위를 향유

한다’는 등의 조항을 삽입할 경우 협정이 발효되기 전에도 사무소의 지위를 

어느 정도 보장 받을 수 있을 것임. 

 ㅇ 설치협정내에 본부협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별도 본부협정 체결

과정을 거치지 않도록 할 수도 있을 것임.  

 (3) 기타(국내법에 따른 법인 설립 후 국제적 법인격 부여)

 ㅇ 특별법 제정 또는 비영리법인 등록을 통해 국내법인격을 부여하고(특별

법 제정시에는 일정 정도의 특권 면제도 부여 가능), 총회 등 RCA내 내부

절차를 통해 사무소의 기능을 확충하여 국제기관으로서 지위를 정착시킨 

다음, 추후 당사국간 조약에 따라 국제 법인격을 정식으로 부여하는 방법

이 있음. 

- 필리핀의 국제미작연구소(IRRI)의 경우 국내법에 따라 설립되어, 국내

법에 따른 특권면제를 부여받은 후 다자조약을 통해 국제적 법인격

을 부여받았으며, 국제적십자사는 스위스 민법에 따라 설립된 후, 

국제기구로서의 위상을 인정받아 스위스 정부와 본부협정을 체결함.  

 ㅇ 비교적 짧은 시간내에 국내 법인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정식 국제기구가 되기까지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이러한 일련의 진

행 과정에 대하여 당사국간에 사전 합의가 있어야 함. 



- 144 -

V. 결론

ㅇ 지역사무소의 국제적 법인격 부여를 위해서는 우선 회원국간의 합의사항이 

RCA의 ‘지역사무소’인지 ‘본부’(headquarters)인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

요함. 

ㅇ 또한 법인격 부여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다른 국가와의 법적 관계에도 영향

을 미치게 되므로 법적 근거 없이 유치국만의 의사로 간단히 국제적 법인격

을 부여할 수는 없으며, 회원국간의 합의에 따른 기본협정 개정 또는 설립

협정 제정을 통하여 정식 절차를 거쳐 진행시켜야 할 것임. 

ㅇ 대전 사무소가 RCA 전체 사무국 역할을 목적으로 한다면 기본협정 개정을 

통한 RCA의 국제기구화가 바람직하며, 별도 설립협정을 체결할 경우 사무

소의 기능 수행 범위 및 문안협상 결과에 따라 각국의 비준완료 시기를 단

축시키고, 발효전에도 임시적인 지위를 사무국에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

단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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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02 

The 1987 Regional Co-Operative Agreement for Research, 

Development and Training Related to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WHEREAS it is a function of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gency") to encourage and assist research on, 

and the development and practical application of, atomic energy for peaceful 

uses, which function can be fulfilled by furthering co operation among its 

Member States and by assisting them in their national atomic energy 

programmes; 

WHEREAS the Governments Parties to this Agree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Governments Parties") recognize that, within their national atomic 

energy programmes, there exist areas of common interest wherein mutual 

co-operation can promote the more efficient utilization of available resources; 

and 

WHEREAS, under the auspices of the Agency, the Governments Parties desire 

to enter into a Regional Agreement to encourage such co-operative activities;

NOW, THEREFORE, it is agreed as follows:

Article I

The Governments Parties undertake, in co operation with each other and the 

Agency, to promote and co-ordinate co-operative research, development and 

training projects in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through their appropriate 

national institutions.

Article II

1. There shall be a meeting of representatives of the Governments  Parti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Meeting of Representatives") to be convened by the Agency.  

The Meeting of Representatives shall be held as required and, at least, once e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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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Each representative may be accompanied by alternates, experts and advisers.

2. The Meeting of Representatives shall have the authority:

(a) to determine a programme of activities and to establish priorities 

therefor;

(b) to consider and approve the co-operative projects propos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of article III;

(c) to review the implementation of the co-operative projects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 of article III;

(d) to co-ordinate the activities of the project committees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VI;

(e) to consider the annual report submitted by the Agency pursuant to paragraph 4 of 

article VII; and

(f) to consider any other matters related to or connected with the 

promotion and coordination of co-operative projects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as set forth in article 1.

Article III

1. Any Government Party may submit a written proposal for a co-operative 

project to the Agency, which shall, upon receipt thereof, notify the other 

Governments Parties of such proposal. The proposal shall specify, in 

particular, the nature and objectives of the proposed co-operative project 

and the means of implementing it. At the request of a Government 

Party, the Agency may assist in the preparation of a proposal for a 

co-operative project.

2. In approving a co-operative project pursuant to paragraph 2 (b) of article 

II, the Meeting of Representatives shall specify:

(a) the nature and objectives of the co-operative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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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the related programme of research, development and training;

(c) the means of implementing the co-operative project and verifying the 

achievement of project objectives; and

(d) other relevant details as deemed appropriate.

Article IV

1. Any Government Party may participate in a co-operative project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III, by means of a notification of 

participation to the Agency, which shall notify the other Governments 

Parties of such participation.

2. Subject to paragraph 2 of article VII, the implementation of each 

co-operative project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III may start 

after receipt by the Agency of the third notification of participation in 

the co-operative project.

Article V

1. Each Government participating in a co-operative project in accordance 

with article IV (hereinafter referred to as "Participating Government") 

shall implement the portion of the cooperative project assigned to it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3(b) of article VI. In particular, each 

Participating Government, subject to its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shall:

(i) make available the necessary scientific and technical facilities and 

personnel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co-operative project; and

(ii) take all reasonable and appropriate steps for the acceptance of 

scientists, engineers or technical experts designated by the other 

Participating Governments or by the Agency to work at designated 

installations, and for the assignment of scientists, engineers or techn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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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s to work at installations designated by the other Participating 

Governments for the purpose of implementing the co-operative project.

2. Each Participating Government shall submit to the Agency an annual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portion of the cooperative project assigned to it, 

including any information it deems appropriate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3. Each Participating Government, subject to its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and 

in accordance with its respective budgetary appropriations, shall contribute, 

financially or otherwise, to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co-operative 

project and shall notify annually the Agency of any such contribution.

Article VI

1. There shall be established a project committee for each co-operative 

project.

2. The project committee shall consist of one representative from each 

Participating Government and one representative from the Agency. They may 

be accompanied by advisers.

3. The functions of the project committee shall be:

(a) to determine details for the implementation of each co-operative 

project in accordance with its objectives;

(b) to establish and amend, as necessary, the portion of the 

co-operative project to be assigned to each Participating Government, 

subject to the consent of that Government;

(c) to supervise the implementation of the co-operative project; and

(d) to make recommendations to the Participating Governments and to 

the Agency with respect to the co-operative project, and to keep under 

review the implementation of such recommendations.

4 The project committee shall meet as required and, at least, once every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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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VII

1. The Agency shall perform secretariat duties under this Agreement.

2. Subject to available resources, the Agency shall endeavour to support 

co-operative projects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III by means 

of technical assistance and its other programmes. Any such assistance 

shall be provided, mutatis mutandis,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provision of technical assistance by 

the Agency.

3. On the basis of recommendations made by the project committee for a 

co-operative project pursuant to paragraph 3(d) of article VI and in 

consultation with the project committee, the Agency shall:

(a) establish annually a schedule of work and modaliti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co-operative project;

(b) allocate among the Participating Governments the contributions made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3 of article V and paragraph 1 of article 

VIII;

(c) consider the annual reports submitted by the Participating 

Government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ir portions of the 

co-operative project pursuant to paragraph 2 of article V;

(d) assist the Participating Governments in the exchange of information 

and in compiling, publishing and distributing reports on the co-operative 

project, as appropriate; and

(e) provide scientific and administrative support for the meetings of the 

project committee.

4. On the basis of the annual reports submitted by the Participating 

Governments pursuant to paragraph 2 of Article V and in consultation 

with them, the Agency shall prepare annually an overall report 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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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ties carried out under this Agreement,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co-operative projects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III, and submit it to the Meeting of Representatives.

Article VIII

1. With the consent of the Meeting of Representatives, the Agency may 

invite any Member State other than the Participating Governments or 

appropriat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o contribute financially or 

otherwise to, or to participatein, a co-operative project. The Agency shall 

inform the Participating Governments of any such contributions or 

participation.

2. The Agency shall administer the contributions made pursuant to 

paragraph 3 of article V and paragraph 1 of this Article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in accordance with its financial regulations 

and other applicable rules. The Agency shall keep separate records and 

accounts for each such contribution.

Article IX

1. In accordance with its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each Government 

Party shall ensure that the Agency's safety standards and measures 

relevant to a co-operative project are applied to its implementation.

2. Each Government Party undertakes that any assistance provided to it 

under this Agreement shall be used only for peaceful purposes, in 

accordance with the Statute of the Agency.

1. Neither the Agency nor any Government or appropriate international 

organization making contributions pursuant to paragraph 3 of article V 

or paragraph 1 of article VIII shall be held responsible towards the 

Participating Governments or any person claiming through them for the 

safe implementation of a co-operative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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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X

Any Government Party to this Agreement and the Agency may, where appropriate and 

in consultation with each other, make cooperative arrangements with appropriat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for the promotion and development of co-operative projects in 

the areas covered by this Agreement.

Article XI

Any dispute which may arise with respect to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shall be settled through consultations between the parties 

concerned, with a view to the settlement of the dispute by negotiation or by 

any other peaceful means of settling disputes acceptable to them.

Article XII

Any Member State of the Agency in the area of SouthAsia, South East Asia 

and the Pacific or the Far East according to the Statute of the Agency may 

become a Party to this Agreement by notifying its acceptance thereof to the 

Director General of the Agency.

Article XIII

1.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upon receipt by the Director 

General of the Agency of the second notification of acceptance in 

accordance with article XII. In the event such notification is received by 

the Director General of the Agency prior to the expiration of the 

Regional Co-operative Agreement for Research, Development and Training 

Related to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of 1972, as extended in 1977 

and in 1982,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expiration of the said Agreement. With respect to Governments 

accepting this Agreement thereafter, i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receipt by the Director General of the Agency of the notification of 

such accep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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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is Agreement shall continue in force for a period of five years from 

the date of its entry into force.

3. The co-operative projects established under the Regional Cooperative 

Agreement for Research, Development and Training Related to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of 1972, as extended in 1977, 1982, which are 

being implemented as of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shall be considered as co-operative projects under this Agreement.

DONE in Vienna,on the second day of February 1987, in the English 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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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03 Working Paper On the Establishment of an RCA 

Regional Office in The Republic of Korea 2003

Adopted by the 31stRCAGeneralConferenceMeetinginViennaon18September2002

1. Introduction

This Working Paper has been prepared to provide the basis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RCA Regional Office (RCARO or simply the Office) in 

the Republic of Korea. 

Korea offered to host the RCARO at the 22nd RCA National Representatives 

Meeting(NRM) in Mumbai, India, in March 2000. RCA Member States(MSs) 

welcomed Korea’s offer and supported their proposal. The establishment and 

opening of the RCARO was agreed upon in principle and adopted by 

consensus of the MSs at the 23rd National RCA Representatives Meeting(NRM) 

at Dhaka, Bangladesh in March 2001 and also the 30th RCA General 

Conference Meeting(GCM) in Vienna in September 2001.

The Office was officially opened on 27 March 2002 in Korea on the occasion 

of the 30th anniversary of the RCA Agreement and the 24th Meeting of 

National RCA Representatives.

2. Progress

In the RCA records, it is noted that there was a suggestion to establish an 

RCA Office in the region during the National RCA Representatives Meeting in 

Vienna in 1978. However, it did not gain support then because the level of the 

RCA programmme was too small to warrant it.

At the 19th RCA NRM in Yangon, Myanmar in March 1997, on the occasion 

of the 25th anniversary of the RCA Agreement, the establishment of an RCA 

Regional Office was strongly proposed as one of the measures to increase 

ownership of the programme by the RCA MSs. This was clearly reflected in 

the RCA Vision Statement that also recommended other new initiatives such as 

the introduction of the Lead Country (LC) concept, the implementation of a 

thematic sector programme, the utilization of Regional Resource Units (RRUs), 

and the adoption of the RCA Guidelines and Operating Rules. 

The issue of an RCARO has been revisited at each of the RCA NRMs since 

the Yangon meeting. At the 22nd RCA NRM in Mumbai in March 2000 and 

at the 29th RCA GCM in Vienna in September 2000, Korea proposed to host 

the RCARO, if established in that country, and promised to provide necessary 

operating budget, including the salary of the Director, if he/she is a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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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CA MSs welcomed Korea’s generous offer. However, the role and 

functions of the Director needed amplification, and also the issue of the 

financial support for the Director, if he/she is not a Korean, needed additional 

consideration.

At the 29th RCA GCM in Vienna in September 2000, MSs requested Korea to 

draft a Working Paper to gether with Australia that would provide a basis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n RCARO in Korea.

At the 23rd RCA NRM in Dhaka, Bangladesh in March 2001, the RCA MSs 

again expressed their support for the Korean proposal and the 30th RCA GCM 

in Vienna in September 2001 formed a Task Force to prepare a Working Paper 

for its adoption in September 2001. 

 

At the 30th RCAGCM, MSs agreed in principle on the establishment of the 

RCARO in Korea in early 2002 but as an interim operation, until necessary 

legal provisions were prepared. The 30th RCAGCM requested Korea to prepare 

for the opening of the RCARO during the 24th RCANRM, particularly as Korea 

would host this at the time of the 30th Anniversary of the RCA.

A Task Force consisting of the seven RCA MSs (Australia, China, India, 

Japan, Korea, Pakistan and the Philippines) was constituted at the 23rd 

RCANRM in Dhaka, Bangladesh in March 2001. It was tasked to prepare a 

Working Paper on the Establishment of the RCARO. Australia and Korea were 

again requested to take the lead. The IAEA/RCA Coordinator was requested to 

provide advice. However, at the 30th RCAGCM, a further review of the 

Working Paper was requested so that several other comments made at the 24th 

RCANRM in Korea could be addressed.

Until a Standing Advisory Committee (SAC) could be constituted, an interim 

Advisory Committee (AC) has been established at the 24th RCANRM in Korea 

to support the RCARO entering into its mandated functions.  IAC members are 

the three Chair MSs (India, Bangladesh, Korea) at the time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RCARO was in principle agreed (23rd RCANRM, Dhaka, 

March 2001). Australia and Korea were requested to be the lead members for 

the AC and China was requested to be a member representing all other MSs. 

In addition, the IAEA/RCA Coordinator was also requested to be a member 

but without voting rights.

The AC had its first meeting in Vienna during 31 July – 2 August 2002 and 

amended the Working Paper with relevant Guidelines for reporting to the 31st 

RCAGCM in Vienna in September 2002.

‘Guidelines on the Operation of the Advisory Committee of the RCARO’ are 

attached as Annex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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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ever, regarding the legal provisions for the RCARO, it was agreed at the 

31st RCAGCM that a Resolution by the National RCA Representatives with the 

administrative arrangement by the IAEA would be more practical instead of 

having a Supplementary Agreement as previously suggested. The IAC again 

reviewed the Working Paper to reflect them.

3. Need to Establish an RCA Regional Office

Since the inception of the RCA in 1972 and until recently, most of the RCA 

programmes and projects have been formulated and implemented by the IAEA.  

It is noted that the IAEA is not a signatory to the RCA but provides assistance 

ranging from secretariat duties to technical support and project funding. Since 

1996, the IAEA has been strongly encouraging MSs to take on more ownership 

of the RCA programmes. The RCARO is considered to be a particularly good 

vehicle for increasing ownership of the RCA programme by the MSs.

4. Role of the Director of the RCA Regional Office

It is important to have a clear separation between the responsibilities of 
the IAEA’s RCA Coordinator and the Director of the RCARO. As a staff 
member of the Agency, the IAEA/RCA Coordinator continues to be the 
primary point of liaison with the IAEA. The roles and functions of the 
RCARO as agreed upon at the 23rd RCANRM in Dhaka in March 2002 
and at the 30th GC in Vienna in September 2001 are:

- To pro-actively seek out opportunities for the RCA to participate in projects  

being formulated and designed by major regional and international donors, 

including international agencies,

- To negotiate and secure contracts for income generating activities to both fund 

the RCARO Director’s position and provide supplementary funding for RCA 

projects; 

- To promote the peaceful uses of appropriate nuclear technology to assist in 

addressing regional and national needs,

- To implement the directives of the RCA MSs as agreed upon at the National 

RCA Representatives Meetings, and

- To provide enhanced visibility for the RCA at regional and national for a.

5. Operation of the RCA Regional Office

- Organization: The RCARO shall be composed of the following staff.

• 1 Dir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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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Program Officer

• 1 Administration Officer

• 1 Secretary

It is also suggested that the above positions be filled locally with the exception 

of the Director who should be from one of the MSs including the host country. 

The Director may hire additional staff members on a temporary basis when 

required.

- IAEA Fellowships: The IAEA is requested to consider sympathetically 

MSs proposal to attach its regular fellowship(s) to the Office to support 

the RCA technical programme activities. 

- Assignment of Cost Free Expert(s) or Cost Free Consultant(s) from 

other MS(s) for work at the Office is also welcomed.

- Location: During the interim period, the RCARO will be located at 

Daejeon, Korea. 

- Working Environment: It shall be satisfactory and conducive to a good 

working attitude.

- Office Space: It shall be adequate to accommodate the Director’s office 

and other staff members.  A meeting facility of average size shall be 

additionally arranged.

- Office Equipment: The Director and other staff members shall be 

provided with appropriate office working desks, filing cabinets, 

telecommunication lines, modern computers and other office equipment 

including Internet access lines.

- Transport Vehicle: The host country shall provide a dedicated vehicle 

for the use of the Office.

- Operating Expenses: The host country shall provide all locally needed 

operating expenses of the Office.

6. Selections and Appointment of the Director of the RCA Regional Office

- Selections and Appointment:  A Selection Committee shall be composed 

to recommend the most suitable candidate(s) to the National RCA 

Representatives Meetings, either NRM or GCM, for the appointment. 

The NRM will decide the appointment of the Director. However, 

leading up to this approval, appropriate guidelines on the selection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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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ointment of the Director shall be prepared and a job description for 

the Director’s position shall be drafted. The documents will require 

approval by an NRM. The process of selections and appointment of a 

Director will be open and transparent. 

- Qualifications and Experience:  The exact qualifications and experience 

required for the selected candidate(s) shall be clearly explained in the 

job description (JD) and a Vacancy Notice (VN). It is expected that the 

candidate(s) shall have a proven record of achievement.

‘Guidelines on the Selection and Appointment of Director of the RCARO’ are 

attached as Annex 2.

‘Guidelines on the Operation of the Selection Committee for a Director of the 

RCARO’ are attached as Annex – 3.

‘Job Description and Vacancy Notice’ are attached as Annex – 4. (To be 

developed by the Selection Committee)

7. The Director

- Duration of Appointment:  Fixed term 3 years (extendable). 

 

- Salary: It is recommended the salary be at a level similar to P-5 staff 

in the UN organization’s P-5 staff. Unless otherwise provided for, the 

originating MS shall provide the salary including a reserve for 

retirement allowance for the Director. If the Director’s origin is Korea, 

the salary shall be paid subject to the Korean government’s guidelines. 

Likewise, the supporting agency of the originating MS or other fund 

source may pay the salary and other fringe benefits on its own 

guidelines.

- Fringe Benefits: The supporting agency shall be responsible for any 

settlement and resettlement expenses when the Director moves from 

his/her home country to Korea. This does not apply to a Director 

originating from Korea. Other fringe benefits such as medical insurance 

and children's educational tuition fees may also be provided in 

accordance with the guidelines of the supporting agency.

- Privileges and Immunities: Unless there is a separate agreement on the 

privileges and immunities concluded between the host government and 

the originating government of the Director, the Director shall observe 

Korean laws and regulations including taxation. Unless otherwise agreed, 

the income tax may be compensated for from the budget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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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ARO. The MSs, particularly the host country, shall try to offer 

every possible support to the Director in the exercise of his/her 

functions. This may require additional separate agreement between the 

originating MS and Korea.

- Reporting: Since the Director is responsible to RCA MSs, he/she shall 

report directly to them through the presiding Chair of the NRM and the 

SAC about his/her performance. The Chair will act as the interface 

between the Director and the National RCA Representatives. In preparing 

reports of the activities of the RCARO, the Director is expected to liaise 

with the IAEA/RCA Coordinator.

- Relationship with Lead Countries: The Director is required to have an 

involvement with LCs with regard to the RCA thematic sector 

progremmes.  In the pursuit of the objectives of the Regional Office, 

the Director shall maintain appropriate communications with the LCs. 

- Relationship with the IAEA/RCA Coordinator: The Director may 

communicate directly with the IAEA/RCA Coordinator on a regular 

basis for consultations and feedback with regard to RCA matters. 

- Relationship with IAEA Technical Officers:  The Director may 

communicate with the Agency's Technical Officer(s) with respect to 

technical matters of the RCA programmes with copies to the IAEA/RCA 

Coordinator. To ensure effective coordination, the IAEA/RCA 

Coordinator’s Office should also copy all relevant communications 

between the IAEA/RCA Coordinator and the Director to the Technical 

Officer(s) of RCA programmes.

- Performance Evaluation: Because the performance of the Director is 

critical to the future of the RCA, there will be close scrutiny of the 

Director’s performance against agreed performance criteria set by the 

Standing Advisory Committee (SAC) on at least on an annual basis and 

failure to perform may result in early termination. The SAC shall be 

constituted by the RCA NRM.

A Standing Advisory Committee (SAC) with maximum 5 members shall be 

constituted after the end of the interim operational period of the Office. 

The SAC will provide advice on the operation of the Office on behalf of 

the MSs. The SAC will accordingly have the responsibility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the Office, particularly that of the Director.

 

‘Terms and Conditions for the Director of the RCARO’ are attached as Annex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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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Other Staff of the RCARO

- Programme Officer: To report to the Director in his/her function of 

increasing RCA awareness, developing new projects, and seeking other 

partners in order to increase fund sources to achieve RCA visibility.

- Administration Officer:  To report to the Director in his/her function of 

operating and managing the RCARO and coordinating with the host 

government.

- Secretary: To support the project related as well as administrative works 

of the Office. The RCARO may hire additional temporary staff to 

support administrative works.

- Employment: The Director is responsible for hiring the supporting staff 

according to the guidelines set forth by the RCARO. The Director, by 

consultation with the host government, shall regulate the terms and 

conditions of employment of the staff members of the RCARO. 

- Payment: The host government shall provide salaries and other 

remunerations including fringe benefits to the staff members of the 

RCARO subject to local regulations. The payment shall be made in the 

local currency.

9.  Legal Actions 

- RCA GC Resolution:  The present RCA Agreement is valid until June 

2007 after being extended for another 5 years as of June 2002. Legal 

advice is being sought means to facilitate the establishment of the 

RCARO through amendment of the RCA Agreement. In general, 

amendment of the existing RCA Agreement requires additional 

ratification from the parliaments of the MSs, which will be a time 

consuming process. 

- The 31st RCAGCM in Vienna in September 2002 agreed that a 

Resolution by the NRM containing basics of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the RCARO would be sufficient withoutt he amendment 

of the RCA Agreement. The IAEA shall facilitate the Resolution in its 

administrative capacity. This would seem to be a practical approach, 

since any amendment of the existing RCA Agreement or concludinga 

Supplementary Agreement to the RCA Agreement will take time and the 

continuity of the present RCA Agreement would not be impacted.

However, in order to give the RCARO an appropriate legal entity in the 

regional and international societ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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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together with other MSs and also with the Agency shall seek 

additional legal provisions as necessary.

- Commitments by the IAEA and ROK:  Any necessary documentation 

will be developed as required. 

- MOU between the Director’s Origin Country and ROK:  An MOU that 

defines the commitments from the originating country of the Director, if 

he/she is a non-Korean national and the Government of Korea as the 

host government shall be concluded in order to support the activities and 

living conditions of the Director in Korea.  

10. Interim Measures

In order to set in place all legal, financial and administrative details involving 

procedures and management for the RCARO, an interim operation needs to be 

set in place. 

- Initially an interim period of two years was agreed at the 30th 

RCAGCM in Vienna in September 2001. However, this may be 

extended for another year to enable more prope rpreparations to be 

achieved.

- During the interim period, the RCARO will continue to be located in 

Daejeon, Korea.

- During the interim period, a Korean appointed Director would 

discharge the assigned duties, including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of the RCARO.

Adopted by 31
st 

RCA General Conference on 18 September 2003

Amended by 25th RCANational Representatives Meetingon 27 May 2003

Endorsed by 32nd RCA General Conference on 17 September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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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04 국제백신연구소 설립에 관한 협정

"아동백신사업"(이하 "백신사업"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유효하며 구입가능한 백신에 

대한 유효성을 증대시키고, 개량 및 신종 백신을 개발·소개하며, 면역사업에 있어서

의 백신개발·생산·사용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능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정부·다

자 및 양자기관·재단 및 협회를 포함한 비정부간 기구와 산업계의 연합체인 바, 

"국제연합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주도에 따라 대한민국은 백신기술

분야에 있어 개발도상국의 능력강화와 백신관련 연구 및 개발에 공헌하기 위하여 

국제백신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명명되어 새롭게 설치될 연구소를 유치함

에 동의하였고, 

이 협정의 당사자들은 이 연구소를 백신사업의 목적달성에 공헌할 수단이 될 것으

로 간주하며,

이 협정의 당사자들은 연구소를 적합한 조직, 법인격, 국제적 지위, 특권, 면제와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유효하게 운용되기에 필요한 기타 조건을 갖춘 국제기구로 

창설하기를 희망하고,

이 협정의 당사자들은 연구소를 백신사업의 정책·전략·활동의 불가결한 부분으로서 

설립하기를 희망하여

서명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 1 조

설 립

"국제백신연구소"라 명명된 독립된 국제기구가 설립되며, 이는 이 협정의 불가결한 

부분을 이루는 부속 정관에 따라 운용된다.

제 2 조

권리, 특권과 면제

1. 대한민국 정부는 연구소에 대하여 유사한 국제기구에 관례적으로 인정되는 권

리·특권과 면제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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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소의 부속정관 제8조·9조·13조 규정에 따라 특권과 면제는 이사회 이사들과 

연구소의 소장 및 직원들에 허용되며 연구소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들에게도 

부여된다.

제 3 조

기탁처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협정의 수탁자이다.

제 4 조

서 명

이 협정은 뉴욕 국제연합본부에서 모든 국가와 정부간 국제기구들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기한만료전에 연구소 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수탁자에 의하여 그 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하는 한, 1996년 10월 28일로부터 2년간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제 5 조

기속적 동의

이 협정은 제4조에 언급된 서명국 및 정부간 국제기구에 의하여 비준·수락 또는 승

인된다.

제 6 조

가 입

제4조에 규정된 기간만료후에도 이 협정은 연구소 이사회의 단순과반수가 승인하는 

경우, 모든 국가 및 정부간 기구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제 7 조

분쟁의 해결

1. 이 협정의 당사자들은 협정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어떠한 분쟁도 협상 또는 상

호 합의한 방법에 따라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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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쟁이 일방당사자의 요청후 90일이내에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않을 경우 분

쟁은 일방당사자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된다.

3. 중재재판은 3인의 중재재판관으로 구성된다. 각 당사자는 1인의 중재재판관을 

각각 선임하고 재판장을 맡을 1인은 공동으로 선임한다. 중재요청이 있은 후 3

개월이내에 중재재판소가 설치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방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국

제사법재판소장이 선임되지 않은 중재재판관을 지명한다.

4. 국제사법재판소장직이 공석이거나 소장직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 있거나 또는 

소장이 분쟁당사국 국민인 경우에는 부소장이나 선임재판관이 이를 지명한다.

5. 당사자들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재판소는 스스로 절차를 결정한다.

6. 재판소는 국제법의 원칙과 규칙을 적용하며, 그 판결은 최종적이고 당사자들을 

구속한다.

제 8 조

발 효

1. 이 협정과 정관은 3번째 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서가 유엔사무총장에게 기탁

되었을 때 즉시 발효한다.

2. 이 협정 발효후 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국가 및 정부간 기구에 대

해서 이 협정은 각 기탁서의 기탁날짜후의 다음 달의 첫째날부터 효력을 발생한

다.

제 9 조

폐 기

이 협정의 어떠한 당사자도 서면으로 이 협정을 폐기할 수 있다. 기속적 동의의 폐

기는 그러한 의사의 기탁서가 접수된 날짜로부터 3개월후부터 효력이 있다.

제 10 조

종 료

이 협정은 연구소가 정관 제21조에 의해 해체된 후 3개월후에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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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조

정 본

부속정관을 포함한 이 협정의 정본은 영문으로 작성된다.

이상의 증거로 각국 및 정부간기구 대표들은 영문원본인 이 협정에 서명한다.

1996년 10월 28일 뉴욕에서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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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05 국제백신연구소 정관

전 문

국제백신연구소는 개발도상국들에 있는 아동들의 건강이 신종 및 개량 백신의 개

발·도입과 그 사용에 의하여 크게 개선될 수 있으며, 이러한 백신은 과학 및 공중

보건부문 그리고 기업간의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통하여 개발되어져야 한다는 신념

하에 설립되었다. 연구소는 연구, 훈련, 기술지원, 용역제공, 그리고 정보의 전파를 

통하여 이러한 역동적 상호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익을 위한 학문의 중추기관

이 된다.

제 1 조

본부 소재지

연구소 본부의 소재지는 국제연합개발계획의 요청에 따라 독립적이고 국제적인 소

재지선정 심사과정을 거쳐 연구소의 목적달성과 기능수행에 필요한 요건을 고려하

여 대한민국의 서울로 결정되었다.

제 2 조

지 위

1. 연구소는 유효하고 저렴한 백신의 지속적인 이용가능성과 신종 및 개량 백신의 

개발과 도입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협회·기업체·재단 및 정부의 국제적 운동인 

아동백신사업에 대한 기여의 일환으로 국제연합개발계획이 주도하여 설립된 국

제적인 연구·개발센타이다. 연구소는 관리·직원충원 및 운영이 비정치적인 비영

리 자립 국제기구로 운영된다. 연구소는 과학·개발 및 교육목적을 위해서만 조직

된다.

2. 연구소는 완전한 법인격을 소유하며 연구소의 기능수행과 목적달성에 필요한 법

적 능력을 향유한다.

제 3 조

보조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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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사업계획의 효율적인 실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센타·사무소 또는 연구시설을 대한민국 내외에 추가로 설립할 수 있다.

제 4 조

목 적

연구소는 아동백신사업의 전체적 목적과 틀내에서 주요한 학문적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연구소는

1. 전염병에 의한 사망과 장애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저렴하고 효과적인 수단을 제

공함으로써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특히 아시아내 저소득층과 어린이들의 전반적 

복지와 건강상태를 개선할 수 있는 백신관련 학문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공중보

건, 과학기술의 관리등에 관한 지식의 탐구·조사·개발·보급을 수행하고 장려한다.

2. 관련국가 및 국제적 기관과 협조하여, 연구소의 이익과 권능의 범위내에서 업무

를 수행할 전문지식과 능력 강화를 목적으로 개발도상국 및 선진국에 대하여 시

설과 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제 5 조

기본원칙

1. 연구소는 백신연구 및 개발을 위한 기술적 원조를 제공하고 특정전문분야를 개

발하기 위한 국제지원센터의 역할을 담당한다.

2. 연구소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타 국제 및 국내 기관들과 활동을 보완한다. 적절

한 경우, 연구소의 활동은 타 기관들과 보조를 맞추어 계획·실행한다. 특히 연구

소는 세계보건기구(이하 '보건기구')의 권한과 관련이 있는 기술적 및 다른 측면

의 업무계획을 결정함에 있어서 보건기구와 충분히 협력한다.

제 6 조

기 능

1. 연구소는 다음 네가지의 주요사업을 담당한다.

1) 백신연구와 생산기술을 위한 훈련 및 기술적 원조를 제공한다.

2) 실험 및 현장 연구와개발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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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종백신의 임상실험과 현장평가를 지원·실행하고 신종 및 개량 백신의 도입을 

촉진한다.

4) 백신연구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선·후진국내의 백신제조업체, 국가감독기관 

및 다른 관련기관과 협력한다. 연구소는 그 목적에 부합하는 다른 사업영역을 

개발할 수 있다.

2. 연구소는 상기 목적 및 책임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기본원칙하에서 다음을 포함

한 광범위한 활동에 종사한다.

1) 회의를 개최하고 강연회·연구과정·워크샵·세미나·심포지엄·회의 등을 주선한다.

2) 서적·정기간행물·보고서·연구논문 등을 발간·보급한다.

3) 공동연구·세미나·교환방문·안식년을 이용한 파견 등을 통하여 백신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보유한 개인 및 타 기관과의 교류를 확립하고 유지한다.

4) 타 기관과 협력하여 혹은 타 기관을 대신하여 연구 및 사업을 수행한다.

5) 적절한 기능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무실·현장사무소·실험실·동물연구시설·시험

공장·정보공급원·과학장비 및 기구 등을 보유한다.

6) 연구소의 목적과 목표를 확대하는 기타 조치들을 취한다.

3. 이사회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요구와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연구

소의 능력을 고려하여 연구소의 프로그램과 계획을 검토·승인한다.

제 7 조

능 력

1. 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능력을 가진다.

1) 그 목적의 달성에 필요하고 유익한 경우, 타 정부기관, 조합, 기업체, 협회, 개

인, 회사, 재단 또는 국제적·지역적 또는 국내적인 기관으로부터 특허, 면허, 양

허나 유사한 권리 또는 기타 재정적·비재정적 지원을 접수, 획득하거나 합법적으

로 취득한다.

2) 목적달성과 활동에 필요하거나 유용한 경우, 정부기관, 조합, 기업체, 협회, 개

인, 회사, 재단 또는 국제적·지역적·국내적 기관으로부터 기증, 증여, 교≫, 유

증, 구매 또는 임차, 자금이나 가치있는 품목물건을 포함하여 물적·인적 또는 양

자혼합의 자산으로 구성된 기여 또는 신탁 기부를 접수·획득하거나 합법적으로 

취득하고 상기 자산을 보유·운용·관리·사용·판매·운반 또는 처분한다.

3) 협정 및 계약을 체결한다.

4) 자체예규에 따라 직원을 고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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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적 소송을 제기하거나 변호한다.

6) 상기 목적달성과 활동수행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도움이 되거나, 적절하거나, 정

당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활동과 기능을 수행한다.

2. 연구소는 이 정관 제4조에 규정된 목적 추구를 위한 지불이나 배분 그리고 제공

된 용역에 대한 합리적 보상을 지불하도록 위임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소 

수입의 어떠한 부분도 이사·연구소 직원 또는 기타 개인들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

하거나 배분할 수 없다.

제 8 조

조 직

연구소의 조직은

1) 이사회

2) 소장과 직원이다.

제 9 조

이사회의 구성

1. 이사회는 13명 이상 17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며,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최대 10명까지 이사회가 선임하는 바, 경력·자질을 고려하고 지역적 배분이나 

연구소에 관심이 있거나 실질적 원조를 제공한 기관이나 국가 또는 주요시설이 

위치한 국가등을 특히 고려한다.

2) 유치국가가 지명하는 2명

3) 보건기구가 지명하는 3명

4) 개발계획의 추천에 따라 이사회가 선임하는 1명

5) 당연직 이사로서 아동백신사업 사무국장이나 그 대표

6) 당연직 이사로서 연구소 소장

2. 이사의 임기는 임명전 이사회가 정한 바에 따르며, 3년 이하로 한다. 이사가 퇴

직, 사망, 업무능력상실 혹은 기타 사유로 공석중일 경우에 이사회는 최초 임명

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석을 충원하여야 한다. 새로운 이사는 전임자의 잔여임기

동안 재직하며 2회에 걸쳐 재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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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든 이사는 재임이 가능하다. 다만, 의장으로 피선된 경우 의장으로서의 임기

와 일치하기 위하여 이사회에 의하여 이사임기가 연장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회

를 초과하여 연속 재임할 수 없다.

4. 이사는 개인자격으로 활동하며 당연직 이사나 유치국 또는 보건기구에 의하여 

지명된 이사를 제외하고는 정부나 기관의 공식 대표자로서 행동하거나 간주되지 

않는다.

5. 유치국 정부(이하 "정부"라 한다)에 의하여 지명되는 이사의 임기와 선발은 정부

에 의해 결정된다.

제 10 조

이사회의 기능과 권한

1. 이사회는 연구소의 모든 업무에 대하여 책임진다. 그 역할은 특히 다음사항을 

책임지는 데 있다.

1) 연구소가 자체 목적 및 백신사업의 목표와 양립가능한 목적·프로그램 그리고 계

획을 추구하도록 한다.

2) 연구소장이 합의된 목표·프로그램 및 예산과 조화하여 법규에 따라 연구소를 효

과적으로 운영하도록 한다.

2.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이사회는

1) 목적을 설정하고, 연구소의 목표를 위한 사업계획을 승인하며, 이러한 목표의 

달성을 감독한다.

2) 특정한 목표를 추구함에 있어서 연구소장이 추구할 정책을 구체화한다.

3) 연구소의 비용효과성·재정적 견실도, 그리고 투명성을 보장한다.

4) 연구소의 사업계획과 예산을 승인한다.

5) 외부감사관을 임명하고 감사계획을 승인한다.

6) 연구소의 전반적인 조직구조를 승인한다.

7) 봉급수준과 상여를 포함한 인사정책을 승인한다.

8) 연구소의 기금모금과 재원조성정책을 승인하며 기금모금 및 재원조성 활동을 촉

진한다.

9) 이사회의 모든 책임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지식을 고려하여 이사회의 

구성을 유지하고, 직원의 실적을 감독하며, 연구소의 실적을 평가한다.

10) 제4조에 규정된 연구소의 목적달성에 필요하거나 적당하다고 간주되는 기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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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조치를 이행한다.

3. 이사회는 정기이사회 사이의 기간동안 이사회를 위하여 활동하고 이사회가 위임

한 사항을 수행할 권한을 가진 집행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집행위원회의 모

든 임시조치는 차기 이사회 전체이사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집행위원회는 5명의 

이사로 구성된다. 연구소장과 적어도 1명의 유치국가의 당연직 이사는 집행위원

이 된다.

4. 이사회는 그 기능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다른 산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

다.

제 11 조

이사회 의사규칙

1. 이사회는 연구소장을 제외한 이사들 중에서 1명을 이사회 의장으로 선출한다. 

의장의 정규임기는 3년이다. 이사회는 의장을 재임시킬 수 있다.

2. 이사회는 부의장, 사무국장 그리고 재무관을 선출한다. 이들의 정규임기는 3년

이며 이들은 재선될 수 있다.

3. 이사회는 최소한 연 1회 회의를 갖는다.

4. 이사회는 자체의사규칙을 채택한다.

5. 이사회의 정족수는 이사의 과반수이다.

제 12 조

이사회의 표결

통상적으로 이사회는 합의에 의하여 운영된다. 그러나 이사회 의장이 표결이 필요

하다고 결정하면 다음을 적용한다.

1) 이사회의 각 이사는 1표를 가진다.

2) 이사회 결정은 이 정관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출석 이사 과반수로 

한다.

제 13 조

연구소장의 임명

이사회는 출석투표하는 이사들의 2/3 찬성에 따라 소장을 임명하고, 그 위임사항을 

결정하며, 그 직위의 종료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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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 조

연구소장의 기능과 권한

1. 소장은 연구소의 운영과 관리에 대하여, 그리고 연구소의 프로그램과 목적이 적

절히 개발·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이사회에 책임을 진다. 소장은 연구소를 위

한 기금모금과 재원조성에 주도적 역할을 한다. 소장은 연구소의 최고집행관이

다.

2. 소장은 이사회에 의하여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고, 연구소의 기능을 위하여 이사

회가 규정한 지침을 준수하며, 이사회의 지시를 수행한다. 특히 소장은 이사회와 

협력하여,

1) 이사회가 고려 승인하도록 연구소의 활동을 위한 전략을 개발하고 동 계획을 지

속적으로 검토한다.

2) 프로그램과 예산을 편성하고 연구소의 연례보고서를 준비한다.

3)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구소의 연구·개발·교육활동의 계획과 방

향을 감독한다.

4) 자질있는 직원을 채용하고 관리한다.

5) 이사회가 전략계획·프로그램 그리고 예산을 정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6) 연구소에 관련된 중요한 문제에 관하여 의장에게 조언한다. 

7) 이사회에 의하여 소장에게 위임된 기타 기능을 수행한다.

3. 소장은 연구소의 법적 대표자이다. 소장은 연구소의 정상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

한 모든 증서·계약·협정·조약·기타 법적 문서에 서명한다. 이사회는 소장에게 위

임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결정한다. 연구소의 관리·목표·소재지 확장·해체 등

에 영향을 주는 계약·협정·조약 또는 유치국과의 관계에 관련된 중요한 문제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5 조

직 원

1. 직원은 이사회에 의하여 승인된 직원규칙에 따라 연구소장이 선발한다.

2. 직원을 고용하고 업무조건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높은 수준의 자질·성실·효율성과 

능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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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월급·보험·연금계획·기타 고용조건은 직원규칙에 규정되며 원칙적으로 국제연합

과 그 유관기구 그리고 여타 적절한 국제기구의 직원규정과 국제적으로 대등하

고 상응하여야 한다.

제 16 조

재 정

1. 연구소의 예산은 아동백신사업 회원국을 포함하여 자발적 기여를 희망하는 회원

국·국제기구·기타 공공 및 민간기관에 의해 충당된다. 연구소는 기타 재원으로부

터 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연구소는 증여기금사업 수립을 위해 기부금과 

증여를 받을 수 있다.

2. 연구소의 재정운영은 이사회가 채택하는 재정규칙에 따른다.

3. 연구소 예산은 매년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연구소 활동의 연례회계감사는 소장의 추천에 따라 이사회에 의하여 지명된 독

립적이며 국제적인 감사기관에 의해 수행된다. 소장은 이러한 감사의 결과를 이

사회가 검토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이사회 승인을 거친 감사보고서는 연구소

의 기부자들에게 배포되어야 한다.

제 17 조

특권면제

1. 연구소는 이사, 소장, 연구소 직원, 그리고 연구소를 대표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등이 공적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대한민국내에 체재하는 동안 향유하는 

특권면제와 시설에 관한 본부협정을 정부와 체결하여야 한다.

2. 연구소는 이사, 소장, 직원, 그리고 연구소를 대표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전문가

등이 공적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그 나라에 체재하는 동안 향유하는 특권면제

와 시설에 관한 협정을 다른 국가와 체결할 수 있다.

3. 특권면제는 개인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연구소의 이익을 위해 부여된다. 이사

회는 특권면제를 포기할 권리를 가진다.

제 18 조

타 기구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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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는 그 목적을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관련 국가, 지역, 국제조직, 

공·사적재단 및 단체와의 협력을 위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 19 조

분쟁해결

연구소는 연구소와 그 직원간 혹은 직원 상호간 분쟁의 중재를 포함한 적절한 분쟁

해결방법을 규정한다.

제 20 조

개 정

1. 이 정관은 개정안이 그 전문과 함께 모든 이사에게 최소한 이사회 개최 4주전까

지 통보되거나 모든 이사들이 그러한 통보를 포기하는 경우, 이사회에서 참석한 

이사들의 2/3 이상 찬성으로 개정될 수 있다.

2. 수정안은 1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출석이사에 의하여 채택되는 즉시 발효한

다.

제 21 조

해 산

1. 연구소는 그 목적이 만족할 만큼 달성되었거나 더 이상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없다고 결정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모든 이사의 3/4 이상 찬성에 의하여 해산

될 수 있다.

2. 해산시, 정부에 의하여 연구소에 제공된 유치국내 및 타 국가내에 있는 토지·시

설물·기타 자산 그리고 고┴n자산 증가분은 정부에 귀속되며, 기타 연구소 자산

은 해당국가 정부와 이사회간의 협의를 거쳐 연구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기관

들이 있는 국가로 이관되거나 그 기관들에게 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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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06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백신연구소간 본부협정  

HEADQUARTERS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INTERNATIONAL VACCINE 

INSTITUTE 

o 1998년 07월 21일 제[32]회 국무회의심의

o 국회비준동의 - 1998년12월01일[제198회 정기국회 제12차 본회의] 

  - 관보게재일 1999년 01월 19일

o 1998년 9월 24일 뉴욕에서 서명

o 1999년 1월 7일 발효(조약 제 1474호)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백신연구소는, 

국제백신연구소 정관 제2조 및 제17조에 유의하며, 

국제백신연구소의 기능수행 및 목적달성에 필요한 특권 및 면제를 규정하고자 희망

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정 의

이 협정에서

가. "연구소"라 함은 국제백신연구소를 말한다.

나. "정부"라 함은 대한민국 정부를 말한다.

다. "적절한 대한민국의 당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에서 적용되는 법률 및 관습에 의

하여 그 정황에 적합한 대한민국의 중앙정부 또는 기타 당국을 말한다.

라. "본부 소재지"라 함은

   (1) 연구소가 본부 및 부속시설을 만들 목적으로 대한민국안에서 소유.임차. 차

용하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토지 및 건물과

   (2) 연구소가 정부의 동의하에 대한민국안에서 허용된 기간동안 임시로 사용하

는 건물을 말한다.

마. "이사회"라 함은 연구소의 이사회를 말한다.

바. "연구소 재산"이라 함은 연구소가 신탁·기증·위탁·담보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연구소 정관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임차·보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기금·

수입 및 기타 자산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말한다.

사. "연구소 문서"라 함은 정관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소가 소유하거나 

보유하는 모든 통신·서류·전산자료·원고·영상물·필름 및 녹음자료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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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연구소 직원"이라 함은 소장, 소장이 임명하거나 소장을 대신하는 간부직원 및 

일반직원을 말한다.

제 2 조  본부 소재지에 대한 불가침

1. 본부 소재지는 불가침이다. 어떠한 당국자도 대한민국안에서 소장의 동의 없이

는  임무수행을 위하여 본부 소재지에 들어가서는 아니된다.

2. 자연재해·화재 또는 인명에 직접적으로 위협이 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에는 소장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3. 본부 소재지는 연구소의 기능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사용될 수 없다.

제 3 조 본부 소재지의 보호

적절한 대한민국의 당국은 본부 소재지의 안전 및 평온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질적

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4 조 본부 소재지에서의 공공활동

정부는 연구소가 원활하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본부 소재지에서 필요한 공공

서비스가 공급되도록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5 조 연구소 및 재산

1. 연구소는 소장이 특정한 경우에 면제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한 어떠한 형태의 

법적절차에 대해서도 면제를 향유한다. 이러한 면제포기는 판결의 집행에 대한 면

제포기를 의미하지 아니하며, 판결의 집행에 대한 면제포기에는 별도의 포기가 요

구된다. 연구소가 법적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법적절차뿐 아니라, 판결의 집행

에 대한 면제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2. 연구소 재산 및 문서는 그 소재지나 보유자에 관계없이 수색·압류·징발·압수·

수용 및 다른 모든 형태의 간섭으로부터 면제된다.

제 6 조 법인격

정부는 연구소가 특히, 조약 및 계약을 체결하고, 동산 및 부동산을 취득.처분하며, 

소장의 면제포기가 있을 경우 소송절차에서 피고가 되는 등 정관상 기능수행에 필

요한 법률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국제법인격과 능력을 가진 국제기구임을 인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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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 7 조 통 신

1. 연구소 및 본부 소재지내 연구소 직원에 대한 모든 공적통신과 연구소의 외부에 

대한 공적통신은 통신의 수단과 형태에 관계없이 검열·도청 또는 다른 모든 형태의 

간섭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면제는 특히 출판물·전산자료·영상물·필름 및 녹

음자료에도 적용된다.

2. 연구소는 암호사용의 권리를 가지며, 외교신서사와 외교행낭에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특권 및 면제를 가지는 신서사 또는 봉인된 행낭에 의하여 공적통신을 발송

하고 접수할 권리를 가진다.

제 8 조 재정상의 편의

정관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소는 자유롭게;

가. 기금, 금 또는 어떤 종류의 통화도 보유할 수 있으며, 어떠한 통화로도 계정을 

유지할 수 있다.

나. 기금·금 또는 통화를 대한민국 국내외로 이동할 수 있으며, 보유하고 있는 태환

통화를 다른 어떠한 통화로도 환전할 수 있다.

제 9 조 경유 및 체류

1. 정부는 연구소 직원·가족 및 그 세대의 구성원과 연구소 행사 참가자 및 연구소 

소재지의 공식 방문자에 대하여 국적에 관계없이 대한민국에서의 출입국 및 체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정부는 상기 관계인의 연구소 소재

지 출입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이 조항에서 언급된 관계인에 대한 입국사증

은 가능한 한 신속히 발급되어야 한다.

2. 소장은 이 조 제1항에서 언급된 관계인의 명단을 가능한 한 사전에 정부에 통보

한다.

제 10 조 면세

1. 정관상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소와 그 재산·자산 및 수입은 다음과 같

이 취급된다.

가. 공공요금성 조세를 제외하고 모든 직접세로부터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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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소가 공용으로 반입하거나 반출하는 물품은 관세, 반입.반출상의 금지 및 

제한으로부터 면제된다. 다만, 그러한 면제하에 수입된 물품은 정부와 합의된 

조건외에는 대한민국안에서 매각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2. 연구소는 간접세와 관련하여 주한 유엔전문기구에 부여된 것과 동일한 면제 및 

편의를 향유한다.

제 11 조 연구소 직원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연구소 직원은 대한민국안에서 다음과 같은 특권 및 면제

를 향유한다.

가. 구두·서면진술 및 공적인 자격으로 행한 모든 행위를 포함하여 기능 수행과  

관련된 행위에 관한 모든 형태의 법적절차로부터의 면제. 관계인이 더 이상 연

구소 직원의 임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더라도 그러한 면제는 계속 유효한 것으로 

이해된다.

나. 공용 행낭의 검열 및 압류로부터의 면제

다. 연구소가 지급하는 월급 및 수당에 대한 직접세의 면제

라.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직원 및 그 가족에 대한 출입국 제한 및 외국인 등록의 

면제

마. 가구 및 자동차를 포함한 물품의 수입 및 구매에 대하여 주한 유엔전문기구  

직원에게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권리 

2. 연구소는 연구소 직원의 명단 및 그 변동사항을 매년 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연구소는 연구소 직원의 부임 또는 이임시에 지체없이 정부에 그 사실을 통고하여

야 한다.

3. 정부는 특권 및 면제와 편의를 향유할 자격이 있는 연구소 직원, 그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게 소지자의 신분을 명기한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4. 이 조 제1항·제2항·제3항에 규정된 특권 및 면제에 추가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연구소 소장에게는 대사에게 주어지는 특권 및 면제가 부여된다.

제 12 조 연구소 이사회의 이사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연구소 이사회의 이사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의 

특권 및 면제를 향유한다.

가. 체포 또는 구금으로부터의 면제를 포함한 신체의 불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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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 조 제2항에 규정된 경우외에는 구두·서면진술 및 공무수행상 행한 모든 행

위에 대한 법적절차로부터의 면제. 관계인이 더 이상 연구소 이사의 임무에 종

사하지 아니하더라도 그러한 면제는 계속 유효한 것으로 이해된다.

다. 모든 서류 및 문서에 대한 불가침

라. 출입국 제한, 외국인 등록 및 국가역무상 의무로부터의 면제

마. 일시적 공적임무를 띤 외국 정부대표에게 통화 또는 외환제한에 관하여 부여되

는 것과 동일한 편의

바. 대한민국이 국제법에 의하여 적용할 수 있는 보안조치에 의거하여 상응한 직급

의 외교공관 직원에게 사적 및 공적 수화물에 관하여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면

제 및 편의

2. 그러나, 법적절차로부터의 면제는 관계인이 사용 또는 소유하는 자동차·선박 또

는 비행기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로부터 야기된 손해중 보험으로 배상받지 못하는 

손해에 관한 행위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민사 및 행정재판 관할권에는 적용되지 아

니한다.

제 13 조  특권 및 면제의 목적과 적절한 대한민국의 당국과의 협력

1. 제10조 내지 제12조에서 규정된 특권 및 면제는 각 개인의 사적 이익이 아닌 

연구소의 이익을 위하여 부여된다. 이 조 제2항에서 명시된 연구소의 관계자는 그 

면제가 정의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면제를 포기할 수 있는 권리 및 의무를 

가진다. 그러한 면제포기는 연구소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2. 이 조 제1항에서 언급된 연구소의 관계자는 

가. 이사 및 소장에 대하여는 이사회 의장이 된다.

나. 연구소의 간부직원 및 기타 일반직원, 연구소의 공식 방문자 및 연구소 자체에 

대하여는 소장이 된다.

3. 연구소 및 연구소 직원은 적절한 사법행정을 촉진하고, 치안규정을 준수하며, 

이 협정에서 규정된 특권 및 면제와 관련한 어떠한 남용의 발생도 예방하도록 적절

한 대한민국의 당국과 협조하여야 한다.

4. 이 협정에 의하여 부여되는 특권 및 면제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러한 특권 및 면제의 수혜자는 대한민국의 법령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또한, 그

러한 수혜자는 대한민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아니할 의무를 가진다.

제 14 조 안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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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협정의 규정은 적절한 대한민국의 당국이 필요로 하는 안전조치 또는 통제의 집

행에 있어서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제 15 조 분쟁해결

이 협정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되거나 본부 소재지 또는 정부와 연구소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정부와 연구소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이를 협상 또는 

기타 합의된 해결방법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3인의 중재인 즉 소장이 

지명하는 1인, 정부가 지명하는 1인 및 동 2인의 중재인이 지명하는 의장으로 구성

되는 판정부의 중재재판에 회부된다. 양 당사자에 의하여 지명된 중재인 2인이 지

명된 후 6월이내에 의장의 지명에 대하여 합의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방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장이 의장을 지명하도록 한다. 절차문제

에 관한 판정을 포함한 중재재판의 판정은 중재인의 다수결에 의하며, 동 판정은 

최종적이고 양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제 16 조 중 재

연구소는 연구소 직원과의 분쟁해결을 위하여 적절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연

구소는 자연인 또는 법인에 관계없이 기타 모든 관계인과의 계약서에 공정성 및 당

사자의 진술권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승인된 법원칙에 부합되는 방식

으로 중재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할 것임을 명시하는 문구를 포함시켜야 한다. 그 

밖에 연구소는 계약외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배상청구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험에 가입하거나 기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17 조 최종조항

1. 이 협정은 국제백신연구소설립협정 제8조에 포함된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정부와 연구소가 내부절차를 완료하였음을 통보하는 일자에 발효한

다.

2. 이 협정의 개정에 관한 협의는 정부 또는 연구소의 요청으로 이루어진다.

3. 이 협정은 상호 합의에 따라 종료되지 아니한다면 연구소가 대한민국안에 본부 

소재지를 유지하는 한 유효하다.

4. 주한 유엔전문기구의 행정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대한민국의 당국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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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법령 및 행정절차는 이 협정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연구소에도 적

용된다.

1998년 9월 24일 뉴욕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

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국제백신연구소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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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DQUARTERS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INTERNATIONAL VACCINE 

INSTITUTE 

signed at new york september 24, 1998

entered into force january 7, 1999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international vaccine institute, 

having regard to articles ii and xvii of the constitution of the international 

vaccine institute, 

desiring to define the privileges and immunities required for the exercise of the 

functions 

and fulfillment of the purposes of the international vaccine institute,

have agreed as follows :

article I definitions 

in this agreement :

(a) "institute" means the international vaccine institute.

(b) "government" means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c) "appropriate korean authorities" means such national or other authorities 

in the republic of korea as may be appropriate in the context of and in 

accordance with the laws and customs applicable in the republic of korea.

(d) "headquarters seat" means

(i) any land or building owned, leased, loaned or otherwise at the 

disposal of the institute in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purpose of 

establishing its headquarters, including support facilities; and 

(ii) with the concurrence of the government, and for the duration of such 

use, any building in the republic of korea which is temporarily used 

by the institute.

(e) "board" means the board of trustees of the institute.

(f) "property of the institute" means all property, including funds, income and 

other assets, leased, held or administered by the institute under arrangements 

of trust, endowment, bail, pledge, or otherwise in furtherance of its 

constitu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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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ms.

(g) "archives of the institute" means all correspondence, documents, computer 

data, manuscripts, still and motion pictures, films and sound recordings, 

belonging to or held by the institute in furtherance of its constitutional aims.

(h) "staff of the institute" means the director, senior members and other 

members of the institute appointed by or on behalf of the director.

article ii inviolability of the headquarters seat 

1. the headquarters seat shall be inviolable. no person exercising any public 

authority within the republic of korea shall enter the headquarters seat to 

perform any duties except with the consent of the director.

2. in the event of natural disaster, fire or any other emergency constituting an 

immediate threat to human life, the consent of the director is presumed. 

3. the headquarters seat shall not be used in any manner incompatible with 

the institute's functions.

article iii protection of the headquarters seat

the appropriate korean authorities shall take such measures as may be 

practicable to ensure the security and tranquillity of the headquarters seat.

article iv public services at the headquarters seat

to enable the institute to carry out its function smoothly, the government shall 

take such measures as may be practicable to ensure that the necessary 

public services are provided at the headquarters seat.

article v the institute and its property

1. the institute shall enjoy immunity from every form of legal process except 

in so far as in any particular case the director shall have waived its immunity. 

waiver of such immunity shall not be held to imply waiver of immunity in 

respect of execution of a judgment, for which a separate waiver shall be 

necessary. in case the institute initiates a legal process, waiver of immu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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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respect not only of that legal process but also of the execution of a 

judgment thereof is presumed.

2. the property of the institute and its archives, wherever located and by 

whomsoever held, shall be immune from search, attachment, requisition, 

confiscation, expropriation and any other form of interference.

article vi juridical personality

the government recognizes that the institute is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with international legal personality and capacity to perform legal acts required 

for the performance of its constitutional functions, in particular, to conclude 

treaties, to contract, to acquire and dispose of movable and immovable 

property, and to be a defendant party in judicial proceedings when the director 

has waived immunity.

article vii communications

1. all official communications directed to the institute, or to staff of the 

institute at the headquarters seat, and all outward official communications of 

the institute, by whatever means or in whatever form transmitted, shall not be 

subject to censorship or any other form of interception or interference. this 

exemption shall also extend, inter alia, to publications, computer data, still 

and motion pictures, films and sound recordings. 

2. the institute shall have the right to use codes and to dispatch and receive 

official communications by courier or in sealed bags, which shall have the 

same privileges and immunities as are accorded to diplomatic couriers and 

bags.

article viii financial facilities

in order to achieve its constitutional aims, the institute may freely;

(a) hold funds, gold or currency of any kind and operate accounts in any 

currency;

(b) transfer its funds, gold or currency to or from the republic of korea or 

within the republic of korea and convert any convertible currency held by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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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o any other currency.

article ix transit and sojourn

1. the government shall take necessary measures to facilitate the entry into, 

sojourn in and departure from the republic of korea of the institute's staff, 

their families and members of their household, participants in the institute's 

programs and persons visiting the headquarters seat on official business, 

irrespective of their nationality. the government shall not impede the transit of 

such persons to and from the headquarters seat. any visas required by the 

persons referred to in this article shall be granted as promptly as possible. 

2. the director shall communicate the names of persons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to the government, to the extent practicable, in 

advance. 

article x  exemption from taxes

1. for the carrying out of its constitutional aims, the institute and its property, 

assets and income shall be:(a) exempt from all direct taxes except those 

which are, in fact, no more than charges for public utility services;

(b) exempt from customs duties and prohibitions and restrictions on imports 

and exports in respect of articles imported or exported by the institute for 

its official use. it is understood, however, that articles imported under 

such exemption will not be sold in the republic of korea except under 

conditions agreed with the government ;

2. the institute shall enjoy, with respect to indirect taxation, the same 

exemptions and facilities as are granted to special agencies of the united 

nations in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xi staff of the institute

1. the staff of the institute who are not korean nationals shall enjoy, within 

and with respect to the republic of korea, the following privileges and 

immunities:

(a) immunity from every form of legal process in respect of acts done by 

them in the exercise of their functions, including words spoken or writ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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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all acts performed by them in their official capacity, it being 

understood that such immunity shall continue notwithstanding that the 

persons concerned may have ceased to be on the staff of the institute ; 

(b) immunity from inspection and from seizure of official baggage ; 

(c) exemption from direct taxes on salaries and emoluments paid to them 

by the institute ;

(d) exemption for the staff and their family who are not korean nationals 

from all forms of immigration restriction and alien registration ;

(e) the same rights with respect to the import and the purchase of their 

furniture and effects, including motor vehicles, as are accorded to 

officials of specialized agencies of the united nations in the republic 

of korea.

2. the institute shall communicate annually to the government a list of its staff 

and any changes thereto. and whenever any staff member of the institute 

begins or ends his/her service with the institute, the institute shall without 

delay notify the government of the fact.

3. the government shall issue to the staff of the institute, and to their spouses 

and dependents who are entitled to privileges and immunities and facilities an 

identity card specifying the holder's status.

4. in addition to the privileges and immunities specified in paragraphs 1, 2, 3 

of this article, the director who is not a korean national shall be accorded the 

privileges, immunities and facilities equivalent to those granted to 

ambassadors.

article xii members of the board of trustees of the institute

1. members of the institute's board of trustees who are not korean nationals, 

while exercising their functions, shall enjoy the following privileges and 

immunities:

(a) personal inviolability, including immunity from personal arrest or detention;

(b) except as provided in paragraph 2 of this article, immunity from legal 

process of any kind with respect to words spoken or written, and all 

acts done by them in the performance of their official functions, it being 

understood that such immunity shall continue notwithstanding tha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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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s concerned may have ceased to perform such functions;

(c) inviolability of all papers and documents;

(d) exemption with respect to immigration restrictions, alien registration and 

national service obligations;

(e) the same facilities with respect to currency or exchange restrictions as 

are accorded to representatives of foreign governments on temporary 

official missions;

(f) the same immunities and facilities with respect to their personal and 

official baggage as are accorded to members of comparable rank of 

diplomatic missions, pursuant to security measures that the republic 

of korea might apply according to international law.

2. however, the immunity from legal process shall not apply to the civil and 

administrative jurisdic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n relation to an action for 

damages arising from an accident caused by a motor vehicle, vessel or 

aircraft, used or owned by the persons concerned where those damages are 

not recoverable from insurance. 

article xiii purpose of privileges and immunities and cooperation with 

appropriate korean authorities

1. the privileges and immunities provided for in articles x through xii are 

conferred in the interest of the institute and not for the personal benefit of the 

individuals themselves. the authorities specified in paragraph 2 of this article 

shall have the right and the duty to waive immunity whenever it would impede 

the course of justice. such waiver of immunity shall be without prejudice to 

the interests of the institute. 

2. the authorities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be:

(a) the chairperson of the board with respect to board members 

and the director, 

(b) the director with respect to senior members and other members 

of the institute, official visitors to the institute and the institute itself. 

3. the institute and its staff shall cooperate with the appropriate korean 

authorities to facilitate the proper administration of justice, to secure the 

observance of police regulations and to prevent the occurrence of any ab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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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onnection with the privileges and immunities provided for in this 

agreement.

4. without prejudice to the privileges and immunities conferred by this 

agreement, it is the duty of all persons enjoying such privileges and 

immunities to observe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republic of korea. such 

persons also have a duty not to interfere in the internal affairs of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xiv security measures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agreement do not constitute impediments to the 

enforcement of security measures or controls as may be required by the 

appropriate korean authorities.

article xv settlement of disputes

any dispute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institute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or any question affecting the 

headquarters seat o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institute, 

which is not settled by negotiation or other agreed mode of settlement, shall 

be referred to arbitration, by a tribunal composed of three arbitrators: one to 

be appointed by the director, one to be appointed by the government, 

and the third, who shall be the chairperson of the tribunal, to be appointed by 

the first two arbitrators. should the first two arbitrators fail to agree upon the 

third within six months of the date on which both of them had been 

appointed, such third arbitrator shall be appointed by the president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at the request of either party. a majority vote of 

the arbitrators shall be sufficient to reach a decision, including decisions on 

procedural matters, which shall be final and binding on the parties. 

article xvi arbitration

the institute shall establish appropriate procedures for the settlement of 

disputes with all its staff. the institute shall insert clauses in contracts with all 

other persons, whether physical or corporate, providing for the settlement of 

disputes by arbitration in a manner complying with generally accepted le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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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ciples as regards impartiality and such matters 

as the right to the parties to state their cases. in addition, the institute shall 

maintain adequate insurance or take other such measures to enable it to meet 

claims of a non-contractual nature. 

article xvii final provisions

1.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provided that all conditions contained 

in article viii of the agreemen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international 

vaccine institute have been met, on the day of notification that internal 

procedures have been completed by the government and the institute.

2. consultations with respect to amendment of this agreement will be held at 

the request of the government or the institute.

3. this agreement shall remain in force for such time as the institute maintains 

its headquarters seat in the republic of korea unless it is terminated previously 

by mutual consent. 

4. without prejudice to this agreement,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cedures enacted by the appropriate korean authorities to govern 

administrative affairs of specialized agencies of the united nations in the 

republic of korea shall apply to the institute.

done in new york, in duplicate, in the korean and english languages, each text 

being equally authentic on the 24th day of september 1998.

for the government of the for the international vaccine

republic of korea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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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07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설립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The Parties to this Agreement,

Acknowledging that the integration of economic growth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s essential for the future of humankind;

Recognizing the need to develop and diffuse a new model of economic 

growth―green growth―that simultaneously targets economic performance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ultimately supporting the global paradigm shift 

towards a sustainable economy; 

Support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developing and emerging countries, 

including the poorest communities within those countries and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through effective green growth strategies and plans that 

deliver poverty reduction, job creation and social inclusion in an 

environmentally sustainable manner;

Striving to achiev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rough dialogue, collective learning and collaboration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and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Contributing to the successful outcome of the United Nations process 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attainment of other internationally agreed goals, 

including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such as eradicating extreme 

poverty and hunger, ensuring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and developing global 

partnerships for development;

Pursuing a close collaboration with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that promote green growth;

Understanding that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green growth require 

continuity and a long term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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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ng that a new kind of interdisciplinary and multi stakeholder international 

organization is necessary to effectively address climate change and implement 

low carbon development strategies; and

Desiring to establish the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as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ESTABLISHMENT

1.  The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is hereby established as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GGGI”). 

2.  The headquarters of the GGGI shall be located in Seoul,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2  OBJECTIVES 

The GGGI shall promote sustainable development of developing and emerging 

countries, including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by: 

    a.  supporting and diffusing a new paradigm of economic growth: green 

growth, which is a balanced advance of economic growth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b.  targeting key aspects of economic performance and resilience, poverty 

reduction, job creation and social inclusion, and those of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such as climate change mitigation and adaptation, biodiversity 

protection and securing access to affordable, clean energy, clean water and 

land; and

    c.  creating and improving the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conditions of developing and emerging countries through partnerships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and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Article 3  DEFINITIONS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a.  contributing member means a Member of the GGGI that has prov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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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ulti year financial contribution of core funding of no less than 15 million 

USD over three years or 10 million USD over the first two years. The level and 

nature of contribution required to qualify as a contributing member shall be 

kept under review by the Assembly, and may be adjusted by the Assembly by 

consensus to support the growth of the GGGI over time;

    b.  participating member means a Member of the GGGI that is not a 

contributing member under paragraph a;

    c.  members present and voting means members present and casting an 

affirmative or a negative vote. A quorum for any decision of the Assembly or 

Council shall be a simple majority of the members of the respective organ. 

For the avoidance of doubt, signatory States and regional integration 

organizations under Article 5.3 shall be counted for the purposes of quorum at 

the first session of the Assembly; and

    d.  the Organization means the body known as the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established as a non profit foundation on 16 June 2010 in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4  ACTIVITIES

In order to accomplish its objectives, the GGGI shall engage in the following 

types of activities:

    a.  supporting developing and emerging countries with capacity building to 

design and implement green growth plans at the national, provincial, or local 

level to facilitate poverty reduction, job creation and social inclusion;

    b.  pursuing research to advance the theory and practice of green growth, 

drawing particularly from the experience of governments and industries; 

    c.  facilitating public private cooperation to foster an enabling environment 

for resource efficient investment, innovation, production and consumption, and 

diffusion of best practices;

    d.  disseminating evidence based knowledge and enhancing public 

awareness of green growth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nd

    e.  performing any other activities relevant to the objectives of the GGGI.

Article 5  MEMBERSHIP

1.  A state or regional integration organization1)shall become a Member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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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GI by becoming Party to this Agreement. The membership of the GGGI is 

open to any member state of the United Nations or regional integration 

organization that subscribes to the objectives of the GGGI under Article 2. 

2.  No Member shall be liable, by reason of its status or participation in the 

GGGI, for acts, omissions or obligations of the GGGI. 

3.  Signatory States and regional integration organizations that have not 

submitted an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or approval to the Director

General by the time of entry into force of the Agreement shall, at the first 

session of the Assembly, have the same capacities as Members, including the 

right to vote and the ability to be elected to, and serve on, the Council. For 

the avoidance of doubt, this paragraph shall not apply in relation to 

subsequent sessions of the Assembly.

4.  Any regional integration organization which becomes a Party to the 

Agreement without any of its member states being a Party shall be bound by 

all the obligations under the Agreement. In the case of such organizations, 

where one or more of its member states is a Party to the Agreement, the 

organizations and its member states shall decide on their respective 

responsibilities for the performance of their obligations under the Agreement. A 

separate arrangement on the modalities of the exercise of membership shall 

be negotiated prior to membership for regional integration organizations and 

subsequently approved by the Assembly. 

5.  In their instruments of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or accession, 

regional integration organizations shall declare the extent of their competence 

with respect to the matters governed by the Agreement. These organizations 

shall also inform the Depositary, who shall in turn inform the Parties, of any 

substantial modification in the extent of their competence. 

Article 6  ORGANS

1.  The GGGI shall have an Assembly, a Council, an Advisory Committee and 

a Secretariat as its principal organs. 

2.  Branch offices or other subsidiary organs of the GGGI may be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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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the Assembly so decides as required to support its activities. 

Article 7  THE ASSEMBLY

1.  The Assembly is the supreme organ of the GGGI and shall be composed 

of Members.

2.  The Assembly shall meet once every two years in ordinary sessions, or as 

otherwise decided by the Assembly. An extraordinary session of the Assembly 

shall be convened upon the initiative of one third of its Members. Sessions of 

the Assembly shall take place at the headquarters of the GGGI, unless the 

Assembly decides otherwise.

3.  The Assembly shall adopt its rules of procedure by consensus at its first 

session. For the avoidance of doubt, this Agreement prevails to the extent of 

any inconsistency between this Agreement and the rules of procedure.

4.  The Assembly may grant Observer status to non state entities such as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private companies, research institutes and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s (NGOs), based on criteria agreed by the 

Assembly. Representatives with Observer status may engage in discussions in 

the Assembly but shall not have voting rights in Assembly deliberations. 

Further provisions relating to the participation of Observers in the Assembly 

may be made in the rules of procedure referred to in paragraph 3.

5.  The functions of the Assembly shall include:

    a.  electing Members to the Council, in accordance with Article 8.2, and 

considering the principle of rotation;

    b.  appointing the Director General who shall be nominated by the Council; 

    c.  considering and adopting amendments to this Agreement, in 

accordance with Article 24;

    d.  advising on the overall direction of the GGGI’s work; 

    e.  reviewing progress in meeting the GGGI’s objectives; 

    f.  receiving reports from the Secretariat on strategic, operational and 

financial matters; and

    g.  providing guidance on cooperative partnerships and linkages with other 

international bodi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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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ach Member shall be entitled to one vote.

7.  Members that are regional integration organizations shall, in matters for 

which they are responsible in accordance with Article 5.4 and 5.5, exercise 

their right to vote with a number of votes equal to the number of their 

member states that are Parties to the Agreement. The modalities of the 

exercise of membership rights shall be included in the separate arrangement 

set out in Article 5.4 to be negotiated prior to membership for regional 

integration organizations.

8.  The Assembly shall make every effort to reach decisions by consensus. If 

all efforts at consensus have been exhausted, and no consensus reached, on 

the request by the President, decisions shall as a last resort be adopted by a 

simple majority of the members present and voting,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Agreement. In addition, the adoption of decisions shall require 

a majority of contributing members present and voting, as well as a majority 

of participating members present and voting. For the avoidance of doubt, 

decisions may be taken by written procedure between meetings of the 

Assembly.

9.  The Assembly shall elect one President and two Vice Presidents with terms 

of two years. 

10. The President, with the support of the Vice Presidents, shall preside over 

the Assembly and shall carry out the duties which are entrusted to her or him.

11. The President shall be responsible to the Assembly while it is in session.

Article 8  THE COUNCIL

1.  The Council shall act as the executive organ of the GGGI and shall, under 

the guidance of the Assembly, be responsible for directing the activities of the 

GGGI.

2.  The Council shall consist of no more than seventeen members, as 

follows:

    a.  five contributing members elected by the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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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five participating members elected by the Assembly;

    c.  five experts or non state actors who can contribute substantially to the 

objectives of the GGGI, appointed by the Council;

    d.  the host country, which shall have a permanent seat on the Council; 

and

    e.  the Director General without a voting right. 

3.  The members of the Council specified in paragraph 2 a, b and c shall 

serve for terms of two years, except as provided in paragraph 4.

4.  The Assembly shall ensure that around half of the initial Council members 

elected under paragraph 2 a, b and c are elected for an initial term of one 

year, for the purposes of continuity of Council membership.

5.  The functions of the Council, under the guidance of the Assembly, shall 

be to:

    a.  nominate a Director General for appointment by the Assembly;

    b.  approve the GGGI's strategy, and review the results, monitoring and 

evaluation framework; 

    c.  approve the annual work program and budget;

    d.  approve audited financial statements; 

    e.  approve the admission of new members to the Advisory Committee in 

accordance with Article 9.2;

    f.  approve the criteria for country program selection, which shall be 

consistent with the objectives of the GGGI and based, inter alia, on objective 

criteria;

    g.  approve the Council Sub Committees’ membership; and

    h.  perform any other functions delegated by the Assembly or conferred 

elsewhere in this Agreement.

6.  Each member of the Council shall be entitled to one vote except for the 

Director General.

7.  The Council shall make every effort to reach decisions by consensus. If all 

efforts at consensus have been exhausted, and no consensus reached, on the 

request by the Chair, decisions shall as a last resort be adopted by a simple 

majority of the members present and voting,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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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greement. In addition, the adoption of decisions shall require a majority 

of contributing members present and voting, as well as a majority of 

participating members present and voting. For the avoidance of doubt, 

decisions may be taken by written procedure between meetings of the 

Council.

8.  The Council shall adopt its rules of procedure by consensus at its first 

session.

9.  The Council shall elect one Chair and two Vice Chairs with terms of two 

years.

10. The Chair, with the support of the Vice Chairs, shall preside over the 

Council and shall carry out the duties which are entrusted to her or him.

11. The Chair shall be responsible to the Council while it is in session. 

12. For the effective coordination and operation, the Council may establish 

sub committees including, as appropriate, a Facilitative Sub Committee, a 

Human Resources Sub Committee, a Program Sub Committee and an Audit & 

Finance Sub Committee. The Audit & Finance Sub Committee shall be chaired 

by a contributing member.

Article 9  THE ADVISORY COMMITTEE

1.  The Advisory Committee, as a consultative and advisory organ of the 

GGGI, shall have a key role in:

    a.  serving as a forum for public private cooperation on green growth; and

    b.  advising the Council on the strategy and activities of the GGGI, 

including with regard to any synergies and linkages between the GGGI and 

other actors that may be pursued through Article 16.

2.  The Advisory Committee shall be composed of leading, relevant experts 

and non state actors. Applications for membership to the Advisory Committee 

shall be presented to the Director General in writing, and shall be approved by 

the Council in accordance with Article 8.5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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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he Advisory Committee shall meet in regular session which shall be held 

once a year unless it decides otherwise.

4.  The Advisory Committee shall adopt its rules of procedure, and may elect 

a Chair and a Vice Chair.

Article 10  THE SECRETARIAT AND DIRECTOR GENERAL

1.  The Secretariat shall, under the guidance of the Council and Assembly, be 

the chief operational organ of the GGGI, and be headed by a Director General.

2.  The Director General shall be nominated by the Council and appointed by 

the Assembly. The Director General may participate in meetings of the Council 

and the Assembly, but shall not vote at such meetings.

3.  The Director General shall be appointed for an initial term of four years 

and may be reappointed for a further term.

4.  In addition to any functions conferred on the Director General elsewhere in 

this Agreement or by the Council or Assembly from time to time, the Director

General shall, under the guidance of the Council and Assembly:

    a.  provide strategic leadership for the GGGI;

    b.  prepare all necessary operational and financial documents;

    c.  report on the overall implementation of the GGGI’s activities and bring 

to the attention of the Council any matter which he or she considers might 

impact on the fulfillment of the GGGI’s objectives;

    d.  carry out the directions of the Assembly and the Council; and

    e.  represent the GGGI externally and develop strong relations with 

Members and other stakeholders. 

5.  The Secretariat shall be responsible to the Director General and shall, inter 

alia, support the Director General in carrying out the functions listed in 

paragraph 4 and the core activities of the GGGI. 

6.  In the performance of their duties, the Director General, and the staff of 

the Secretariat shall neither seek nor receive instructions from any state or 

from any authority external to the GGGI. They shall refrain from any action 

which might reflect adversely on their position as international offic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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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The Director General shall appoint the staff of the Secretariat in 

accordance with staff regulations approved by the Council. Efficiency, 

competence, merit and integrity shall be the necessary considerations in the 

recruitment and employment of the staff, taking into account the principle of 

gender equality.

Article 11  WORKING LANGUAGE

The working language of the GGGI shall be English.

Article 12  FINANCE

1.  The GGGI shall obtain its financial resources through:

    a.  voluntary contributions provided by Members;

    b.  voluntary contributions provided by non governmental sources; 

    c.  the sale of publications and other revenue; 

    d.  interest income from trusts; and

    e.  any other sources in accordance with the financial rules to be adopted 

by the Assembly by consensus.

2.  Members are encouraged to support the GGGI and ensure its financial 

stability through voluntary annual contribution of core funding, active 

engagement in its activities or other appropriate means.

3.  To promote financial transparency, a financial audit of the operations of 

the GGGI shall be conducted on an annual basis by an independent external 

auditor appointed by the Council and the audit shall be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auditing standards.

4.  The audited financial statements shall be made available to Members as 

soon as possible after the close of each financial year, but not later than six 

months after that date, and shall be considered for approval by the Council at 

its next session, as appropriate.

Article 13  DISCLOSURE 

The organs of the GGGI shall develop a comprehensive disclosure policy wh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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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sures transparency in the work of the GGGI, including:

    a.  the discussions, decisions and documents received, reviewed and 

adopted by the Assembly;

    b.  the criteria on which non state entities are granted Observer status;

    c.  the discussions, decisions and related documents in the Council;  

    d.  the criteria on which experts and non state actors in the Council are 

selected;

    e.  the criteria and methodology for country program selection; 

    f.  the criteria on which the members of the Advisory Committee are 

approved; and

    g.  the GGGI’s annual audited financial statements.

Article 14  LEGAL PERSONALITY AND CAPACITY

The GGGI shall possess legal personality and have the capacity:

    a.  to contract;

    b.  to acquire and dispose of immovable and movable property; and

    c.  to institute and defend itself in legal proceedings.

Article 15  PRIVILEGES AND IMMUNITIES

The GGGI may enjoy such privileges and immunities in the member state in 

which it is headquartered, and may seek such privileges and immunities in 

other Members, as may be necessary and appropriate for the proper 

functioning of the GGGI in the territory of member states, in due consideration 

of such privileges and immunities as are customarily accorded to a similar 

type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 Such privileges and immunities shall be 

specified in a separate agreement that may be concluded among the 

Members or between the GGGI and the individual Member.

Article 16  COOPERATIVE PARTNERSHIPS

1.  The GGGI may establish cooperative relationships with other organizations, 

including international, intergovernmental and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s, 

with a view to further the objectives of the GGGI. 

2.  The GGGI may also invite organizations with which it shares simi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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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in green growth, to enter into a strategic partnership for mutual 

cooperation on a medium or long term basis.

Article 17  TRANSITIONAL PROVISIONS

1.  Until such time as the Secretariat of the GGGI has been established, the 

Organization shall serve and perform functions of the Secretariat. The 

Executive Director of the Organization shall serve as the Director General of the 

GGGI until the Assembly appoints the Director General in accordance with 

Article 7.5b. 

2.  Upon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the rights, obligations, 

undertakings, existing branch/regional offices2) and property of the 

Organization above shall devolve to the GGGI in accordance with any 

necessary processes of that body. 

3.  The rules, regulations, resolutions, procedures and practices of the 

Organization shall apply to the GGGI until otherwise decided by the Assembly, 

the Council or the Director General as appropriate, and only to the extent that 

they are not inconsistent with this Agreement or with any rules, regulations, 

resolutions, procedures and practices adopted by the Assembly or the Council.

4.  Until a sufficient number of states and regional integration organizations 

become Party to this Agreement, each number specified in the respective 

subparagraphs a through c of Article 8.2 as a requirement for the number of 

the Council members may be applied flexibly as decided by the Assembly.

Article 18  DEPOSITARY

The Director General of the Secretariat shall be the Depositary of this 

Agreement.

Article 19  SIGNATURE

This Agreement shall be open for signature at Rio de Janeiro in Brazil as of 

20 June 2012 and shall remain open for signature for twelve months.

Article 20  RATIFICATION, ACCEPTANCE AND APPRO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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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is Agreement shall be subject to ratification, acceptance or approval by 

the signatory States and regional integration organizations.

2.  Instruments of ratification, acceptance or approval shall be deposited with 

the Depositary.

Article 21  ACCESSION

1.  This Agreement shall be open for accession by any state or regional 

integration organization which has not signed the Agreement.

2.  Instruments of accession shall be deposited with the Depositary.

Article 22  ENTRY INTO FORCE

1.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thirtieth day after the deposit 

of the third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or accession.

2.  For each state or regional integration organization ratifying, accepting, 

approving or acceding to this Agreement after the entry into force,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thirtieth day after the deposit of the 

respective instrument. 

Article 23  RESERVATIONS

No reservations shall be made to the Agreement. 

Article 24  AMENDMENTS

1.  Any Party to this Agreement may propose an amendment to this 

Agreement by submitting such a proposal to the Director General of the 

Secretariat. The Director General shall communicate a proposed amendment to 

all the Members of the GGGI at least ninety days prior to its consideration by 

the Assembly.

2.  An amendment to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for those Parties 

having accepted it on the ninetieth day after the deposit of an instrumen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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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ptance by at least three quarters of the Parties to this Agreement, unless 

otherwise specified in such an amendment, after adoption by the Assembly. In 

addition, instruments of acceptance shall be required from three quarters of 

contributing members, as well as three quarters of participating members, for 

entry into force. 

Article 25  WITHDRAWALS

Any Party may withdraw from this Agreement by written notification, of its 

intention to withdraw from this Agreement. Such withdrawal shall take effect 

six months after the date of receipt by the Director General of the Secretariat 

of the notification.

Article 26  INTERPRETATION

Any question of interpretation of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arising 

between any Member and the GGGI or between any Members of the GGGI 

shall be submitted to the President of the Assembly for decision by the 

Assembly. The Assembly shall make every effort to reach a decision by 

consensus. If all efforts at consensus have been exhausted, and no 

consensus reached, such decisions shall as a last resort be adopted by three

quarters of members present and voting. In addition, the adoption of such 

decisions shall require three quarters of contributing members present and 

voting, as well as three quarters of participating members present and voting. 

This Agreement, including the aforementioned decisions, shall be interpreted in 

accordance with customary rules of interpretation of public international law, 

including the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adopted in 1969.

Article 27  CONSULTATIONS

1.  Any Members of the GGGI may request in writing consultations with the 

Director General of the GGGI or with other Members concerning any matter on 

the implementation, application or operation of this Agreement.

2.  Parties to those consultations shall make every effort to arrive at a 

mutually satisfactory resolution of the matter.



- 203 -

3.  The consultations under this Article shall not be disclosed to any other 

party unless otherwise agreed, and are without prejudice to the right of a 

Member to raise a matter in the Assembly.

Article 28  TERMINATION

1.  This Agreement may only be terminated through a decision by consensus 

in the Assembly of all Members.

2.  Any decision taken under paragraph 1 shall not take effect before twelve 

months have expired, unless otherwise decided by the Assembly by 

consensus. 

3.  The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shall not affect the carrying out of any 

project or program undertaken under this Agreement and not fully executed at 

the time of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unless as otherwise agreed by the 

Assembly consensus. 

4.  Upon termination, the Assembly may agree, by consensus, to devolve the 

property and assets of the GGGI to one or more international bodies that have 

the same, or substantially the same, objectives of the GGGI as contained in 

Article 2. The property and assets of the GGGI may otherwise be redistributed 

to the Members according to any procedure agreed by the Assembly.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representatives,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greement.

Done at Rio de Janeiro, this twentieth day of June, two thousand and twelve, 

in the English language.

-----------------------------------------------------------------

1) Regional integration organization shall mean an organization constituted by 

sovereign states of a given region, to which its member states have 

transferred competence in respect of matters governed by the present 

Agreement. 

2) On the issue of devolvement of the GGGI’s regional offices, consultation 

with the governments of Denmark and the United Arab Emirates will be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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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08 RCA사무국 설립 Working Paper에 대한 IAEA 입장  

(2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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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09 대한민국 정부와 RCA간 본부 협정 초안 작성 방향

<현황 및 고려사항)

o RCA는 1972년 체결되었으며 1987년 개정되어 5년 마다 연장되어옴.

o RCA사무국(Regional Office)은 한국정부가 유치하여 2002년 3월 대전 한국원자

력연구원에 설립되었으며 한국정부가 운영비 등 운영을 지원해오고 있음.

  -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working paperdp 명시하고 있음.

o RCA사무국의 설립 추진 당시 RCA사무국 운영을 위한 working paper(2003)가 

채택되었으나 설립근거는 RCA(협정)에 명시되지 않고(working paper에서는 추후 

추진할 것을 또한 명시 하고 있음) RCA결의안 채택과 RCA 운영지침(Guidelines 

and Operation Rules: GOR)에 포함되어 있음. 

o RCA사무국의 국제법적 지위는 RCA(협정)에 설립근거가 명시되어야 하는 것(협

정개정 등의 법적 조치 완결)을 전제로 하고 있음. 

o 대한민국 정부와 RCA간 본부 협정은 RCA사무국의 국제법적 지위 확보 이후에 

체결이 추진되어야 하며 여기서는 협정에 포함될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기술

하고자 함. 

*      6     
 ,

<대한민국 정부와 RCA간 본부 협정 체결에서 고려사항)

<유의사항>

RCA사무국 운영에 관한 Working Paper (2002년 채택)과 

RCA의 (개정) 협정 및 설립 근거조항 에 유의하며, 

RCA사무국의 설립운영에 관한 결의안(2003)과 

RCA사무국의 역할과 위상 강화에 관한 결의안을 유의하며,

RCA운영지침(2013년, 최신 버전)의 4.5 Appointment,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Director of the RCA Regional Office and 4.6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Standing Advisory Committee of the RCA Regional Office, 6.0 ROLE OF 

THE IAEA IN THE RCA AGREEMENT에 유의하며

대한민국정부와 RCA는, 

  

RCA사무국의 부여된 기능 수행 및 목적 달성에 필요한 특권 및 면제를 규정하고자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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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정 의

이 협정에서

가. "사무국(Regional Office)"라 함은 RCA Regional Office를 말한다.

나. "정부"라 함은 대한민국 정부를 말한다.

다. "적절한 대한민국의 당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에서 적용되는 법률 및 관습에 의

하여 그 정황에 적합한 대한민국의 중앙정부 또는 기타 당국을 말한다.

라. "본부 소재지"라 함은

   (1) 사무국이 본부 및 부속시설을 만들 목적으로 대한민국안에서 소유.임차. 차

용하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토지 및 건물과

   (2) 사무국이 정부의 동의하에 대한민국안에서 허용된 기간 동안 임시로 사용하

는 건물을 말한다.

마. "이사회"라 함은 사무국의 이사회(RCARO SAC)를 말한다.

   * 사무국의 현 지배체제는 현재 한국정부(운영위원회)와 RCARO SAC가 존재하

며, 여기서는 현재의 RCARO SAC나 또는 새로 설치되는 RCARO SAC의 역

할에 해당되는 설립 기구를 의미한다. 

바. "사무국 재산"이라 함은 사무국이 신탁·기증·위탁·담보 또는 기타 방법으로   

사무국 정관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임차·보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기금·

수입 및 기타 자산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말한다.

사. "사무국 문서"라 함은 정관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무국이 소유하거나 

보유하는 모든 통신·서류·전산자료·원고·영상물·필름 및 녹음자료를 의미한다.

아. "사무국 직원"이라 함은 사무국장, 사무국장이 임명하거나 국장을 대신하는 간

부직원 및 일반직원을 말한다.

제 2 조  본부 소재지에 대한 불가침

1. 본부 소재지는 사무국의 기능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사용될 수 없다.

2. 본부 소재지는 불가침이다. 어떠한 당국자도 사무국장의 허가/동의 없이는 본부 

소재지와 (사무국 활동 장소)에 들어갈 수 없다. 

제 3 조 본부 소재지의 보호

1. 적절한 대한민국의 당국은 사무국장의 허가/동의 아래 본부 소재지의 안전 및 

보안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단 자연재해·화재 또는 인명에 직접적으로 위협이 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는 경

우에는 (대한민국의 당국의 출입 통보로써) 본부 소재지의 출입에 사무국장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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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조 본부 소재지에서의 공공활동

정부는 사무국이 원활하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본부 소재지에서 필요한 공공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5 조 사무국 및 재산의 면제 (immunity from every form of legal process)

1. 사무국은 사무국장이 특정한 경우에 면제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한 어떠한 형태

의 법적절차에 대해서도 면제를 향유한다. 이러한 면제포기는 판결의 집행에 대

한 면제포기를 의미하지 아니하며, 판결의 집행에 대한 면제포기에는 별도의 포

기가 요구된다. 사무국가 법적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법적절차뿐 아니라, 

판결의 집행에 대한 면제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2. 사무국 재산 및 문서는 그 소재지나 보유자에 관계없이 수색·압류·징발·압수·수

용 및 다른 모든 형태의 간섭으로부터 면제된다.

제 6 조 법인격

정부는 사무국이 특히, 조약 및 계약을 체결하고, 동산 및 부동산을 취득.처분하며, 

소장의 면제포기가 있을 경우 소송절차에서 피고가 되는 등 (RCA가 부여한) 임무( 

또는 정관)상 기능수행에 필요한 법률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국제법인격과 능력을 

가진 국제기구임을 인정한다.

제 7 조 통 신

1. 사무국 및 본부 소재지내 사무국 직원에 대한 모든 공적통신과 사무국의 외부에

대한 공적통신은 통신의 수단과 형태에 관계없이 검열·도청 또는 다른 모든 형

태의 간섭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면제는 특히 출판물·전산자료·영상물·필

름 및 녹음자료에도 적용된다.

2. 사무국은 암호사용의 권리를 가지며, 외교신서사와 외교행낭에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특권 및 면제를 가지는 신서사 또는 봉인된 행낭에 의하여 공적통신을 

발송하고 접수할 권리를 가진다.

제 8 조 재정상의 편의

사무국은 부여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유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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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금, 금 또는 어떤 종류의 통화도 보유할 수 있으며, 어떠한 통화로도 계정을 

유지할 수 있다.

나. 기금·금 또는 통화를 대한민국 국내외로 이동할 수 있으며, 보유하고 있는 태환

통화를 다른 어떠한 통화로도 환전할 수 있다.

제 9 조 경유 및 체류

1. 정부는 사무국 직원·가족 및 그 세대의 구성원과 사무국 행사 참가자 및 사무국 

소재지의 공식 방문자에 대하여 국적에 관계없이 대한민국에서의 출입국 및 체

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한국정부는 상기 관계인의 

사무국 소재지 출입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이 조항에서 언급된 관계인에 

대한 입국사증은 가능한 한 신속히 발급되어야 한다.

2. 사무국장은 이 조 제1항에서 언급된 관계인의 명단을 가능한 한 사전에 정부에 

통보한다.

제 10 조 면세

1. 사무국의 설립 목적(정관상)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과 그 재산·자산 및 수입

은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

가. 공공요금성 조세를 제외하고 모든 직접세로부터 면제된다.

나. 사무국이 공용으로 반입하거나 반출하는 물품은 관세, 반입.반출상의 금지 및 

제한으로부터 면제된다. 다만, 그러한 면제하에 수입된 물품은 정부와 합의된 

조건외에는 대한민국안에서 매각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2. 사무국은 간접세와 관련하여 주한 유엔전문기구에 부여된 것과 동일한 면제 및 

편의를 향유한다.

제 11 조 사무국 직원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무국 직원은 대한민국안에서 다음과 같은 특권 및 면제

를 향유한다.

가. 구두·서면진술 및 공적인 자격으로 행한 모든 행위를 포함하여 기능 수행과  

관련된 행위에 관한 모든 형태의 법적절차로부터의 면제. 관계인이 더 이상 사

무국 직원의 임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더라도 그러한 면제는 계속 유효한 것으로 

이해된다.

나. 공용 행낭의 검열 및 압류로부터의 면제

다. 사무국이 지급하는 월급 및 수당에 대한 직접세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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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직원 및 그 가족에 대한 출입국 제한 및 외국인 등록의 

면제

마. 가구 및 자동차를 포함한 물품의 수입 및 구매에 대하여 주한 유엔전문기구  

직원에게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권리 

2. 사무국은 사무국 직원의 명단 및 그 변동사항을 매년 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사무국은 사무국 직원의 부임 또는 이임시에 지체없이 정부에 그 사실을 통고하

여야 한다.

3. 정부는 특권 및 면제와 편의를 향유할 자격이 있는 사무국 직원, 그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게 소지자의 신분을 명기한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4. 이 조 제1항·제2항·제3항에 규정된 특권 및 면제에 추가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무국 국장에게는 대사에게 주어지는 특권 및 면제가 부여된다.

제 12 조 사무국 이사회의 이사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무국 이사회의 이사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의 

특권 및 면제를 향유한다.

가. 체포 또는 구금으로부터의 면제를 포함한 신체의 불가침 

나. 이 조 제2항에 규정된 경우외에는 구두·서면진술 및 공무수행상 행한 모든 행

위에 대한 법적절차로부터의 면제. 관계인이 더 이상 사무국 이사의 임무에 종

사하지 아니하더라도 그러한 면제는 계속 유효한 것으로 이해된다.

다. 모든 서류 및 문서에 대한 불가침

라. 출입국 제한, 외국인 등록 및 국가역무상 의무로부터의 면제

마. 일시적 공적임무를 띤 외국 정부대표에게 통화 또는 외환제한에 관하여 부여되

는 것과 동일한 편의

바. 대한민국이 국제법에 의하여 적용할 수 있는 보안조치에 의거하여 상응한 직급

의 외교공관 직원에게 사적 및 공적 수화물에 관하여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면

제 및 편의

2. 그러나, 법적절차로부터의 면제는 관계인이 사용 또는 소유하는 자동차·선박 또

는 비행기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로부터 야기된 손해 중 보험으로 배상받지 못하

는 손해에 관한 행위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민사 및 행정재판 관할권에는 적용되

지 아니한다.

제 13 조  특권 및 면제의 목적과 적절한 대한민국의 당국과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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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0조 내지 제12조에서 규정된 특권 및 면제는 각 개인의 사적 이익이 아닌 

사무국의 이익을 위하여 부여된다. 이 조 제2항에서 명시된 사무국의 관계자는 그 

면제가 정의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면제를 포기할 수 있는 권리 및 의무를 

가진다. 그러한 면제포기는 사무국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2. 이 조 제1항에서 언급된 사무국의 관계자는 

사무국의 간부직원 및 일반직원, 사무국의 공식 방문자 및 사무국 자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이 된다.

3. 사무국 및 사무국 직원은 적절한 사법행정을 촉진하고, 치안규정을 준수하며, 

이 협정에서 규정된 특권 및 면제와 관련한 어떠한 남용의 발생도 예방하도록 적절

한 대한민국의 당국과 협조하여야 한다.

4. 이 협정에 의하여 부여되는 특권 및 면제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러한 특권 및 면제의 수혜자는 대한민국의 법령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또한, 그

러한 수혜자는 대한민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아니할 의무를 가진다.

제 14 조 안전조치

이 협정의 규정은 적절한 대한민국의 당국이 필요로 하는 안전조치 또는 통제의 집

행에 있어서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제 15 조 분쟁해결

이 협정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되거나 본부 소재지 또는 정부와 사무국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정부와 사무국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이를 협상 또는 

기타 합의된 해결방법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3인의 중재인 즉 사무국

장이 지명하는 1인, 정부가 지명하는 1인 및 동 2인의 중재인이 지명하는 의장으로 

구성되는 판정부의 중재재판에 회부된다. 양 당사자에 의하여 지명된 중재인 2인이 

지명된 후 6월이내에 의장의 지명에 대하여 합의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방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장이 의장을 지명하도록 한다. 절차문제

에 관한 판정을 포함한 중재재판의 판정은 중재인의 다수결에 의하며, 동 판정은 

최종적이고 양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제 16 조 중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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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은 사무국 직원과의 분쟁해결을 위하여 적절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사

무국은 자연인 또는 법인에 관계없이 기타 모든 관계인과의 계약서에 공정성 및 당

사자의 진술권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승인된 법원칙에 부합되는 방식

으로 중재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할 것임을 명시하는 문구를 포함시켜야 한다. 그 

밖에 사무국은 계약외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배상청구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험에 가입하거나 기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17 조 최종조항

1. 이 협정은 RCA에 포함된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정부와 사

무국간 내부절차를 완료하였음을 통보하는 일자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의 개정에 관한 협의는 정부 또는 사무국의 요청으로 이루어진다.

3. 이 협정은 상호 합의에 따라 종료되지 아니한다면 사무국이 대한민국안에 본부 

소재지를 유지하는 한 유효하다.

4. 주한 유엔전문기구의 행정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대한민국의 당국이 제

정한 법령 및 행정절차는 이 협정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무국에도 

적용된다.

(서명 날짜, 장소 )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사무국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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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1972년에 발효된 아시아/태평양 원자력 지역 협력 협정은 지역 회원국 발전에 기여해오고 

있으며 지역내의 사회적 이슈와 경제성장에 많은 기여를 또한 성공적으로 해온 것으로 평

가되고 있다. 

한국정부는 원자력분야의 최초 국제기구 유치 활동으로 RCA사무국 유치를 결정하여 운

영을 지원해오고 있다. 2002년 설립된 RCA사무국은 한국정부의 적극 지원과 회원국의 

협력과 지원을 통하여 주어진 임무와 활동을 강화해오고 있으며 그 성과는 성공적으로 평

가되고 있다. 또한 RCA는 타지역 지역 협정의 성공적인 모델로서 또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RCA사무국의 국제기구화를 통한 아태지역의 원자력 협력 기반조성과 강화는 우

리나라의 아태지역에의 원자력 협력과 기술수출의 전략적인 추진에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아 태 원자력협정(RCA)사무국 국제기구화 추진방안과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로

써 지금까지의 추진과정 분석과 성과를 점검하고, RCA사무국발전TFT를 운영하여, 국제

기구화 추진을 위한 중장기 추진방안과 체계적인 전략을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사무국의 

신규 사업 발굴과 주요 과제의 발굴, 협정개정 추진 방향을 분석하였다.    

RCA사무국의 국제법적 지위 확보에는 협정개정이 필수적이며, 정부, IAEA, 회원국의 지

지와 합의가 전제로 되고 있다. IAEA와 회원국의 협력과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사무국의 

기능과 역량이 강화되어야 하며 정부의 지원이 대폭 확대가 불가피하다. 또한 협정개정은 

사무국이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 따라서 외교부의 외교적 지원과 법적 지원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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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 지원해야 한다. RCA협정 개정과 국제기구화 추진, 회원국의 새로운 수요 충족과 사

무국 역량 및 활동 강화에 예산과 인력 확대는 필수적이다. RCA사무국의 조직과 인력은 

2003년 채택한 사무국 working paper를 기초로 하되 정규직 인력은 회원국 전문가 채용

을 포함하여 현재 4명에서 8~10명수준으로 확대가 필요하며 사업비는 IAEA/RCA의 사업 

수준(150~200만US$)으로 확대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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