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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 제  목

원자력 시스템 교육훈련 개발/운영

.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본 과제는 원자력 선진국, 중진국 그리고 최초 원자력 도입 희망국들을 대상

으로 원자력 연구개발 기술과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수출을 위하여 원자력 교육훈련

과 인력양성을 통하여 인적 네트워크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IAEA와 WNU를 비

롯한 국제기구와 원자력 관심국가들과 교육훈련과 인력양성 협력을 통해 세계의 원

자력 차세대 리더, 협력 대상국의 원자력 관련 정책 결정자, 연구 및 사업 수행자

들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협력을 통

해 우리나라 원자력 연구개발 기술의 우수성과 신뢰성을 국제적으로 홍보하고 해외 

친한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의 해외 시장 진출 기반 조성

과 글로벌 원자력 인력양성 육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의 원자력 기술자립 경험과 원자력연구원의 강점기술을 

바탕으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수행역량의 향상이 필요하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국제교육훈련으로 실현함에 있어, IAEA 훈련과정의 유치와 원전

도입희망국 기술지원 연수과정 개최 등 원자력 관심 국가들이 필요로 하는 인력양

성 인프라 지원과 교육훈련 제공은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 국제원자력교육훈

련은 국내 원자력 산업 및 연구의 발전에 있어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인력을 제

공하는 원자력 연구 분야의 기본적 임무로서 정부의 선행적인 투자 하에 장기간 체

계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당해 연도 업무를 국제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국제 원자력 인력양

성 협력, 그리고 국제교육훈련 인프라 구축 강화 분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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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수행하였다.

 연구원 핵심기술 수출 기반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요르단 연구로 운영요원 교육과정 

 국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통한 글로벌 인재양성

   - IAEA와 세계원자력대학(WNU) 등 국제기구 훈련과정 유치와 운영

   - 원전도입희망국 기술지원 연수과정 운영

   - KAERI 핵심기술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 원자력수출 기반조성을 위한 원전도입희망국 우수 학생·강사 KAERI 

석박사 과정 지원

 국제 원자력 인력양성 협력을 통한 지역·국가간 교육훈련 네트워크 강화

   - IAEA, WNU 등 국제기구와 원자력 교육훈련 유치 협력

   - 다자간·양국간 원자력 인력양성 워크숍 개최 등 협력 확대

 국제 원자력 교육훈련 인프라 강화

   - 영문 교재와 교안 편찬

   - 시설, 장비 등 교육환경 개선

   - 국제원자력교육훈련센터(INTEC) 회의동(아토피아관)과 숙소동(누리관)

운영

. 연구개발결과 

본 과제는 세계 일류의 원자력 인재육성을 추구하며 원자력 교육훈련의 글로

벌 리더로 나아가기 위해  중점추진 목표를 세계수준의 국제 원자력교육훈련 과정 

개발과 운영, 국제교육훈련과 인력양성 협력 선도, 세계 수준의 국제 원자력교육훈

련 인프라 강화와 시설 운영의 3개 분야로 나누었고, 이에 대한 총괄적인 성과는 

다음과 같다. 

 세계수준의 국제원자력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9건, 179명)

   - 원자력 연구개발 기술 해외수출을 위한 신규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1

건,25명)

      * 요르단 연구로 운영요원 과정

   - 국제기구 협력 과정( 4개 과정, 99명)

      * IAEA 원자로형기술평가 방법론 과정, 원자력산업현안 주요현안 

과정, 방사선응용 기술과정, 개발 및 프로젝트 관리 과정, 

원자력시설의 컴퓨터 보안 평가 지역훈련과정 등   

   - 개도국 기술공여과정(2개 과정, 2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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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전 기획 및 사업관리 과정, 이집트 원자력발전 계획 수립 과정 

   - 연구원 수출 협력 과정(1개과정, 20명)

      * 체코 원자력 인력양성 실무 교육과정

   - 양국 협력 과정(1개과정, 10명)

      * 남아공 이러닝 과정

 국제 원자력 교육훈련/인력양성 협력 선도

   - 국제기구 협력 및 교육 네트워크 활동 강화

     * IAEA 인력양성 컨퍼런스(5월), FNCA 인력양성 워크샵(7월), 아프리카 

교육훈련네트워크회의(9월), 방사선방호 운영위원회(12월)(4건)

   - 방문 프로그램 등 양국간 인력양성 협력(6국 10회)  

     * 원자력중견국과 양자 인력양성 협력 (남아공 2건)

     * 원전신규도입국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지원협력 (사우디 2건, 필리핀 

1건, 말레이시아 2건, 베트남 2건, 탄자니아 1건)

 국제 원자력 교육훈련 인프라 구축

   - 원자력발전기술 단행본 책자 발간(1편), 교육교재 편찬(8편)

   - 교육훈련 시설 및 장비 개선(3건)

   - 교육훈련 시설 운영

     * INTEC 활용(1,073건), 누리관 사용(1,929실)

본 과제의 주요 성과 중 특기할만한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09년 수주한 요르단 연구로 건설 계약에 따라 연구원과 대우건설 컨

소시엄은 연구로 운영요원을 교육할 예정이었다. 본 과제는 연구원 원자로개발단과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요르단 연구로 예비 운영요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

시하였다. 이는 연구원 연구개발기술의 해외 사업 수주를 위한 필수 항목 중의 하

나인 교육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강의실 교육과 함께 실제 연구로 현장에서 현장방

문교육(OJT)를 병행하여 교육효과를 향상하도록 노력하였다. 본 과정을 통하여 우

리나라 연구 개발 기술의 해외사업 수주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노하우를 축적하는 한편, 향후 네덜란드 델프트공대 연구로 개선사업 등 해외사업

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능력을 개발할 수 있었다. 

둘째, 남아공 NWU(North West University)와 공동으로 원자력 정책 석사과정

에 활용하기 위하여 원자력발전기술에 대한 이러닝 컨텐츠를 개발하고 남아공 NWU 

대학생을 대상으로 시범과정을 성공적으로 운영하였다. 남아공 NWU의 Nuclear 

Energy Policy  MBA 석사과정은 4개 모듈로 16개 단기코스로 구성되고 각 단기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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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4학점 40시간으로 구성한다. 석사과정 단기코스 웹기반 교육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하여 한-남아공간 콘텐츠 개발 공동 워크숍을 2회 개최하였다. 개발한 콘텐츠는 

IAEA의 지원을 받아 IAEA 기술회의를 거쳐서 세계적으로 전파할 계획으로 원자력 

교육훈련을 통해 범아프리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원자력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

련하여 향후 교육콘텐츠의 상업적 수출로 연계할 것으로 기대한다. 

셋째, 지난 2013년 유치한 국내 최초 개도국(이집트) 정부기관 대상 3개년 

과정의 2차년도 교육을 실시하였다. 금년도 교육과정은 SAT 기반 수요자 요구분석

을 통해 교수 설계를 실시하였고 학습자의 action plan을 지원하였으며 국내 HRD 

최고 전문가를 초청하여 교수요원 양성 교육을 강화하였다. 본 과정을 통하여 우리

나라 원자력 경험을 집중 홍보함으로써 우리나라에 대한 원자력 이해도를 증진하고 

국내 원자력 발전 경험의 공유를 통한 한-이집트 원자력 우호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원자력 혁신 인프라 체험을 통한 국내 원자력 발전기술의 우수성을 홍보하였

다. 또한 맞춤형 원자력 컨설팅을 통한 한-이집트 원자력 인적 네트워킹을 강화하

였다. 

.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및 건의사항

최근 연구원은 연구개발 기술의 수출 계약 시 필수요건으로 해당 사업계약 

당사자들의 교육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 해당 사업 계약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교

육 수요 분석과 개발하기 위하여 본 과제 참여자의 조기 교육개발 참여가 요구된

다.   

향후, 중진국과 선진국 교육생을 대상으로 연구원의 핵심 기술들을 교육과정

화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즉 연구원의 대표성과로 제시되는 연구로, SMART와 열수

력 기술 등을 대상으로 해당 분야별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교육과정

으로 개발함으로써 중진국과 선진국 교육생들의 니즈를 충족하는 매력적인 교육훈

련 과정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세계 수준의 원자력 인력을 

양성하는 명실상부한 일류 원자력 인력육성기관의 중심으로 한걸음 더 발돋움 할 

것이다. 

본과제의 장기적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다음사항을 실행해야 한다. 첫째, 원

자력 도입 희망 대상 국가군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중점협력 대상국을 도출하는 

한편,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종합적인 개발과 함께 기 교육 인력에 대한 사후 관리

를 포함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기획을 위해 적정수준의 인력 

증대가 요구된다. 둘째, 교육훈련의 질적 향상 방안 연구를 위한 재정적 지원이 요

구된다. 셋째, 국내 교육훈련 기관들 간 인력양성 경험을 종합 분석하고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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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재양성 공통 모델을 개발하여 이를 원자력 도입 희망국들에게 제공하는 노력

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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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 Project Titl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System Approached Nuclear 

Education/Training

.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This project aims at developing and stabilizing international human 

network by nuclear education/training and its export targeting developed 

countries, developing countries and new comer countries in terms of use of 

nuclear energy. With international agencies, representatively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IAEA) and World Nuclear University(WNU), and interested 

countries, Nuclear Training Center(NTC) has been cooperating for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nd education/training. Leaders of new generation, 

policy makers, researchers, project performers are educated and trained in 

those cooperation. It is necessary to promote state of the art Korean 

research and technology, provide education/training program and expand human 

network worldwide for development of positive international market 

environment strengthening of nuclear safety.

To achieve those demands and necessities, steady development and 

establishment of education/training programs and capacity for performing them 

should be accompanied. Korean experience in developing own nuclear technology 

and KAERI s technology of excellence will work as a basis for this grow. 

Invitation of training courses of IAEA to Korea, providing developing 

countries with technological supporting courses are some of effective 

methods. International education/training influences not only internation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but also domestic nuclear industry and research 

area by strengthening healthy and positive environment for work cooperation 

and knowledge sharing. As a basic duty of nuclear research field, 

international education/training should implement its responsibility stead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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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systematically.       

. Scope and Contents of Project

This project covers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nuclear education/training programs, cooperation for nuclear human resource 

development and education/training, and strengthening of infrastructure for 

international nuclear education/training. Detailed scope of the activities 

are as follows:

 Supporting export of KAERI research technology by providing educa-

tion/training

 - Jordan Research and Training Reactor(JRTR) operator training course 

 Nurturing of global manpower through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nuclear education/training courses

 - invitation of courses in international agencies (ex. IAEA, WNU) 

 - courses of technological support for new comer countries in nuclear 

field

 - courses providing KAERI's technology of excellence 

 - KAERI-UST MS/Ph.D courses for qualified students/lecturers from de-

veloping countries

 Strengthening of education/training networking through cooperation 

for nuclear human resource development

 - cooperation with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and 

the World Nuclear University (WNU), and others for organizing coop-

erative courses

 - multilateral/bilateral cooperation through HRD workshops, etc. 

 Strengthening of the infrastructure for international nuclear educa-

tion/training

 - development and publication of textbooks, and edition of educa       

   tion/training materials

 - improvement of facilities, equipment and systems

 - operation of the International Nuclear Training and Education Center 

(INT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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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 of Project

This project aims at cultivating world best nuclear human resources, 

through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ly competitive nuclear 

education/training courses, promotion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nuclear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cluding education/training, and strengthening 

education/training infrastructure meeting global standards and operation of 

related facilities. Detailed results of the project are summarized below.

 Nine international education/training courses were developed and 

Implemented: total 9 courses for 179 people

 - courses for KAERI R/D technology export (1 course for 25 people)

   ∙ KAERI Training Course for Jordan Research and Training Reactor 

(JRTR) Operating Staffs

 - courses for cooperation with international agencies (4 courses for 

99 people)

   ∙  IAEA/KAERI Workshop on Tools and Methodologies for Nuclear 

Reactor Technology Assessment

   ∙  IAEA Regional Training Course on conducting computer security as-

sessments

   ∙  WNU/KAERI Course on Key Issues in the World Nuclear Industry 

Today 

   ∙  RCARO/KAERI Regional Workshop on Radiation Technology and its 

Applications

 - courses for capacity building of developing countries (2 course for 

25 people)

   ∙  KOICA/KAERI Regional Training Course on Capacity

Building of the Egyptian Nuclear Power Plants Authority

   ∙  KOICA/KAERI/IAEA Course on Nuclear Policy, Planning and Project 

Management

 - courses for cooperation of domestic nuclear organization for export 

(1 course for 20 people)

   ∙  Czech Human Resources Development Program on Civilian Nu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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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

 - courses based on bilateral agreement (1 course for 10 people) 

   ∙  KAERI-NWU e-Learning Course on Nuclear Power Technology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nuclear human resource development and 

education/training

 - strengthening of cooperation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networking for nuclear education and training (4 events)

   ∙  IAEA HRD Conference(May), FNCA HRF Workshop(July), Africa 

Education/Training Network Meeting(September), Radiation 

Protection(December)  

 - bilateral cooperation for nuclear human resource development (10 

events with 6 countries) 

   ∙  Bilateral cooperation with Republic of South Africa: 2 events

   ∙  Support of newcomer countries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nd 

training: Saudi Arabia (2 events), Philippine (1 event), Malaysia 

(2 events), Vietnam (2 events), Tanzania (1 event)

 Education/training infrastructure was strengthened and related fa-

cilities were operated:

 - Publication of a book on nuclear technology, development of 8 lec-

ture material  

 - improvement of 3 education/training facilities/equipment 

 - Operation of International Nuclear Training and Education 

Center(INTEC)

   ∙  ATOPIA hall (Conference space): 1,073 events

   ∙  NURI hall (Guest house): 1,929 events

The results of the project reflect that the project was successfully 

implemented and some noticeable results are worth to be explained in detail. 

First, KAERI and Daewoo construction company consortium was going to train 

reactor operators according to the contract of JRTR. With Department of 

Research reactor development, NTC developed training program and trained can-

didate operators. Composed of lectures and On the job training, this course 

was developed to enhance the effects on students to learn basic theorie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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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al knowledges in the field. Operation of the course also strengthened 

competence of NTC by expanding the domain of existing courses to the role of 

supporting KAERI technology export. This enhanced competence will carry out a 

role for future cooperation with other departments for export of KAERI tech-

nology such as OYSTER project of Netherlands.

Second, NTC e-learning contents were developed with North West 

University(NWU) of South Africa for providing people in nuclear fields with 

nuclear policy master course. As a pilot program the course was implemented 

with NWU students successfully. Two times of workshop were held between NTC 

and NWU in the progress and developed contents will be disseminated interna-

tionally thorough IAEA technical meeting. It is expected to build Africa net-

work for entering the nuclear market and bring opportunity of commercial ex-

port of education/training contents.

Third, course for Egyptian Nuclear Power Plants Authorities(NPPA) was 

held for the second time following 2013 s course. The course was invited by 

NTC for the first time in Korean nuclear education/training field for gov-

ernmental officials of Egypt. This year s course was designed with demand 

analysis based on SAT. The program supported action plan of participants and 

lecturer was selected as best experts in HRD in Korea to enhance purpose of 

training the trainers. NTC improved participant s understanding on Korean nu-

clear technology and fostered favorable atmosphere for cooperation by promot-

ing Korean nuclear experience and providing visiting and experiencing session 

of infrastructure.                           

. Suggestion for Applications 

Recently contracted exports of KAERI R&D technology tend to require 

education/training as a pre-requisite. Project plan or progress of export in 

various departments should be investigated in advance for successful 

contribution to conclusion of contract and effective education/training. 

KAERI technologies of excellence should be main target in developing of 

new education/training courses to improve R&D environment and competence 

inside and outside of KAERI using our previously invested R&D in a cycle. 



- xi -

Countries with middle  or high level infrastructure in nuclear field will be 

interested in knowledge and experience sharing with KAERI. This will 

naturally promote excellence of KAERI and grow potential of experts in KAERI 

for future innovation and development. 

To achieve long-term object of this project following should be 

accompanied. First, list of interested newcomer countries should be 

investigated and updated continuously which should lead to selection of main 

target countries for comprehensive systematic development of 

education/training program. Second, qualitative improvement have to be 

focused beyond quantity of the course with long term financial and manpower 

support. Third, Korean model of nuclear education/training should be produced 

by integration of HRD experience of various nuclear education/training 

organizations in Korea to build more effective and cooperative environment in 

nuclear education/training and to provide and export developing countries 

with th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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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배경 및 필요성

최근 아랍에미레이트(UAE) 상용원전 수출, 요르단 연구용원자로 수출, 네덜

란드 델프트공대 연구로 출력 증가과 냉중성자 설비 구축사업 수출 등으로 향후 국

내외 원자력 연구개발 기술의 수출을 위한 전문인력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원자력 

인력양성이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원전도입희망국이 약 65개국에 

이르면서, 이들 국가의 원자력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인력양성이 국제적인 주목

을 받고 있다. 한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하여 원전시장 수요의 재검토와 이에 

따른 인력양성의 새로운 현안들이 도출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원자력기술의 해외진출 여건을 조성하고 세계 원전산업을 선도

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국내외 고급전문인력 양성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원자

력 교육훈련 공여국으로서 지위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

여 최근 한국원자력협력재단 산하에 교육협력센터, 그리고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 

산하에 인력양성센터가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다. 또한 한국전력 국제원자력대학원

대학교(KINGS: KEPCO International Nuclear Graduate School)가 설립되고, 10여개 

이상의 대학에서 원자력공학 및 방사선 관련학과들이 신설되었다.

국제적으로는 IAEA를 비롯한 국제기관 및 원자력 선진국들이 다양한 프로그

램의 제공을 활성화하고 있다. 그 예로서 IAEA의 PUI (Peaceful Use Initiative)를 

포함하는 원전 인프라구축 지원 프로그램, 미국의 UAE 대상 GENII(Gulf Nuclear 

Energy Infrastructure Institute)와 NPI (Nuclear Power Institute: Texas A&M 대

학 내 원자력 이해증진 교육 담당)의 인력양성·지식확산 사업, 일본의 FNCA·HRD와 

글로벌 원자력 인재육성 이니셔티브  (2010년 신설), 러시아 CICET의 원전 인력양

성 사업, 그리고 프랑스의 원자력에너지교육조정위원회(CFEN), 원자력청(CEA)과 

AREVA가 수행하고 있는 글로벌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원자력기술과 관련한 전주기적 종합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원자력분야 전문인

력 양성을 위하여 외부 환경변화에 따른 국제교육훈련 수요에 적극적이고 효과적으

로 부응하여야 한다. 

첫째, 원자력 기술의 해외시장 진출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제 교육훈

련과 인력양성 협력을 통해 원자력도입 관심국가의 정책결정자, 연구 및 사업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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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미래 원자력 핵심인력들과 친한 인적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우리나라 기술의 우

수성을 홍보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다. 

둘째, 원자력교육센터는 우수한 원자력 전문인력과 기반 시설을 활용하여 

IAEA 국제교육과정을 시작으로 1988년부터는 원전기술 자립경험을 전수하는 KOICA 

국제교육과정, 양국간 협력과정, KAERI-UST 석박사과정 등의 운영을 통해 원자력 

도입 희망 개도국의 원자력요원을 양성하고 있으며 운영의 효율성 향상과 지속성 

유지가 필요하다. 

셋째, 최근 많은 국가들이 원자력발전을 포함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기술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핵심기반기술 역량을 갖

춘 원자력요원 양성을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원자력 기술

자립 경험과 우수한 전주기적 원자력 기술의 벤치마킹을 희망하고 있다. 

넷째, UAE 상용원전 및 요르단 연구용원자로 수출, 국내 원전 추가건설 등으

로 향후 원자력 전문인력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원자력 인력양성이 중요한 현안으

로 대두되고 있으며 또한 향후 20년간 세계원전시장이 약 1,200조원으로 확대될 전

망에 따라 글로벌 원자력 인력의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다섯째, 원자력기술의 해외진출 여건 조성 및 세계 원전산업을 선도하기 위

한 중장기적인 국내외 고급전문인력 양성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원자력 교육

훈련 공여국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신성장동력 수출산업으로 원자력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그 

특성상 인력수요의 변동성이 크므로 원자력 전문인력 양성은 국가의 정책적 지원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 원자력을 포함한 에너지산업은 산업간 연계성이 매우 높고, 

산업 자체의 고용 및 생산 유발효과가 큰 기반산업이기 때문이다. 

본 과제는 기존의 국내외 원자력 경험 및 기술을 바탕으로 개도국 대상 공여 

중심의 교육훈련을 패키지화하고 종합운영 체계화하여 제공함과 동시에 KAERI의 강

점기술(Excellent Technology)을 교육훈련 과정화하여 개도국은 물론 선진국에도 

수출하는 방안을 구상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국가와 기관 간에 제도화된 협

력에 의존하던 국제교육훈련협력 방식의 틀을 확장·발전시켜 선제적으로 협력대상

을 발굴하여 맞춤형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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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사업목표 및 수행내용

당해연도 사업의 목표는 양국 기관 간 또는 국제기구와의 원자력 교육훈련 

협력과 대상국의 원자력 관련 정책 결정자, 연구자, 사업수행자, 미래의 원자력 지

도자에게 교육훈련 제공을 통한 원자력기술 수출 기반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달

성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원자력 지식정보 교류 창구와 교육훈련 공여국으로서 이미지 제고를 

통한 고도화된 우리 원자력기술의 해외인지도를 향상한다. 둘째, 원전도입희망국을 

대상으로 원자력기술 공여과정을 운영하여 친한 인사를 육성하고 원자력기술 해외

수출 여건을 조성한다. 셋째, 원자력 지식정보 교류를 촉진하여 지역 또는 국가 간 

원자력 교육훈련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다자간, 양국 간 대외 원자력 기술협력을 

강화한다. 넷째,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표준화·국제화로 교육훈련 콘텐츠의 수출 상

품화를 촉진한다. 

당해 연도 업무를 국제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국제 원자력 인력양

성 협력, 그리고 국제교육훈련 인프라 구축 강화 분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사

업을 수행하였다. 첫째, 연구개발 기반 기술의 수출을 위하여 요르단 연구로 운영

요원을 대상으로 강의식 교육과 OJT 교육을 혼합하여 연구로 운영 자격증 취득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다. 둘째, 국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통

한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하여 IAEA 및 세계원자력대학(WNU) 국제기구 훈련과정의 

유치 운영, 원전도입희망국 기술지원 연수과정 운영, KAERI 핵심기술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 원자력수출 기반조성을 위한 개도국 우수 학생·강사 KAERI 석박사 과

정 지원을 수행하였다. 셋째, 국제 원자력 인력양성 협력을 통한 지역·국가 간 교

육훈련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하여 IAEA, WNU 등 국제기구와 원자력 교육훈련 유

치를 협력하고, ANENT 활성화를 통한 국제 원자력 인력양성을 선도하며 다자간·양

국간 원자력 인력양성 워크숍 개최 등 국제교육협력을 확대하였다. 넷째, 국제 원

자력 교육훈련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하여 시설, 장비 등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국제

원자력교육훈련센터(INTEC)로 강의관(아토피아관)과 숙소관(누리관)을 운영하였다.

본 사업은 국제원자력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국제 교육훈련 협력, 

그리고 국제 교육훈련 인프라 구축으로 구성된 추진체계를 갖고 있다. 이를 토대로 

한 세부적인 추진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 원자력 교육훈련 과정의 차별화 표준화를 추진한다. 교육과정의  

주요단계인 분석(A)-설계(D)-개발(D)-이행(I)-평가(E) 에 대한 품질관리 절차 개

발을 통해 교육과정을 표준화한다. 이를 위하여 OJT와 실습 프로그램을 강화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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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실무형 고급 전문인력 육성과정을 특성화하고 현지 원자력기술 수출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생의 사후관리 체제를 구축한다. 둘째, IAEA 등 국제기구 및 양국 간 교

육훈련 협력을 통한 원전도입희망국 인력양성 협력을 확대한다. 원전도입희망국을 

대상으로 시범 교육훈련프로그램 제공하며 협력기반을 확대하고, 원자력 인프라 구

축 지원을 통한 교육 수출을 추진하며 원전도입희망국 현지 강사 파견 및 컨설팅을 

수행한다. 세계원자력대학(WNU)과 협력을 통한 글로벌 차세대 인재육성을 협력하기 

위하여 글로벌 교육훈련 과정을 개발, 운영하고 WNU RT School의 지속 유치에 협력

한다. 셋째, 연구원 자체의 강점을 강화한 핵심기술 전문과정을 개발하고 브랜드화

한다. 세계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 연구원의 원자력 핵심 기술을 보유한 전문인력과 

연구실험 시설을 활용하고 세계적인 명품교육과정으로 브랜드화하여 장기적인 관점

에서 국가와 연구원의 실익을 추구하며 글로벌 원자력 인력양성을 선도한다. 또한 

국제 장기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하여 개도국 인력 대상 원자력 석·박사

과정을 제공하고 IAEA 방사선 교육과정 유치 노력 및 대학과 연계한 장기과정을 운

영한다. 넷째, IAEA 교육전문가 및 국내 전문가를 활용한 국제 수준의 전문강사를 

육성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설계, 평가, 교수기법, 강의한 개발 등 강사역량 강화 

교육과정을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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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제 원자력 교육훈련 협력

제 1 절 국제 원자력 교육훈련 협력 개요

1. 기본 방향

국제 원자력 교육훈련 협력의 기본방향은 원자력 연구개발 기술 수출에 기여

하기 위하여 인력양성 교육훈련의 실시를 통한 친한 인적 네트워크 구성과 확대에 

있다. 이를 위하여 원자력교육센터의 국제 교육협력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우리의 

원자력 관련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국가들에게 적합한 인적자산을 그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원자력 패러다임을 전파하여야 한다. 

최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네트워킹 협력체를 크게 국제와 국내분야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의 구체적 하위 협력체로 국제기구, 선진국, 중진국, 개발도상국과 

정부(총괄)기관, 규제기관, 산업계, 대학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이를 다시 행태

별로 분류하면 국제기구·선진국 네트워킹을 통해서 우리는 선진기술을 습득할 수 

있으며, 교육훈련과정을 공동개최할 수 있고, 다양한 인적·물적 교류를 촉진시킬 

수 있다. 중진국 네트워킹을 통해서는 공동연수와 교육훈련과정을 공동개최할 수 

있으며, 개발도상국 네트워킹을 통해서는 이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훈련과정과 기술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국내 분야에서는 정부(총괄) 네트워킹을 통해 정책연구과제를 수탁하고, 원

자력 인력양성과 관련된 정책분야를 지원하며, 교육훈련과정에 대한 수탁·지원·협

력을 촉진시킬 수 있다. 또한, 산업계 네트워킹을 통해 규제기관·산업계·대학이 주

최하는 교육훈련과정을 개최하고, 정보·전문가 교류를 촉진시키며, 이들의 요구를 

분석하여 적절한 인적자원개발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다. 

2. 당해 연도 협력 내용

당해 연도에는 기존의 국제기구와 협력 보다는 양자 협력을 보다 활발히 진

행하였다. 특히, 남아공과 다년간 양자협력을 통해 이러닝 컨텐츠를 공동개발하고 

개발된 컨텐츠를 활용한 시범과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이에 금년 협력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IAEA와 교육과정 협력1) 

1) IAEA ANENT 협력은 웹기반 및 스마트 교육시스템 개발/운영(과책: 김현기) 에 기술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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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전 기획과 사업관리에 관한 KOICA-KAERI-IAEA 과정 

   - 원자 노형비교 평가 과정

 양국간 협력

   - 한-남아공: 남아공 NWU 대학원과정 원자력발전분야 컨텐츠 개발과 

시범과정 운영

   - 한-베트남: 베트남 달랏대 원자력공학 프로그램과 기자재 협력

   - 한-말: 방원한 말레이시아 UNITEN 대학과 케방산대학과 교육협력

방안 협의

   - 한-필: 방원한 필리핀 PNRI(Philippine Nuclear Research

Institute)와 원자력 교육협력 방안 협의

   - 한-탄자니아 협력: 방원한 탄자니아 원자력위원회 위원장 일행과

탄자니아 원자력 인력양성 협력방안 협의

 국내 협력

   - 한수원 인재개발원 협력: 기관 현황과 현안 교육 협력 방안 협의

3. 향후 협력 방안

현재까지 양적 확대를 중심으로 추진되어온 다자와 양자 교육훈련 협력활동

이 중점협력대상국을 대상으로 질적 내실화를 높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한국의 

경험을 필요로 하는 중점협력대상국을 도출하고 이들 국가의 수요분석을 토대로 맞

춤형 교육훈련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기존의 수동적인 협력의 틀에서 벗어

나 능동적으로 협력 대상국·기관을 도출하고 이들의 교육훈련 수요를 도출하려는 

새로운 시도이다.

제 2 절 한-IAEA 협력

1. KOICA-KAERI-IAEA 협력

가. 추진 배경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개발도상국 연수사업을 처음 수행한 것은 1988년이다. 

당시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은 아직 설립되지 않아 정부 부처별로 개발도상국 지원사업을 수행하였으며, 

과학기술부 산하 과학재단(현재 연구재단)이 개도국 연수사업의 예산을 지원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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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후 1991년 KOICA가 정부차원의 공적개발원조(ODA)기금으로 대외 무상협력사

업을 전담 실시하는 기관으로 설립되면서 과학재단이 지원하던 개도국 연수사업예

산이 KOICA로 이관되어 KOICA 지원에 의한 개발도상국 연수사업이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1988년 국내 최초로 원자력분야 개발도상국 연수사업

을 추진한 배경은 1980년대 후반부터 성과가 나타난 성공적인 원자력발전 기술자립

사업의 결과이다. 1985년부터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착수한 원전 기술개발사업 즉 중

수로 핵연료개발, 경수로 핵연료개발, 표준형 한국원자력발전소 설계사업이 성공적

으로 추진되고 그 결과가 국제사회에 알려짐에 따라 개발도상국 IAEA 회원국들은 

우리나라의 경험을 배우고자 많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1987년 IAEA 총회 시 한국 

과학기술부 장관은 우리의 원자력 기술개발 경험을 개발도상국에 제공할 것을 표명

하였다. 그 결과로 한국원자력연구원은 과학재단의 예산지원으로 원자력분야에서 

최초로 1988년 10월 23일부터 11월 11일까지 개발도상국 원자력 전문가 17명을 대

상으로 "IAEA Regional Training Course on Nuclear Power Planning and 

Implementation (원자력발전 계획수립 및 추진) 을 실시하였다. 당시에도 정부는 

정책적으로 IAEA와 공동으로 개도국 기술공여 연수사업을 추진하는 형태를 채택하

였다. IAEA가 개도국 연수생을 직접 선발함으로써 실제적으로 원전 도입을 희망하

는 개발도상국들에게 연수과정을 제공하여 연수효과를 제고할 수 있었으며 또한 국

제기구를 통한 기술공여 연수사업이 정부의 정책에 부합하기 때문이었다. 현재에도 

한국원자력연구원의 KOICA 기술공여 연수사업은 IAEA를 통한 개도국 연수사업, 그

리고 양자 간 개도국 연수사업으로 구분하여 수행한다. 

나. KOICA와 연구원의 주요 사업

KOICA 지원 양자 간 협력 개발도상국 기술공여 연수사업은 1990년대 후반부

터 착수되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원자력발전소 기술자립에 대한 경험을 배우고 자국의 원자력발전소 도입계획에 반

영하고자 국가별로 정부에 요청함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주) 중심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KOICA의 지원 하에 양국 간 기술공여사업을 요르단, 

이집트 등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 국가를 대상으로 수행하여왔다. 

개발도상국 기술공여 연수사업 예산은 KOICA 설립 이전인 초기에는 과학재단

으로부터 지원되었다. 사업 초기에는 선진국, 특히 일본이 문부성사업으로 동남아 

이웃 국가를 대상으로 과학기술자교환사업이 활발히 추진할 때였음으로 일본을 주

로 벤치마킹하였다. 또한 IAEA가 기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던 Interreg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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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ining Course를 벤치마킹하였다. 이에 따라 전체 교육기간을 4주로 결정하였으

며 이에 소요되는 훈련생 항공료, 국내 체재비, 과정 운영경비 등의 예산이 확보되

었다.

1991년 KOICA가 설립된 초기에 KOICA는 정부 산하기관의 개도국 기술공여 연

수사업 수요조사에 의거 연수사업의 전체 예산 규모를 확정하고 산하기관을 지원하

였다. 이때부터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매년 1회 개최하는 KOICA 기술공여 연수과정을 

2회 개최하기 위하여 예산확보에 노력하였으나 전체 예산 규모가 확대되지 않아 기

관별 1개 과정으로 개최가 매우 제한적이었다. 또한 KOICA 개도국 기술공여 연수사

업의 효과가 국제협력차원에서 매우 크기 때문에 정부 부처별 산하기관 모두가 동 

사업 추진을 희망하여 사업 선정에 경쟁이 치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원자력

연구원은 기존의 1개 과정 개설을 확대하기가 매우 어려운 형편이었다. 또한 동 사

업의 선정 경쟁에서 KOICA는 과정평가 기준을 상향 조정함에 따라 신규 과정개발로 

연수과정의 다양화를 추진하였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이러한 환경에서 비파괴 산

업적 이용 과정, 확률론적 안전성평가 과정, 중·저준위 폐기물처리처분 과정등 신

규 연수과정을 개발하여 KOICA 예산을 확보하였다.

IAEA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개최하는 KOICA 개도국 기술공여 연수과정에 대

한 개발도상국 회원국의 관심이 높아지고 연수결과 평가가 매우 성공적임에 따라 

정부를 통하여 KOICA에 추가 개설을 위한 협력에 노력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후

반 IMF 등의 사태로 KOICA의 추가 예산확보가 여의치 않았다. 이후 2000년대 들어 

정부의 원자력국제협력이 확대되고 RCARO(아·태협력협정 지역사무국)가 개설되면서 

한국원자력연구원은 KOICA 지원 비파괴검사 강사요원 연수과정을 추가로 개설하게 

되었다. 2010년 요르단 연구로 건설사업을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수주하면서 양국 간 

협력 KOICA 연수사업이 요르단, 이집트 등의 단일 국가지원 사업으로 확대하였다.  

다. IAEA와 연구원의 주요 사업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국제교육과정 사업의 근간은 KOICA 지원 개도국 기술공

여 연수사업이다. 동 연수사업을 바탕으로 IAEA 훈련 과정의 국내 유치가 확대되었

으며 양국 간 협력에 의한 정부 차원의 개도국 기술공여 연수사업이 활성화 되었

다.

개발도상국은 자국의 원자력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IAEA 기술협력사업을 주로 

활용한다. IAEA 또한 이들의 요구에 따라 개발도상국이 요구하는 훈련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KOICA 연수사업은 IAEA 기술협력사업에 대

한 기여도가 매우 높으며 IAEA는 이를 매우 높게 평가한다. 이러한 결과로 IAEA는 



- 9 -

아래와 같이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개도국 연수사업의 기여를 인정하고 우리나라와의 

협력을 강화하였다.

 1997년 IAEA는 KOICA 개도국 기술공여 연수과정의 기여도를 인정하고 한

국원자력연구원 교육센터에 국제 우수 원자력연수원인정서 발급

 1998년 IAEA 사무총장과 MOST 원자력국장 간에 국제원자력교육훈련 협력 

강화에 관한 MOU 체결, 동 문안에 한국이 IAEA 측에 제공한 KOICA 기술

공여 훈련과정에 대해 IAEA는 감사를 표명

 2000년 IAEA와 공동으로 한국의 원전 정책과 경험  훈련과정 커리큘럼 

및 교재개발 사업추진

한국원자력연구원 교육훈련센터가 IAEA로부터 우수 국제연수원으로 인정을 

받고 정부로부터의 원자력 인력양성사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한국원자력

연구원은 국제원자력교육훈련센터(International Nuclear Training and Education 

Center, INTEC) 건설사업을 착수하였다. 동 사업은 IMF를 거치는 어려운 환경 속에

서 2002년 완공되었다. 국제원자력교육훈련센터 건립으로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보다 

효율적으로 IAEA 훈련과정을 유치하였다. IAEA, KOICA, KAERI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이 개최하는 개도국 기술공여 연수과정의 커리큘럼 개발, 수강생 선정, 강사활용 

등 교육훈련 효과의 제고를 위해 2006년 3자 간의 교육훈련 협력 MOU를 체결하였

다. 2006년도 IAEA 원자력지식관리 사업이 강조됨에 따라 한국원자력연구원 교육센

터는 국제원자력대학(International Nuclear University, INU) 설립 필요성과 그 

개념을 IAEA에 제공하였다. 국제원자력대학 설립은 World Nuclear University 

(WNA) 설립으로 발전하였다. 회원국 간의 지식공유와 교육훈련 협력을 위해 한국원

자력연구원 교육센터는 아시아원자력교육훈련네트워크 (Asian Network for 

Education in Nuclear Technology, ANENT) 구축사업을 IAEA로부터 수주 받아 완성

하였다. 개발자인 한국원자력연구원 교육훈련센터는 IAEA와 2009년 협약을 체결하

여 ANENT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ANENT 사업은 IAEA e-Learning 사업의 기반이 되

었으며 아프리카, 중동, 남미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이와 같이 IAEA와 KOICA 등 국

제기구와의 협력은 국내 원자력기술을 세계 속에 홍보하는 장이 되었으며 나아가 

요르단 연구로 수출, 아랍에미리트 상용원전 수출로 발전하는 데 인프라가 되었다. 

라. IAEA, KOICA와 연구원의 주요 사업 실적

한국원자력연구원이 1988년부터 개최한 KOICA 기술공여 연수사업의 실적은 

아래 <표 2.2.1>과 같다. 2013년까지 총 42개 연수과정을 개최하여 전 세계 54개국

에서 530명의 훈련생이 교육훈련에 참가하였다. 참가 훈련생은 개발도상국의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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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 규제기관 종사자로 관리자급 이상의 정책 담당자 또는 책임자로 구성되

었다. KOICA 훈련과정은 5년 주기로 사후 과정평가가 이루어졌다. 평가에서 KOICA 

연수과정 참가자 중 다수가 자국의 원자력기관에서 기관장(CEO)으로 승진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교육훈련 분야는 원자력정책 및 사업관리, 원전 계획수립과 추진, 

원전 시스템 기술, 비파괴 검사,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중·저준위 폐기물처리처분 

등으로 개발도상국이 필요로 하는 연수과정을 개최하였다. 

<표 2.2.1> KOICA 기술공여 연수과정 개최 실적(1988-2013)

번호 년도 KOICA 개도국 연수과정 명 연수생수

1 1988 Nuclear Power Planning and Implementation 17

2 1989 Nuclear Power Planning and Implementation 14

3 1990 Nuclear Power Planning and Implementation 17

4 1991 Pre-Project and Manpower Development 18

5 1992 Non-Destructive Testing and Evaluation 10

6 1993 Non-Destructive Testing and Evaluation 15

7 1994 Non-Destructive Testing and Evaluation 15

8 1995 PSA and Industrial Applications 17

9 1996 Nuclear Power System Technology 21

10 1997 Nuclear Power System Technology 14

11 1998 Disposal of Low and Intermediate Waste 23

12 1999 Nuclear Power System Technology 19

13 2000 Nuclear Power Reactor Technology 20

14 2000 Nuclear Power System Technology 19

15 2001 Nuclear Power System Technology 20

16 2002 Nuclear Power Policy, Planning and Project Mgt. 18

17 2003 Nuclear Power Policy, Planning and Project Mgt. 20

18 2004 Nuclear Power Policy, Planning and Project Mgt. 15

19 2005 Nuclear Power Policy, Planning and Project Mgt. 17

20 2006 Nuclear Power Policy, Planning and Project Mgt. 14

21 2006 Training Instructor for NDT 10

22 2007 Nuclear Power Policy, Planning and Project Mgt. 16

23 2007 Training Instructor for NDT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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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에 이르러 RCARO의 협조로 매년 2회 개최로 확대되었으며 2010년에는 

요르단 연구로 수출로 인한 가시적인 성과로 말미암아 양국 간 협력에 의한 KOICA 

연수과정을 개최하게 되었다. 2013년에는 이집트로 확대되어 연수과정을 개최하였

다. KOICA 연수과정이 원자력 인력양성의 인프라이기 때문에 향후 양 기관 간 협력 

연수과정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0년 이후 현재까지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개최된 KOICA 연수과정의 참가국가 및 연수생의 분포도는 [그림 2.2.1]과 같다.

[그림 2.2.1] 2000년 이후 KOICA 참가 연수생 53개국, 330명에 대한 국가별 분포 

24 2008 Nuclear Power Policy, Planning and Project Mgt. 18

25 2009 Nuclear Power Policy, Planning and Project Mgt. 14

26 2010 Nuclear Power Policy, Planning and Project Mgt. 21

27 2010 Energy Policy, Planning & Development for Jordan 15

28 2011 Capacity Building for Planning of Nuclear Plants 16

29 2011 Nuclear Power Policy, Planning and Project Mgt. 18

30 2012 Nuclear Power Policy, Planning and Project Mgt. 17

31 2013 Capacity Building of Egyptian NPP Authority 8

32 2013 Nuclear Power Policy, Planning and Project Mgt. 19

합계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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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에는 좀 더 발전적인 진행을 위해 국제협력단과 본원 공동으로 전반적

인 본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이에 본원에서는 현재 원자력 후발도

상국과 개발도상국 중심의 연수대상 선정비율(50:50)을 후발도상국 중심으로 개편

하며(70:30), 교육내용을 국제원자력기구가 제시하는 원자력 발전 1∼4단계를 균등

하게 구성하는 기존 비율에서 1∼2단계에 중점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것에 의견일치

를 보았다.

2. 아프리카 네트워크 협력

가. 추진 배경

IAEA와 인력양성 협력은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추진되고 있다. 

교육 과정 운영과 인력양성 과정 개발 등에서 주로 추진되고 있으며 최근 아프리카 

지역에서 원자력 도입 추진 희망 국가가 확대되는 과정에 IAEA 주도로 아프리카 지

역 네트워크 또는 국가 내의 원자력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노력이 많다. 우리 센터

에서는 이러한 지역 또는 국가의 원자력 네트워크 구축에 자문을 통하여 우리나라 

원자력 인력양성 경험과 Know How를 효과적으로 전파하며 동시에 우리 연구원과 긴

밀한 인력양성협력을 추진해 오고 있다. 금년에는 IAEA의 자문 요청으로 새롭게 아

프리카 지역에 구축되는 네트워크인 ANENP(African Network for Emerging Nuclear 

Power Program) 기획에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경험을 통한 인력양성과 네트워크 구

축에 관하여 2회에 걸쳐 자문했다.

나. 주요 내용

ANENP 구축 목적은 아프리카 지역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 인프라를 효과적으

로 구축하며, 네트워크를 통한 국가간 협력을 확대하여 지역 내 원자력 발전 도입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ANENP는 나이지리아와 우간다를 주축으로 10개국을 초기 참여국가로 발족하

며 단계적으로 아프리카 전 원자력 도입 희망국가로 참여국을 확대할 계획이다. 

ANENP 자문 의의는 다음과 같다. 상대적으로 협력의 범위가 취약한 원자력 

저개발 국가인 아프리카와 원자력 인력양성을 확대하여 우리나라에 우호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 특히 원자력발전 도입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ANENP 네트워크에 초기부터 참여함으로써 우리나라 인력양성의 친밀도를 제고하며 

원자력 산업의 아프리카 진출을 위한 여건 조성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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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향후 계획 및 기대효과 

현재 아프리카 지역의 본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하여 나이지리아와 우간다 

원자력계가 IAEA와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10여 개 국가에서 적극적 참여 의사

를 보이고 있어 2015년 6월 본 네트워크의 구축을 완료하고 활동에 착수 할 예정이

다. 본 네트워크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개시 할 경우 우리나라의 인력양성 분야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원자력 플랜트 해외 진출

에 크게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 3 절 양국간 협력

1. 남아공

가.2014년 상반기 공동워크샵

1) 회의 개요

 회의명: KAERI-NWU 웹기반 교육콘텐츠 개발 공동 워크샵

 일시: 2014. 4. 12 ∼ 16

 장소: 한국원자력연구원 국제원자력교육훈련센터

 참가인원: 총 13 명

   - 국내: (KAERI) 남영미, 고한석, 노병철, 노시표, 김효정, 김시환,

이두정, 지성균, 박근배

   - 국외: (NWU) Johan Fick 교수, Jacob Harm Wichers 교수, 

Lilian 연구원

 (IAEA) Ugbor 박사

 목적: 연구원과 NWU간 이러닝 콘텐츠 개발 현황 확인과 NWU 석사과정 

운영 협의

2) 회의 내용 및 결과

 연구원과 NWU 컨텐츠 개발 내용 검토

   - NWU는 연구원이 작성한 콘텐츠를 만족하면서 일부 문화적 언어적 

차이에 따른 강사와 학생간 이해도 문제와 불명확한 음성, 카메라 

위치와 해상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IT 기술을 통해 해결

할 수 있음을 언급함. 

 컨텐츠 시범과정 일정과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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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 6월부터 첫 번째 시범과정을 실시함. 

   - 연구원은 NWU에 최종 개발된 콘텐츠를 제공하고 kick-off 시간에 

사전 녹화된 영상을 제공할 예정임. 

   - NWU는 과정 운영의 시작에서 최종 평가까지 담당함. 

 시범과정의 지식재산권

   - 선정된 외부 학습자에게 비밀 누설 방지 서약을 받고 교육실시 

   - 연구원은 2014년 말까지 지재권 문제 해결하도록 최선

   - NWU는 기 결정된 학습자의 비밀누설 방지 서약을 수령하고 NWU 책

임 하에 시범과정 운영  

 기타

   - 2015년 2월 PGD 자격 심사를 시작할 계획임

   - 타 네트워크에서 입수가 가능한 코스 콘텐츠를 학습자를 위해 확보

   - 연구원의 과제가 14년 9월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 협력

3) 후속조치

 2014년 5월말까지 NWU로 모든 콘텐츠를 제공

 향후 워크샵은 2014년 8월 남아공에서 개최

나. 2014년 하반기 공동워크샵

1) 회의 개요

 회의명: KAERI-NWU 웹기반 교육콘텐츠 개발 공동 워크샵

 일시: 2014. 9. 14 ∼ 20

 장소: 남아공 

 참가인원: 총 7 명

   - 국내: (KAERI) 고한석, 노시표

   - 국외: (NWU) Johan Fick 교수, Jacob Harm Wichers 교수, 

Lilian 연구원, Antonio 박사

 (IAEA) Ugbor 박사

 목적: 연구원과 NWU간 이러닝 콘텐츠 개발 현황 확인과 NWU 석사과정 

운영 협의

2) 회의 내용 및 결과

 남아공은 연구원이 개발한 원자력 기술 컨텐츠를 활용한 이러닝 

시범과정의 성공적 운영에 감사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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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부터 10월까지 남아공 NWU 일부 학생을 대상으로 시범과정을 

운영중 

- 향후 남아공의 인터넷 사정을 고려한 개선방안이 요구됨.  

 남아공은 남아공의 컨텐츠 개발 지연에 대한 유감을 표명

- 개발 재원을 제공할 수 있는 남아공 산업체가 현재 정부의 원전 

건설 결정을 지켜보는 상황임(Wait and See)

 남아공은 연구원의 컨텐츠를 단기과정, 정규 대학원 과정과 

국제원자력경영아카데미에서 확대 활용하기를 요청 

- 남아공은 2015년에 단기과정, 2016년에 정규 대학원 과정 그리고 

나아가 국제원자력경영아카데미에서 활용하기를 요청

   국제원자력경영아카데미(International Nuclear Management Academy): 

IAEA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동 석사과정으로 미국, 러시아, 독일, 일본, 

중국의 대학들이 원자력기관 내 비원자력전공자의 원자력 이해증진을 

위한 공동 운영할 계획임. 

3) 후속조치

 연구원은 남아공에 연구원 컨텐츠의 확대 활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하기로 함. 

 한-남아공 교육협력에 대해 새로운 모색이 필요함. 

- 기존 한-남아공 교육 컨텐츠 개발 협력 프레임뿐만 아니라 

연구원의 교육 컨텐츠 개발 후 이를 아시아, 아프리카 및 

국제사회에 활용하기 위한 프레임 변화를 검토

2.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와 인력양성 분야의 국제협력은 정부 주도로 시작하여 연구원

과 사우디아라비아 KACARE가 MOU를 체결하면서 본격적으로 협력의 장이 열렸다. 현

재는 인력양성에 관하여 연구원과 KACARE가 공동으로 National Nuclear Lab. 구성

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KACARE National Nuclear Lab.은 연구용원자로를 중심

으로 연구소를 구축하는 것으로 연구원의 중요한 협력사항 중 하나로써 인력양성을 

포함하고 있다. 금년 인력양성이 정부간 고위급 회담의 의제로 채택되었으며, IAEA 

총회와 사우디 KACARE 위원장의 방한 시 개최된 미래부 장관과의 양자 회담에서 구

체적인 논의가 추진되었다. 이들 회담을 통하여 원자력 교육센터는 경제적 여건이 

갖추어진 사우디아라비아와 적극적 인력양성 협력을 추진 할 수 있는 인적 네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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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를 구축하였으며 상당한 수준의 인력양성 공동센터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

해 향후 국제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조해 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인력양성 협력을 통하여 구체적인 인력양성 협력 체제를 갖출 경우 원자력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많은 원자력 개발도상국가에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가. 원자력 인력양성 로드쇼

1) 회의 개요

 일시: 2014. 2. 17

 장소: 사우디아라비아 리아드

 참가자: 노병철

- 한국전력(주), 원자력수출협회, 한양대학교, 경희대학교, KINS, 

KINGS, KEPCO-enc, KEPCO-NF, 두산중공업과 원자력 산업체 

 수행 내용 : 연구개발분야 인력양성 경험 발표, 한 사우디 연구 분야 

인력양성 협력 방안 협의, 한 사우디 원자력 협력 강화 협의

2) 향후 기대효과

 한/사우디아라비아 인력양성 주체 기관으로서의 역할 정립에 기여

 향후 KACARE와 인력양성 협력강화를 통한 원자력 분야 진출 거점 

확보에 기여

 우리나라 초기 원자력 발전 추진시기와 유사한 상황에 우리 경험 

활용 기회를 통한 상생협력 확대 전기 마련 

 우리나라와 사우디아라비아 원자력 인력양성 협력 창구 및 주체기 

관으로서 인력양성 협력 및 원자력 산업의 해외 진출 기회 확보 

나. 장관급회담 

1) 회의 개요

 일시 및 장소: 2014. 9(비엔나), 10(서울)

2) 한국 측 수석대표의 말씀 요지 

가) 사우디아라비아 원자력 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 양성 추진 배경 

 원자력 장기 발전 계획 추진은 지구 온난화  방지 및 화석연료 보존

을 위하여 매우 중요함

 원자력 분야 협력을 위하여 이미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전을 비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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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산업계가 사우디아라비아 KACARE와 다방면의 협력 논의를 하

고 있음

 특히 한국원자력연구원과 MOU를 체결하여 NNL(Nuclear National 

Lab.) 설치와 중소형원자로(SMART)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음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이 주요 사항으로 향후 추진 방안에 대한 논의

가 진행되고 있음 

나) 원자력 사업을 먼저 경험한 우리나라의 인력양성

 1950년대 우리나라 원자력 사업 초기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인력양성

에 주력하여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약 240명을 해외에 보내 훈련을 

받게 하였으며 이들이 우리나라 원자력을 선도하였음

 1960년 초기에 KAERI 원자력연수원을 설치하여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

으나 선진국과 IAEA의 도움을 받아  우리나라 원자력 인력양성을 전

담하게 하였음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인력양성 우선 정책은 현재와 같은 결실을 맺

게 되었음

 특히 원자력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야하는 분야로서 인적 자원의 중

요성이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

음을 과거 경험으로부터 절실하게 인식하고 있음

 세계적으로 크고 작은 원자력 사고가 있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큰 문

제가 없었던 것은 잘 훈련된 인력이 원자력 분야에 넓게 배치되어 있

었기 때문으로 이해하고 있음

다) 사우디아라비아와 향후 인력양성 협력 

 한국원자력연구원과 MOU에서도 인력양성이 중요한 과제로 논의되었으

며, 지난 2월 인력양성에 관한 Road Show가 사우디아라비아 리아드에

서 개최되어 양국간에 협력의 계기가 되었음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측에서 인력양성에 관하여 중요성을 피력하였으

며 대학간 그리고 전반적인 인력양성에 관하여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

함을 이해

 사우디아라비아는 우리나라와 오랫동안 경제협력 파트너로서 많은 분

야에서 협력이 지속 되었으며 우리나라 경제발전 초기부터 현재까지 

우리 경제 발전의 원동력을 제공하여 왔으므로 우리나라는 조금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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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한 원자력 분야의 협력을 효과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그 보답을 하

고자 함

 따라서 우리나라는 원자력 인력양성 분야에 대한 경험을 성공담 뿐만 

아니라 시행착오에 대한 경험도 공유하여 사우디아라비아 인력양성계

획이 보다 더 짧은 기간에 더 적은 비용으로 효과적으로 수립되어 구

현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할 계획임

 특히 KAERI는 우리나라 원자력 도입 초기부터 현재까지 인력 양성을 

추진해온 유일한 기관으로 그 경험은 사우디아라비아 인력 양성에 많

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KAERI와 공동으로 추진중인 SMART, NNL(Nuclear 

National Lab)을 인력양성과 연계하여 추진 할 경우 OJT 및 OJP가 효

과적으로 수행 될 수 있어 현실적으로 현장 필요 인력 양성에 성공적 

추진이 예상됨

  

라) 제안사항

 효과적인 인력양성을 위하여 단발적인 협력보다도 지속적 협력이 가

능하도록 우리나라는 지난 로드쇼에서도 거론되었던 양국 공동 훈련 

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제안함 

 공동훈련센터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인력양성 계획과 구현 방안이 추

진된다면 양국이 상생의 협력 모델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며 국가 차

원의 협력의 확대를 위한 창구로서도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임

 본 공동훈련센터를 이미 체결된 KACARE와 KAERI MOU를 바탕으로 설치 

할 경우 설치 자체도 간편할 뿐만 아니라 NNL 설치에 관한 연구와  

SMART 공동연구에도 보다 더 효과적으로 협력이 가능 할 것임

 본 공동훈련센터는 양국간의 원자력 인력양성 협의 창구로 활용함으

로써 국가 차원의 인력양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데 기여 할 수 있

고, 기관간 효율적 인력양성 협력을 촉진 할 수 있을 것임

3) 향후 예상 추진 방향

현재 양국 인력양성 공동 훈련 센터를 설치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조성

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양국간 공동훈련센터를 설치 할 경우 우리나라 원자력 인력

양성 국제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특히 사우디아

라비아의 제반 여건상 우리의 교육 훈련 과정을 사업화 할 수 있는 충실한 바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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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것이다. 

3. 베트남

가. 인적자원 협력 워크샵

1) 회의 개요

 일시: 2014. 2. 19 ∼ 21

 장소: 베트남 달랏 

 참가자: 노병철

 수행 내용 : 원자력발전 지원을 위한 인력 양성 발표, 베트남 

인력양성 관련 자문, 베트남 인력양성 협력 확대 방안 협의

2) 향후 기대효과

 한/베트남 인력양성 협력체제 구축 및 협력 분야 확대 전기 마련

 베트남 원자력 인력양성 모델로서의 우리교육센터 경험과 역할 제공 

기회를 통한 원자력 협력 확대 전기 마련

 원자력 발전 도입을 추진 중인 베트남 인력 양성과 연계한 원자력 

산업 협력 강화 거점 구축에 기여 

나. 한 베 인적자원개발 워크숍

1) 회의 개요

 일시: 2014. 11. 24 ∼ 26

 장소: 베트남 달랏 

 참가자: 남영미 원자력교육센터장

 목적: 인적자원개발 워크숍 발표 및 참석하여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경험 특강과 KAERI 원자력 교육훈련 우수사례 발표

<표 2.3.1> 한베 인적자원개발 워크숍 참가자 명단

No 이름 소속 직위

1 Nguyen Duc Hoa DALAT UNIVERSITY Prof. Dr. President 

2 Nguyen An Son DALAT UNIVERSITY Ph.D

3 LE NGOC CHUNG DALAT UNIVERSITY Ph.D

4 Mai Xuan Trung DALAT UNIVERSITY Dr. 

5 Thi Tu Anh DALAT UNIVERSITY Dr. 

6 YOO TAE HYUN
DALAT UNIVERSITY

korean studies dept
Pr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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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의 내용 및 결과

 원자력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경험 특강 (남영미, KAERI)

   - 원자력연구원의 현황과 원자력교육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인력양성 활동을 소개함 

 KAERI e-learning 과정 개발 사례발표 (남영미, KAERI)

   - 남아공 노스웨스트대학과의 협력을 통한 3년간의 공동연구로 

원자력에너지 석사과정 커리큘럼을 개발하였으며, 32시간 분량의 

4개의 단기코스로 구성된 Nuclear Power Technology 모듈의 

이러닝 콘텐츠를 개발하고 남아공 원자력 인력을 대상으로 4개월간 

이러닝 과정을 운영함

 질의응답

   Q1 : 베트남 달랏대에서도 e-learning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며 DVD에 

저장된 Contents를 교수들이 스스로 업데이트가 가능한지 (달랏대 

IT학부 학부장)

   A1 : 개발업체에 내용을 전달해서 수정해야하며 교수들이 스스로 

업데이트는 불가능한 상황임 

   Q2 : E-learning 프로그램을 달랏대에도 제공이 가능한지 (달랏대 

원자력 공학과 Son 교수)

   A2 : 현재는 남아공에서만 운영 중이며, 달랏대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절차가 필요하므로 일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임 

 원전개발을 위한 원자력 인력양성 (이영일, KNA)

   - 한국의 원자력 산업인력은, 많은 경험을 통한 전문 지식, 풍부한 

해외연수 경험 및 최고의 원전운영능력을 가지고 있음

7 이재규
한국전력기술
한기인재개발교육원

상무

8 김대자 주베트남대사관 상무참사관

9 신창호
한양대학교 

방사선안전신기술연구소
연구교수
공학박사

10 김태우 학교법인 전주기독학원 이사장

11 김용배
한국수력원자원(주)
원자로안전연구소/노심해석그룹

수석연구원

12 최유선
한국수력원자원(주)
안전기술연구소/노심해석팀

선임연구원

13 이강현
두산중공업
원자력 영업1팀

차장

14 이영일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 교육센터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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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은 공업고등학교 및 2011년도부터 설립한 원자력 마이스터고를 

운영하며 원자력에 특화된 중등교육과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서울대, 한양대 KAIST 등 원자력 공학과를 보유한 14개 대학에서 

원자력 전문 인재를 배출하고 있음   

 두산중공업의 인력양성 (이강현, 두산)

   - 베트남 지사 두산 VINA는 2009년 설립, 꽝응아이성에 위치, 

2500명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베트남 달랏대, 하노이 공대 

학생들을 채용하고 있음

   - 두산 VINA는 IAEA에서 기술인증 자격을 받았으며, 이곳에서 

만들어진 기자재를 중동 까지 수출하고 있음

 KOPEC 인력양성시스템 (이재규, KOPEC-E&C)

   - 한기인재개발 교육원을 두고 있으며, 연차별로 차별화된 

교육시스템을 가지고 있음

   - 8년차 이상이 되면 전문가 양성과정을 거치게 되며, 11년차가 

되어서야 현장 전문가 실습을 함

   - 14년차 이상이 되면 해외 연수과정을 지원하며, 이 지원과정에 

선정된 사람은 원하는 나라에서 교육 받을 수 있음

 달랏대 원자력공학과 교육과정 (Nguyen An Son, DLU)

   - 4년 반, 135학점 이수해야 졸업이 가능하며 학사라 하더라도 

졸업을 위해 졸업논문을 작성해야함

   - 베트남 타 대학 원자력 공학과와의 차이점은 4학년이 되어 100점 

만점에 학점이 70점 이상이 되어야 졸업논문을 작성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그 이하 학점인 학생은 재교육   

 달랏대 원자력공학과 커리큘럼 설립단계 (Thi Tu Anh, DLU)

   - 달랏대 원자력공학과 커리큘럼을 위해 총 5번의 회의를 개최함

     ∙  베트남 전문가 세미나

     ∙  한국 전문가세미나

(KNA, 한양대, 서울대, 한수원 중앙연구원, KAERI)

     ∙  베트남 교육위원회 회의

     ∙  베트남 교수진 강의계획서 작성 후 회의

     ∙  실험장비 사용 관련 회의

   -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커리큘럼은 현재 IAEA인증 받은 상태이며, 

한국전문가의 재검토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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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베 워킹그룹 회의 

1) 회의 개요

 일시: 2014. 11. 27 ∼ 26

 장소: 베트남 달랏 

 참가자: 남영미 원자력교육센터장

2) 회의 내용 및 결과

 달랏대 원자력공학 프로그램 구축 논의

   - 원자력공학 학위과정 및 연구 자문

   - 2015년 1월20일-23일 DLU에서 자문회의를 수행하는 것과 시기를 

조정한 후 한국에서 진행하는 것을 논의: 한국에서 UDL 교수와 

NRI 연구원들의 교육 프로그램  진행 시 자문회의를 하는 것으로 

결정

   - 현 학위과정에 대해 설명을 포함하여 12월 초순에 한국에서 전달할 

것을 요청, 현 DLU 학위과정에 대해 검토 후 수정/보안(안)을 

제시하기로 함

   - 현재 문제점은 3-4학년 전공과정의 원자력공학 전공경험이 있는 

교수진 확보가 시급

   - 기자재 지원 

∙  교육용 노심 시뮬레이터 

∙  방사선 실험 기자재

 원자력 교육훈련 프로그램 검토

   - 한국 전문가의 달랏대 강의 제공 논의

   - UDL 교수와 NRI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 2015년 7월에 약 5-10일 기간으로 강좌 제공과 산업체 방문을 실시

   - Nuclear Power Plant System  제목의 400 페이지 영문 교재 지원 

제시

   - 논의 내용

∙  강의 내용 및 교재는 현재 달랏대의 학위과정 프로그램과 

일치하는 것으로 해야 함: 학위과정 확인 필요

     ∙  달랏대에서 필요로 하는 과목을 제시하여 한국 전문가가 

강의내용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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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전문가 강의 시 대학원생 및 교수진의 청강에 대해 동의

     ∙  지원교재는 한국전문가의 달랏대 강의 내용에 대한 것으로 

작성하여 제공

 원자력연구원 제공 가능한 교육 기자재 및 교육 검토

   - 원자력연구원에서 지원 가능한 기자재 목록

∙  양성자 및 이온 가속기 1세트 

∙  PC기반 OPR-1000 시뮬레이터 (소프트웨어) 

∙  CsI 검출기를 이용한 스펙트럼 분석장비 2대

   - 원연의 가속기 및 CsI 검출 장비의 경우 80% 이상 사용 가능할 

것을 지원 받을 수 있음

   - 원연 기자재의 전략물자 판정 등의 절차 및 지원 비용에 대한 

논의: DLU는 한국 측에서 부담해 줄 것을 요청. 전략물자 

판정절차에 따라 지원 시기 등은 차후 결정하기로 함

   - OPR-1000 시뮬레이터의 경우 단기적으로 IAEA 를 통해 바로 제공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IAEA에 직접 요청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수출협회와 협의 후 KAERI 전문강사를 파견하여 시뮬레이터 사용법 

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3) 소감 및 건의사항

 연구원은 2000년 초반부터 베트남 원전사업 진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베트남 인력양성 지원 협력을 수행해 왔으며 최근 베트남이 러시아의 

원전을 도입하면서 협력관계가 약화되었음

 베트남의 원전을 일본이 수주한 이후 우리나라도 다시 적극적으로 

베트남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협력의 일환으로 우리 정부 

차원에서 베트남에서 원자력공학과를 가지고 있는 달랏대의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기자재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연구원도 달랏대 인력양성 협력에 적극 지원함으로써 한국의 원자력 

기술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베트남의 친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향후 베트남 원전시장 진출의 기반을 다지는 역할에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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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국제 원자력 교육훈련 개발

제 1 절 Milestone Approach를 고려한 KAERI 원자력인력

양성 모델 개발

1. 추진배경

우리 연구원은 지난 오십년 동안 우리나라 원자력 인력양성 모태기관으로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큰 성과를 이룩한 바 있다. 그러나 그동안 국제 교육을 통하여 

인식한 중요한 사항은 우리나라 원자력 인력양성 모델이 구축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이는 국내 원자력 인력 양성 경험과 각종의 시행착오를 통하여 체득한 

인력양성의 Know-How를 계승 발전시키는 노력이 소홀한 바 있어 지식관리 관점에서 

우리나라 원자력 인력양성 모델을 우리연구원 인력양성 역사와 경험을 토대로 정립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그 동안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시행되는 국제 교육은 초기 

국가차원 인력양성에서 점차 개별 기관차원에서 축소되어 행해져왔으며 국가 차원

의 인력양성 전반을 폭넓게 다루지 못하고 있었다. 연구원의 인력양성이 우리나라

의 인력양성에 대한 종합적 고찰을 소홀히 다루어 진 것을 반영한다 하겠다. 우리

연구원을 중심으로 수행된 인력양성을 바탕으로 인력양성 모델을 구축하는 것에 대

한 절박함으로 출발하였으나 금년에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인력양성에 대

한 전반적 정리와 모델 구축을 시도하였으며 이를 근간으로 향후 국가 차원의 원자

력 인력양성 모델을 구축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원자력의 확대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원자력 사업을 

도입하고자 하는 개발도상국가가 수행해야할 원자력 인프라 19개 현안의 하나로 인

력양성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세계의 원자력 도입 잠재국들이 우리나라 원자력 

인력 양성 체제에 대한 교육 기회 제공과 우리 체제 도입을 희망하고 있어 해외에 

우리의 인력양성체제 이식을 통하여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 해외 진출의 초석을 마

련할 필요성이 있다. 개발되는 모델을 활용하여 현재까지의 인력양성 경험을 바탕

으로 향후 적용 할 방향을 제시하여 개발도상국가의 인력 양성 체제 구축에 활용하

며, 세계적 인력양성 선도기관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더불어 우리연구원의 지나

온 교육 훈련 역사를 정리하고 시행착오나 제기된 문제점을 검토 분석하여 향후 보

다 효과적인 인력 양성체제를 구축함으로서 중복 및 누락을 방지 할 수 있는 세계

적 인력 양성 우수체제를 구축하여 원자력 산업 해외 진출 기반을 마련코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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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의 내용과 범위

가. 우리연구원 인력양성 프로그램 분석

초창기 원자력 인력양성, 기반조성기 원자력 인력양성, 기술자립기 원자력 

인력양성, 기술자립 성숙기 원자력 인력양성 및 글로벌 기술고도화기 원자력 인력

양성으로 구분하여 국가 원자력 정책과 대상, 인프라와 교육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과거의 우리나라 원자력 인력양성 경험을 정리했다.

나. 세계적 원자력 인력양성 체계 분석

IAEA, OECD NEA 등 국제기구의 인력 양성 전략과 미국, 러시아 등 원자력 선

진국의 인력 양성 모델을 검토하고 분석한다. 세부적으로는 HRD의 유형, HRD에 대

한 전략적 접근, NHRD 표준의 도입 및 확산, 국가인적자원개발 전략 모델과 군 HRD 

모델을 분석하고 원자력 인력양성 모델 사례로써 IAEA의 원자력 인력양성 기본 개

념, 역할 분담 모델, 대상 중심 모델, 역량 확보 전략 모델, 사업추진 단계적 접근

(마일스톤) 모델 및 HRD 활동 분야별 모델을 검토하였다. 

다. 연구원 인력양성 모델 구축 및 적용 방안

우리나라와 세계적 선진국의 인력양성 모델을 근간으로 개발도상국가에 적용

이 가능한 모델을 정립하며 특히 IAEA의 Milestone Approach를 준용하여 이를 현실

에 맞게 보완하여 개발도상국가에 적용하기 용이한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인력

양성 모델을 구축했다.

라. 정립한 모델의 개발도상국가에 적용 방안

개발도상국가에 적용이 용이한 모델을 구축하여 이를 적용하기 위한 고려사

항, 적용 방안과 적용 편의성을 검토하여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며 효과적인 산업화 

적용 방안을 살펴본다. 특히 연구원이 우리나라 경험과 시행착오를 통하여 습득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고 IAEA 및 원자력 선진국의 인력양성 모델과 기법을 분석

하여 이를 반영한 인력양성 모델 구축과 이렇게 구축된 모델을 원자력을 도입하고

자 하는 개발도상국가에 직접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한다. 

3. 원자력인력양성 모델 개발 예상 효과

원자력인력양성 모델 개발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최초 원자력 인

력양성 모델을 구축하여 효율적인 인력 양성 구현을 통한 국내 원자력 인력양성 모

태기관으로서 위상 정립이다. 둘째, 개발되는 원자력인력양성 모델 개발을 활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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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원자력 잠재 시장국가에 수요자 중심의 인력양성 체제 이식과 구현으로 국제적 

인력양성 선도기관으로 도약 및 원자력 인력양성 분야의 산업화 가능성을 타진한

다. 샛째, 우리나라 원자력 인력양성 체제를 벤치마킹 하고자하는 개발도상국가에 

전수와 구현을 위한 컨설팅 및 용역 사업화에 활용한다. 넷째, 연구원이 국가 출연

연구기관으로서 국가 원자력 인력양성 모델 구축의 방향 제시와 과거 인력 양성 주

도기관으로서의 역할 정립한다. 

4. 개발결과의 활용계획과 건의사항

가. 활용계획 

첫째로는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 전반에 걸친 인력양성 모델 구축의 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인력양성의 교육 훈련이 또 다른 산업의 장을 열어 볼 수 있다. 본 과

제를 통하여 정립되는 인력양성의 모델이 개발도상국가에 효과적으로 적용되어 원

자력을 통한 국가 발전과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하여 

후손에게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물려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나. 건의사항

우리나라의 과거 원자력 도입 초기 인력양성의 전 과정과 세계적인 원자력 

선진국 그리고 국제기구의 인력양성 모델을 조사 검토 및 분석했다. 우리나라의 경

우 원자력 사업의 추진 체계성에 비하여 인력양성은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않은 것

으로 평가된다. 우선 우리나라의 원자력 인력양성 모델이 구축되어 있지 않으며 실

제로 각 기관별로 독자적 필요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음을 제시할 수 있다. 초기 국

가 차원의 인력양성 종합계획이 취약한 인프라, 예산 그리고 인력 부족으로 본격적

으로 추진되지 못하였다. 비록 우리나라의 인력양성이 원자력 사업에 필요한 인력

을 공급하는 데 큰 문제가 없었으나 향후 우리나라의 인력양성을 개발도상국가에 

전파하며 그로 인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할 것이

다. 

첫째, 본 과제에서 구축하고 있는 인력양성 모델을 확대하여 국가 차원의 종

합적 인력양성 모델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구축한 모델은 원자력(연)이 주축이 되

어 수행한 부분을 중심으로 다루어졌기 때문에 원자력산업체 그리고 대학의 인력양

성 부문이 누락되어 지속적 보완을 통하여 국가 차원의 인력양성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지속적 잠재시장 발굴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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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이 확대 될 것에 대비하여 우리나라 원자력계는 국가 경제발전의 한 축으로

서 원자력이 기여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인력양성 분야에서는 지속적으로 개

발도상국가와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원자력 산업체를 지원해야 할 것으로 평가

한다. 

셋째, 원자력 인력양성의 산업화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한 노력이 국가 차원으

로 확대되어 세계 인력양성을 주도할 수 있어야 하며 국내적으로도 원자력 인력양

성 모태기관으로서 국가 원자력 인력양성을 선도해야 한다. 또한 인력양성이 산업

의 한 축을 구성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하며 세계 원자력 시장에서 인력양성을 통

한 국가 원자력 산업 발전에 기여 할수 있도록 국내 산업체와 긴밀한 연계활동이 

필요하다.

넷째, 국제 인력양성을 원자력(연)이 주도하기 위하여 국제기구와 협력이 강

화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자체적 노력만을 통하여 국제 인력양성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것은 제한된 인적 물적 자원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며 국제적 인지도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인지도가 높은 국제기구와 연계하여 공동 노력으로 

추진 할 경우 많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제 2 절 원자력기술 교육훈련 성과관리체계 상세개발

1. 추진배경

가. 연구의 필요성

글로벌 경쟁상황에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인과 조직역량의 지

속적 개발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에 따라 원자력교육센터는 국내·외적으로 정부기관 

및 산업체 원자력 요원, 대학의 원자력공학과를 포함한 이공계 대학생, 원자력 개

발도상국의 원자력 요원, 국제원자력기구 회원국의 원자력 전문요원 등에게 양질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해 왔다. 원자력교육센터는 운영하는 다양한 교육훈련 프

로그램의 과정과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국내·외 원자력산업 발전 기여도

와 연구원 내부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보다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연구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원자력 교육훈련 성과분석체계 개발에 대한 연구를 추진

한 바 있다. 본 연구는 이들 연구결과를 토대로 원자력 교육훈련 성과분석 모델을 

보다 정교화와 맞춤화하고, 상세한 측정방법 및 운영 매뉴얼을 제시함으로써 원자

력교육센터가 향후 자체적으로 교육훈련 프로그램들의 성과를 측정, 분석 및 개선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추진하였다. 

나.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원자력 교육훈련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관리 체계를 마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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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세부적인 연구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원자력 교육훈련 평가관리를 

위한 평가체계를 개발한다.둘째, 효과적인 평가관리체계 운영 방안을 제시한다.

2. 개발의 내용과 범위

가. 연구 범위

상기 사항을 바탕으로 연구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훈련 성과관리체계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검토한다. 구체적으로는 

원자력 교육훈련 성과관리 체계 개발을 위해 성과관리, 교육훈련 평가 등에 대한 

이론 및 모형을 고찰하고, 국내외 평가사례를 분석한다. 

둘째, 원자력 교육훈련 성과체계를 개발한다. 구체적으로는 이론 및 사례 분

석을 통해 도출한 정보를 바탕으로 원자력 교육훈련 성과체계를 개발하고, 평가 방

법과 평가 시 고려사항 등을 제시한다. 

셋째, 원자력 교육훈련 성과체계 운영방안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는 원자력 

교육의 성과체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나. 연구 내용과 방법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방법 및 그에 따른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3.2.1> 연구 방법

연구방법 연구내용

문헌연구 교육훈련 결과, 성과평가, 교육훈련과정 개발 등의 선행연구 실시

사례연구 국내외 교육훈련 평가 사례, 국내 주요 연수기관의 운영 매뉴얼 등을 검토

설문조사
원자력 교육훈련의 실태를 파악하고, 평가요소 간의 가중치를 설계하기 위
해 원자력 교육훈련 전문가 및 HRD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전문가협의회 원자력 교육훈련 평가체계, 원자력 교육훈련 매뉴얼 개발 결과에 대한 검토

본  원자력 교육훈련 성과관리체계를 개발하기 위해 Logic Model, MBO, BSC 

등의 성과관리 모형을 분석하고 세부적인 평가요소를 도출하기 위해 Kirkpatrick, 

Phillips, CIPP, CIRO 등의 교육훈련 평가모델을 검토하였다. 

3. 개발 결과

원자력 교육훈련 성과관리 체계 모형을 개발하기 위하여 원자력교육센터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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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인 창조적인 원자력인력 양성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인적자원개발 주요 활동

을 계획-운영-산출-결과  단계별로 정의하였고, 다음 그림 3.2.1과 같은 원자력 

교육훈련 성과관리 체계를 개발하였다.

[그림 3.2.1] 원자력 교육훈련 성과관리 체계

원자력교육센터에서 현재 운영 중인 원자력 교육과정을 조직의 전략목표 정

합성과 대체 가능성을 기준으로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고, 각각의 유형별로 평가

항목별 가중치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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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세부요소

유형 유형 유형 유형국제과정 산업과정

계획단계

협력대상국 요구분석

교육과정의 조직전략 정합성

자원투입의 적절성

산업 요구분석

교육과정의 조직전략 정합성

자원투입의 적절성

0.25 0.20 0.15 0.10

집행단계

학습자 편의성

계획대비 실적달성 정도

예산 효율성

학습자 편의성

계획대비 실적달성 정도

예산 효율성

0.10 0.15 0.15 0.25

산출단계
학습자 만족도

학습 성취도

학습자 만족도

학습 성취도
0.15 0.15 0.15 0.15

결과단계

한국원자력 인식향상

원자력관련 네트워크 구축

협력대상국 만족도

협력대상국 원자력 정책에 영향

업무활용도

원자력관련 네트워크 구축

고용주 만족도

0.35 0.35 0.30 0.25

지속가능성

후속조치 적절성

투명성

과정 개선 노력

후속조치 적절성

투명성

과정 개선 노력

0.15 0.15 0.25 0.25

합 계 1.00 1.00 1.00 1.00

<표 3.2.2> 원자력 교육훈련 성과관리 평가항목별 세부요소

평가 세부 요소별로 평가지표, 평가방법, 평가시기, 평가 시 고려사항 등을 

제시하여 평가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제시하였고, 또한 평가에 필요한 각종 설문

지, 진단지, 행정보고서 양식을 제시하였다.2)

4. 개발 결과의 활용계획과 건의사항

본 연구에서 개발된 원자력 성과관리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개선과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첫째, 원자력 교육과정에 대한 계획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연수담당자가 연수과정 운영에 투입되고 있어, 연수과정 계획 기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이다. 따라서 원자력교육센터 내부 핵심인력을 연수과정에 대한 계획 

및 평가에 집중하고, 연수과정 운영은 외부위탁 등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원자력 교육과정에 대한 계획 기능의 강화를 

통해 원자력연구원 및 원자력교육센터의 전략목표와 정합성이 높은 과정을 개발하

거나 기존 과정을 개선하는데 보다 많은 자원을 투입할 수 있다.

둘째, 원자력 산업에 대한 통합적인 역량체계 개발 및 관리가 필요하다. 국

2) 보다 자세한 연구내용은 원자력기술 교육훈련 성과 관리 체계 상세 개발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
교, KAERI/CM-1974/2014 에 기술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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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산업교육의 경우 원자력 이용 기술 확대, 신기술 보급, 원자력 안전성 강화를 

지향하고 있다. 원자력 산업의 교육훈련 수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효과를 검

증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산업에서 요구하는 역량체계를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훈

련과정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원자력 교육훈련 결과(영향)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본 연

구에서 제시한 평가체계의 평가 항목별 가중치를 보면, 과정 유형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결과단계의 가중치가 35% 정도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는 교육훈련의 궁

극적인 결과 및 영향에 대해 입증해야 교육훈련에 대한 존재 이유가 확고해지기 때

문이다. 반면, 교육훈련에 대한 결과 및 영향은 장시간에 걸쳐 발생하고, 해당 결

과 및 영향에 영향을 미치는 외생변수가 많아 그 효과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

다. 교육훈련 결과 및 영향(업무 활동도, 만족도 등)을 비교적 효과적으로 평가하

기 위해 원자력 교육훈련 과정 수료자를 대상으로 패널 구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

다. 

넷째, 원자력 교육훈련 운영을 위한 통합 매뉴얼이 필요하다. 원자력 교육과

정 별 계획-개발-운영-평가  등의 일련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활동의 세부

내용 및 양식 등이 서로 달라서 균일한 성과를 내는데 한계가 있다. 원자력 교육훈

련에 대한 일반적인 절차와 내용에 대한 통합 매뉴얼과 개별 교육과정별 세부 활동

에 대한 과정별 매뉴얼 개발이 필요하다. 

 제 3 절 NWU 이러닝 과정 개발

1. 추진배경 및 연구수행 방법론

가. 추진배경    

KAERI-NWU 웹기반 원자력 교육 콘텐츠 개발 공동연구는 남아공 North West 

University와 공동으로 NWU 원자력 정책 MBA 이러닝 석사과정의 콘텐츠를 공동개발하

고 시범과정을 운영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KAERI는 원자력정책석사과정 6

개 모듈(필수3, 선택3)중 4번째 모듈 Nuclear Power Technology의 4개의 단기코스 32

시간의 강의콘텐츠와 보충자료 (퀴즈,시험,과제,해설) 및 학습안내서를 개발하였고 

2014년 6월부터 4개월간의 시범과정을 운영하였다.

나. SAT 방법론

교육을 수행함에 있어 기본적인 접근 방식은 교육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

법으로 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체계적인 교육훈련접근법(Systematic Approach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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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ining: SAT) (IAEA, 1998)은 교육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가장 실용적인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SAT는 직무와 교육의 필요성 분석(Analysis of jobs and training needs), 

교육프로그램의 설계(Design of training programmes), 교육자료 및 교재개발

(Development of training materials), 교육과정의 운영(Implementation of 

training), 교육 효과의 평가(Evaluation of training effectiveness)등 총 다섯 

단계로 구성되어있다.

다. SAT방법론의 적용

남아공 원자력 정책석사과정을 개발 운영함에 있어 SAT방법론을 다음과 같이 

적용하였다.

[그림 3.3.1] SAT 방법론 적용방안

2. 개발 내용

가. 남아공 NWU 대학원과정 단기코스 분석

남아공정부의 예산 우선순위가 원자력에 부여되기 어려운 상황이며 

PBMR(Pebble Bed Modular Reactor)사업의 유보 상태로 원자력계의 새로운 방향 설

분석 (Analysis) � 남아공 현지 원자력 인력양성 환경, 상황 분석

설계 (Design)
� NWU PGD과정 설계

   -과정목적, 목표, 교수요목(Contents,Outcomes)

개발 (Development)

� Module 4 강의콘텐츠 제작 (32시간 강의)

� 보충자료 (퀴즈, 시험, 과제, 해설)

� 학습안내서제작

� 평가지지 제작 

   - 사전사후 퀴즈

   - 사전사후 설문지 

운영 

(Implementation)

� 시범과정운영

   - 남아공 학습관리시스템(efundi)

   - 기간: 2014.06.31.-10.31

   - 대상: 남아공 원자력산업인력 10명

평가 (Evaluation)
� 사전사후 평가지와 테스트 및 인터뷰를 통한 평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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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아프리카 원자력 이니셔티브 확보 노력의 일환으로 아프

리카 주변국들의 원자력 도입 희망에 따른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교육 훈련을 중심

으로 범 아프리카 커뮤니티 구축이 예상 되며 이에 남아공은 우리나라 교육훈련 체

계와 KAERI가 구축한 IAEA ANENT Cyber Platform을 남아공 교육훈련 체계와 연계 

희망하고 있다.NWU(North West University)에서 우리연구원과 협력을 통하여 개발

하고 있는 e-learning 사업과 관련하여 제1차로 진행한 Financing Philosophy에 대

한 평가 결과가 우수함에 따라 NWU 원자력 정책 석사과정 프로그램을 KAERI와 공동

으로 개발할 것을 요청하였다.

남아공의 NWU에서 정부 예산으로 NTS 개발에 착수(2007년)하여 2011년도 NTS 

구축을 완료하였고 이에 남아공의 원자력관련 산업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NTS를 

활용한 원자력교육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주요 학습자가 원자력을 전공

하지 않은 산업체 종사자들임을 반영하여 학습의 난이도와 이들의 업무와 연관성을 

고려한 교수내용설계가 요구된다.

남아공의 원자력발전소 건설 추진과 관련하여 남아공에서는 NIASA(Nuclear 

Industry Association of South Africa)와 NWU가 정부 및 산업계고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계획하고 있었으며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지원을 요청 하였고 한국원자력

연구원에서는 이에 대한 세미나 계획(안)을 NWU에 제시하였으며 우리나라의 원자력

협력재단과 한국수출협회에 본 계획을 통보하여 협력 방안을 지원하였다. 또한 남

아공은 현재 자체적으로 모든 원자력 기관의 교육 훈련을 총괄하여 NTS 및 지식관

리 체계를 상당 부분 구축하였으나 NTS를 활용한 이러닝교육을 위한 이러닝 콘텐츠 

개발에 있어서 KAERI의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나. 남아공 NWU 대학원과정 단기코스 설계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교육센터는 남아공 NWU와 공동으로 NWU 대학원 과정

의 Nuclear Energy Policy (원자력에너지 정책)  석사과정 커리큘럼을 설계하였

다. 

원자력에너지 석사과정 커리큘럼은 다음과 같이 총 6개의 모듈로 구성된다.

 모듈 1. Global Energy and Environment

 모듈 2. Regulatory and Policy Practices

 모듈 3. Energy Business and Finance

 모듈 4. Nuclear Power Technology

 모듈 5. Nuclear Physical Sciences

 모듈 6. Nuclear Energy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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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모듈 1, 모듈 2, 모듈 3은 필수코스이고, 모듈 4, 모듈 5, 및 모듈 6

은 선택코스로 선택코스 모듈 중에서 1개 코스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수강생들은 

총 4개의 모듈을 수강하는 것이다. 각 모듈은 4개의 단기코스로 구성되며 하나의 

단기코스를 수강하면 4학점을 취득한다. 따라서 원자력에너지 정책  석사과정은 4

개의 모듈이 총 16개의 단기과정으로 총 학점 64학점을 취득한다,

본 연구는 우리 연구원에서 가지고 있는 원자력기술과 우수한 강사진 보유의 

강점을 활용하여 모듈 4 Nuclear Power Technology 를 선택하고 웹기반 콘텐츠를 

개발하기로 NWU측과 합의하였다. 이를 위해 콘텐츠를 개발할 전문가 풀을 구성하고 

2013년 4월부터 수차례의 내용전문가회의 및 강사회의 개최를 통해 이러닝 단기코

스 콘텐츠 개발을 구상하였다.

모듈 4 "Nuclear Power Technology"의 단기코스별 학습 시간은 각 40시간이

며 각 단기코스의 이러닝 콘텐츠는 각 8시간으로 구성되며 실제 이러닝 강의 시 킥

오프와 평가가 별도로 진행된다. 각 단기코스별 학습시간은 총 40시간으로 4학점이

며 모듈 4 "Nuclear Power Technology"의 총 학습시간은 160시간으로 총 16학점이

다. 각 단기코스의 이러닝 학습일정은 총 40시간으로, Kick-off 1시간, 이러닝 강

의 8시간, self-study 30시간, Q&A 2시간 그리고 평가 1시간으로 구성된다. 

다. 시범 교육과목 선정 및 개발

1) 남아공의 협력 강화 요청 및 LMS 탑재용 시범 교육과정 개발 의뢰

남아공은 원자력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을 본격화하기 위하여 2011년에 남

아공이 개발 중인 원격교육 체제에 2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탑재하기 위한 우리연구

원의 협력을 제안 하였다. 제안 교육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Licensing Philosophy

 Funding Philosophy

2) 개발 주요 내용 및 방법

 Licensing Philosophy

Nuclear Power Plant, Research Reactor, RI Application으로 구분하여 각각 

인허가 및 규제 사항에 대한 기본 원리와 철학을 정리하여 기초 이론을 제시하고 

우리나라의 인/허가 관련 제반 사항을 분야별, 특성별로 구분하여 초기 단계부터, 

시설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및 규제, 각종 인허가 관련사항을 총 정리한 교육 과정으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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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nding Philosophy

원자력 플랜트를 건설하기 위한 재원 규모는 통상 대규모일 수밖에 없다. 원

자력 시설 도입을 희망하는 국가의 대부분이 개발도상국가로서 이러한 대규모 재원

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노력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대규모 재원을 확보

하기 위한 방법과 국가별 방안 및 기업의 노력과 금융 활용 방법에 관한 다각적 분

석과 방안을 정리하여 교재로 발굴토록 하며 한국, 남아공, 미국, 유럽연합을 포함

한 각국의 Practice를 통하여 원자력 시설 도입에 필요한 대규모 재원을 확보 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해결방안과 애로사항을 기업의 입장에서 정리하고 교

재로 발굴하고 financing 체계, 정책, 보험, 정부 보증 등 제반 funding 종합 체제 

및 방법을 비교 분석하고 국가별 장단점을 분석하여 원자력을 도입 희망하는 국가

의 담당자와 정책 입안자에게 기여 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여 교재로 활용토록 

남아공과 우리나라 관련기관이 협력하여 교재를 발굴하고 공동으로 교육과정으로 

개발하였다.

3) 남아공 NWU 대학원과정 단기코스 개발

가) NWU 대학원 원자력에너지 정책과정

(1) 모듈구성

원자력에너지 석사과정 커리큘럼은 총 6개의 모듈로 구성된다. 여기서 모듈 

1, 모듈 2, 모듈 3는 필수코스이고, 모듈 4, 모듈 5, 및 모듈 6은 선택코스로 선택

코스 모듈 중에서 1개 코스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수강생들은 총 4개의 모듈을 수

강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자력에너지 정책  석사과정은 4개의 모듈과 총 16개의 

단기과정으로 총 학점 64학점을 취득한다. 

(2) 모듈 4 Nuclear Power Technology 의 구성

남아공 NWU 대학의 원자력에너지 정책 석사과정의 모듈 4 Nuclear Power 

Technology 를 구성하는 4개의 단기코스의 학습달성 목표의 자세한 사항과 이러닝 

강의를 담당할 강사진, 강의 목차 그리고 강의시간은 부록에 정리하였다. 

            

(3) 내용전문가회의    

4차에 걸쳐 내용전문가 회의가 진행되었다. 수준 높은 컨텐츠 제작을 위해 

강사진과 컨텐츠 제작회의를 거듭할수록 contents와 outcomes가 명확해졌으며 기타 

개발단계에서 우려할 만한 일들이 서로 합의를 통해서 원활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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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KAERI-NWU 교재 template개발

강의자료 제작의 기본틀인 교재 template 제작에 있어서 NWU측의 의견을 적

극 반영하여 NWU측이 기본 template 디자인을 선정하였고 세부디자인은 KAERI가 조

정하여 NWU-KAERI교재 template이 완성되었다. 

    (5) 강의 컨텐츠 개발 (강의촬영 편집)

  강의 촬영은 최신 특수 장비를 갖춘 외부 스튜디오에서 진행하였으며 수준 

높은 강의를 위해 강사의 컨디션을 고려한 일정조정에서부터 최신식 강의 녹화장비

를 갖춘 스튜디오 선정에까지 세심한 신경을 기울였다.  

나) 강의촬영 결과물

 프리젠터

프리젠터에는 촬영한 강의와 강의 자료를 탑재되어있다. 영어로 강의하는 만

큼 전달 면에서 명확하지 않을 때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화면하단에 여러 가

지 기능을 제공하였다. 슬라이드별로 클릭을 하면 해당 슬라이드부터 강의를 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강사의 영어강의를 영문 스크립트로 확인하며 강의를 들을 수

도 있다. 강의화면만 크게 보고자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강의파일만 제공하며 학생

들의 학습 성향을 고려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였다.

 교재(volume 1,2) 및 CD (1,2) 

제작한 강의자료는 프리젠터 및 학습관리 시스템에 탑재하나 하드카피형태로 

학생들에게 배부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향후 ISBN등록 및 정식 교재 발간 절차를 걸

쳐 교재를 발간할 예정이며 이에 앞서 강의자료를 취합하는 목적으로 교재를 발간하

였다. 

4) 평가도구 개발 

가) 보충자료 개발 

학업성취도를 검검하기 위해서 각 단기코스별로 Quiz, Final Test, 

Assignment, Explanation를 개발하였다. 

              

나) 사전사후퀴즈 개발내용

최종 평가 단계에서 웹기반 교육과정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사전사후 퀴즈를 실시하였다. 이에 보충자료로 개발했던 Quiz와 Final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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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15문항을 선택하여 동일한 문항으로 사전사후 퀴즈를 개발하였다. 

다) Short Course별  평가기준 개발

평가도구로 Quiz, Final test와 Homework개발에 앞서 이에 대한 평가율을 내

용전문가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였다. 각각 30%,30%,40%로 평가기준을 정하였다.

라) 사후 설문지 개발 

NWU와 KAERI에서 각 각 다른 사전사후 설문지 문항을 만들었으며 NWU에서 제

작한 설문지는 각 단기과정의 수강이 완료된 후에 진행하는 사후 설문지로서 주로 

학습관리 시스템(efundi)에 관한 문항이며 KAERI에서 제작한 설문 문항은 강의 내

용측면을 강조해 만족도와 중요도를 구분하여 시범과정을 수강하기 전 후 시행하는 

것으로 개발하였다. 

5) 학습안내자료 개발

강의 수강자의 학습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담아 강의 시작 전에 배포하는 목

적으로 대표강사의 환영인사, 학습방법, 평가방법, 학습일정, 모듈 컨텐츠 소개, 

강사연락처, 각 Short Course별 목표 및 학습시간 등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이는 남

아공 학습관리시스템(eFundi)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학생들이 강의를 수강하기 전에 

전체 강의내용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다.

6) 예비시범교육실시

가) 실시내용

본격적인 시범교육에 앞서 강의콘텐츠 자체에 대한 평가를 받아 2015년 이후 

4개월에 걸친 모듈4의 시범교육 시 원활한 진행을 하기 위해 연구원이 제작한 

Module 4(Nuclear Power Technology)중 Short Course1(1강: Atomic and Nuclear 

Physics)의 2시간 강의를 NWU의 기계공학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비시범교육을 실시하

였다.  

나) KAERI의 개선 내용

남아공 측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KAERI는 내용적 측면과 기술적인 측면에서 개

선의 노력을 하였다. 내용적인 면에서 예상 학습자들의 지식수준과 비교하여 난이도

가 높으나 이미 강의 촬영까지 완료된 상태이기에 수정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기존 촬영 분은 그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단 기술적인 면에서 프리젠터 

사용으로 강의 촬영화면이 다소 작아 불편한 점을 100MB미만의 VOD파일로 다시 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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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여 제공함으로써 남아공 학습관리시스템(eFundi)에 탑재하여 학습자가 수강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하였다. 이는 선명한 화질과 음성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었

던 영어의사전달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었으며 이러한 개선사항을 남아공 측

에서 만족하였다.

3. 개발결과

<표 3.3.1> 연구 개발 결과

연 구 내 용 연 구 수 행 결 과

단계별 교육과정 개발 

및 콘텐츠 일부개발 

참여

- 남아공의 단계별 

교육과정 개발

- 원자력 교육과목 

선정

- 탑재용 웹기반 

콘텐츠 개발

 모듈 4. Nuclear Power Technology 강의 컨텐츠 개발 

   - SC1: Intoduction to nuclear Power (8시간)

   - SC2: Nuclear Power Plant Technology (8시간)

   - SC3: Small and Medium Reactor Technology (8시간)

   - SC4: Nuclear Fuels and Fuel Cycle (8시간)

 보충자료 개발

   - Quiz, Final Test, Assignment, Explanation

   - 강의시간당 각 3문항

 학습안내(Study Guide)자료 개발

   - 21 페이지 분량

   - 인사말, 과정소개, Contents, Outcomes, Contact 

Information, Module Information Form, Learning 

Methodology, Course Requirements 등 수록.

 학습 평가자료 개발

   - 사전사후 퀴즈

   - 사전사후 설문지     

웹기반 시범교육 실시

- 남아공 인력대상 

시범교육과정 실시

- 교육운영결과 분석 

및 보완

 KAERI-NWU 시범교육 실시

  - 개요

   •  과정명: KAERI-NWU Pilot e-Learning Course on Nuclear 

Power Technology

   •  일시: 2014.06.30.-10.31 (4개월)

   •  장소: eFundi(NWU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학습 사이트)

   •  참여자수 : 남아공 원자력산업인력 10명

  - 목적

   •  원자력 정책 개발 전문가를 위한 원자력 기술 기초 지식 

습득

   •  N과U원자력 정책석사과정 적용을 위한 표준화된 교안, 

실시간 화상회의, 학습관리시스템 운영등의 사전 점검 및 



- 39 -

연 구 내 용 연 구 수 행 결 과

시험 적용

한 남아공 공동 워크

숍 개최

 한·남아공 워크숍 한국 개최

  - 워크숍명: KAERI-NWU 웹기반 교육콘텐츠개발 공동워크숍

  - 목적

   •  NWU-KAERI간 MOA체결

   •  양 기간의 이러닝 콘텐츠 개발 현황 발표

   •  NWU 석사 단기과정 컨텐츠 검토 및 활용방안 협의

  - 일시 및 장소: 2014. 4.14~16,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교

육센터

  - 참가자: 총 13명

   •  IAEA전문가 1인

   •  남아공측 : NWU 3인

   •  한국측 : KAERI 8인, 한양대 1인 총 10명

  - 개최 결과 

   •  우리 연구원과 공동연구중인 PGD교육과정 계획 수립

   •  Pilot Module 개발 계획 잠정 합의

   •  협력협정 추진방안 확정

   •  교육과정의 국제적 수준 확부를 위한 IAEA협력 체제 구

축

 

  한·남아공 워크숍 남아공 개최 

  - 워크숍명: KAERI-NWU 웹기반 교육콘텐츠 개발 공동 워크숍

  - 일시 및 장소: 2014. 9. 14-20, 남아공화국 케이프타운 

  - 참석자 : 총 7명 

   •  KAERI : 노시표, 고한석

   •  NWU : Fick 교수, Wichers 교수, Ciliers 박사, Wyk 

   • I AEA : Ugbor 박사

  - 목적: NWU와 연구원이 웹기반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기 위한 담

당 기관별 업무 진전 사항 점검 및 향후 계획 수립 

  - 개최 결과 

  •  우리연구원과 공동연구 중인 Post Graduate Diploma(PGD)

교육과정의 계획 수립 및 확인

  •  Pilot Module 개발 계획 잠정 합의

  •  Post Graduate Diploma 과정 6개 모듈 개발 계획

  •  협력 협정 추진 방안 확정

  •  교육과정의 국제적 수준 확보를 위한 IAEA 협력 체제 구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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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발 결과의 활용 계획

가. 기대효과

개발한 콘텐츠는 IAEA의 지원을 받아 세계적으로 전파되기 위해 협의 중에 있어 

수준 높은 원자력 이러닝 콘텐츠 개발의 세계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다. 또한 원자력 

교육훈련을 통한 범 아프리카 네트워크 구축으로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 진출의 교

두보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특히 본 교육 과정은 상업적 활용(교육과정 이

용 시 비용 지불)이 예상되며 KAERI의 기여도에 따른 지분획득이 가능하여 교육 수

출의 장을 열 수 있는 가능성이 예상 된다. 이는 국제적인 e-Learning 교육을 활성

화 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발한 콘텐츠의 지적재산권에 대

해 추후 상업적 활용을 통한 교육콘텐츠 수출로 연계될 가능성이 있다.

남아공의 원전 및 연구용 원자로 수출 인맥 구축 및 지원하며 아프리카 원전 

도입 희망국(나이지리아 등)에 대한 수출 교두보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남

아공이 원자력 분야에서 비교적 단기간에 활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한 국가이며 웹

기반 교육은 현재의 국제교육이 시공간적 제약으로 소수의 교육 혜택을 광범위한 

교육 제공 방법으로 패러다임 전환의 가장 효율적인 수단임을 고려해 볼 때 현재 

추진되고 있는 남아공과의 e-Learning 교육 콘텐츠 개발의 성공은 우리 국제 교육

의 향후 발전을 위한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일 뿐만 아니라 국제교육의 궁극적 목

적인 원자력 산업의 해외 진출 선도에도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나. 활용계획

본 연구를 통한 활용계획은 아래와 같다. 첫째,  2015년 남아공 노스웨스트

대학의 정책석사과정의 정규 교육과정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우리가 개발한 교육콘

텐츠의 상업적 활용시 지적재산권 로얄티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추후 원자력 

교육콘텐츠 수출로 연계될 수 있으며 강의 교재를 책으로 발간하여 원자력 정책 인

력 양성하는 교육과정에 활용 할 수 있다.

둘째, 개발된 콘텐츠를 아시아, 아프리카지역의 네크워크 ANENT, AFRA-NEST

등을 통한 확대 보급할 계획이며 수출용 원자력 교육훈련 패키지를 개발 할 때 

Nuclear Power Technology 분야 기본과정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신 

성장 동력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원전 및 연구로 수출 사업을 측면 지원하고 범 

아프리카 커뮤니티와 구체적 협력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직접적으로는 남아공의 원

전 또는 연구용 원자로 수출을 위한 인적, 기술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우리나

라 원자력 산업체의 아프리카 진출 측면 지원과 향후 개도국 협력 모델로 활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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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남아공의 교육 훈련 체계 구축 과정을 벤치마킹하여 우리나라 통합교

육훈련 체계를 구축하는데 준용하며, ANENT e-Learning LMS 체계 보완 시 활용토록 

하고, 우리나라가 주관한 ANENT시스템을 국제적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며 

ANENT의 활용지역을 넓혀 세계화를 기하는 전기로 활용할 수 있으며 아프리카 원전 

도입 희망국(나이지리아 등)에 대한 수출 교두보를 마련하며 이를 계기로 아프리카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원자력 개도국과의 협력을 구체적으로 추진 할 수 있는 교

육체제 선진화를 이룰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 수준의 홍보와 국

제적 위상 제고로 실질적 개도국 진출의 출발점으로 원자력 교육 훈련을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할 계기로 활용할 수 있다.

넷째, 시범과정이 종료된 이후 교육과정 평가 및 피드백 절차를 도입한 교육

과정의 운영결과에 따라 학회, 교육훈련 기관 간 협의회 등을 통해 그 효용성을 확

산, 전파하여 국내 원자력 교육훈련의 질적 제고를 도모할 수 있다. 

제 4 절 수출기반형 프로그램 개발 (JRTR)

2014년 10월에 실시되었던 요르단 연구용원자로 운전인력 양성 기초  교

육과정(영문명: KAERI Training Course for Jordan Research and Training Reactor 

(JRTR) Operating Staffs)의 과정 실시 전 프로그램 개발을 서술하기로 한다.

1. 추진 배경

2009년 12월 15일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요르단 원자력 규제기관인 요르단원자

력규제위원회(JNRC)로부터 우리나라 최초로 원자력 시스템 일괄 수출인 요르단 연

구용 원자로(JRTR) 건설을 수주하여, 2010년 8월에 착수하였다. 

JRTR 건설은 요르단 수도 암만에서 북쪽으로 70  떨어진 이르비드에 위치한 

요르단과학기술대학교(JUST) 내 부지에 열 출력 5MW, 개방수조형 다목적 연구용 원

자로와 동위원소 생산시설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2011년 7월 원자력연과 대우건설 컨소시엄(이하 원자력연 컨소시엄 )은 

예비안전성 분석보고서와 방사선 환경영향 평가보고서 등 건설허가 신청 서류를 제

출하였고, 요르단 인허가기관이 2년에 걸쳐 심사한 끝에 건설허가를 발급하였다. 

이후 2014년 12월에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등을 운영허가 신청 서류를 제출하였으

며, 2016년 6월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요르단과 JRTR 계약에 따라 한국 측은 연구로 운영 요원들에 따라 다양한 교

육과정들(A1 for Radiation Operators, A2 for Designers/Engineers, A4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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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iation Safety Staffs, B1 for NAA Engineers/Operators, B2 for RI Engineers 

& Operators, C1 for Quality Assurance Staffs)을 제공할 계획이다. 교육센터는 

이 중 A1과정에 해당하는 요르단 연구로 운전요원 교육을 담당하기로 JRTR 주관부

서인 연구로기술개발단(이하 개발단 )과 합의를 하였다. 

2. 개발의 내용과 범위

교육센터는 개발단의 류정수 부장과 14. 7. 8(화) JRTR 요르단 연구로 운전

요원 대상 교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협의하였다. 

첫째, 개발단과 교육센터의 업무영역을 명확히 하였다. 개발단에서는 교육내

용의 구성과 일부비용(재료비, 차량비 일부, 다과 및 환송만찬 비용 등)의 지원, 

교육 참가자의 한국생활 정착(초청장, 비자, 외국인등록증, 보험 등), 교재인쇄, 

시험문제 채점을 담당하고, 교육센터는 교육내용의 운영과 이에 해당하는 비용(강

사료, 원고료, 재료비 등)의 지원, 개강식 구성, 강의장과 방문시설(하나로) 시설

예약, 강의자료 취합, 시험문제 취합 및 인쇄와 시험감독 지원, 기타 지원활동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둘째, 교육의 진행방향을 설정하였다. 본 교육과정의 운영기간을 10월 13일

부터 11월 28일(약 7주)까지로 확정하였고, 교육과정 명칭(한글: 요르단 연구용원

자로 운전인력 양성 기초 교육과정, 영문: KAERI Training Course for Jordan 

Research and Training Reactor (JRTR) Operating Staffs), 교육 참가자 수(25명, 

이 중 9명은 기 한국체류), 강사진 구성(원내: 42명, 원외: 9명), 과정의 구성을 

확정하였다. 또한, 교육 참가자를 대상으로 주별평가(Weekly Evaluation), 종합평

가(General Evaluation), 지필평가(Written Examination), 실무평가(Practical 

Examination)의 시험문항, 시험시간, 출제요원 선정, 평가방법 등을 확정하였다. 

자세한 교육 참가자, 강사 등의 명단과 시험과 관련 구체적 사항 등은 부록으로 갈

음한다. 

셋째, 개강식 규모를 협의하였다. 개강식 주요인사 참석자 범위를 연구원 내

에서는 김종경 한국원자력연구원장, 김영기 연구로기술개발단장, 남영미 원자력교

육센터장, 류정수 연구로장치설계부장으로 계획하였고, 연구원 외에서는 미래부 국

장, Omar Al-Nahar 주한 이집트 대사와 주한이집트 대사관 배순희 사무관 , 김두섭 

대우건설 전무로 제안하였다. 교육센터는 미래부측에 문의한 결과 개강일 국정감사

일정과 중복되어 참석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 반면에 주한 이집트대사관과 연락

을 통하여 대사와 사무관의 참가하는 성과를 얻게 되었다. 이 외에도 연구원 내 공

지를 통해 많은 연구원이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협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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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센터는 해당 교과목에 대한 개발단과 해당 교과목 교수요원의 요구사항

을 종합하여, 요르단 연구로 운전요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의 구체적인 시간표, 

강사 명단을 확정하였다. 이후 요르단 원자력 에너지 위원회(Jordan Atomic Energy 

Commission: JAEC)의 결정에 따라 교육 참가자 명단을 확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개발단과 교육센터에서는 최종 교육 참가자를 선정하였다. 이후 자세한 진행사항은 

후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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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국제 원자력교육훈련 과정 운영

제 1 절 국제 원자력교육과정 운영 개요

본 과제는 2014년 총 9개 과정을 개설하여 30개국으로부터(한국 포함) 179명

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제공하였다. 당해 연도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과정별 일

정, 교육과정 실적을 6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국제기구(IAEA, WNU, RCARO) 협력: 4개 과정, 99명 교육

 개발도상국 기술공여: 2개 과정, 25명 교육

 연구원 수출 기반: 1개 과정, 25명 교육

 원자력 수출 협력: 1개 과정, 20명 교육 

 양자 협력: 1개 과정, 10명 교육

 개발도상국 우수학생·강사 KAERI-UST 석박사 양성: 2개 과정, 3명 교육

연구원은 09년 요르단 연구용 원자로를 수출하였으며, 원자력교육센터는 해당 

연구로의 운영인력을 양성하는 연구원 수출 기반의 교육과정을 특별히 수행하였다. 남

아프리카공화국의 North West University(NWU)와 양자 협력하여 개발한 이러닝 과정의 

시범과정을 실시함으로써 개발한 컨텐츠를 점검하고 NWU의 학생들에게 원자력 기술 강

의를 제공하였다. 원자력 수출을 진흥하기 위한 협력 사항으로 연구원은 한국원자력수

출산업협회의 주최로 체코 원자력 실무자 인력양성을 도우며 한국 원자력기술의 우수성

을 알리고 향후 협력 기반을 다지는 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각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대내외 홍보활동이 이루어

졌으며, 기술·정보 공유를 통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노력과 한국 원자력의 국제 기여를 

참가자들뿐만 아니라 원자력 관계자와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하였다(부록 참조).

2015년 국제원자력 교육훈련 과정 운영을 위해 8개 과정의 개설을 계획하였

으며,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임무 및 연구개발 업무와 연계성이 높은 교육과정을 발

굴하기 위해 이 점을 운영 계획 시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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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국제 원자력교육과정 운영 내용

1. IAEA/KAERI Workshop on Tools and Methodologies for 

Nuclear Reactor Technology Assessment

가. 과정개요

 과정명: IAEA/KAERI Workshop on Tools and Methodologies for

Nuclear Reactor Technology Assessment (국문: 원자로 기술 평가 방

법론 이해 워크숍)

 개최목적 

   - 원자로 노형에 대한 기본적인 기술적 특성 이해

   - 원자력 발전소 건설 및 운영 단계에서 필요한 기술적 특성 이해

   - 원자로 평가방법론에 대한 구체적 이해

 주관/주최: 국제원자력기구(IAEA)/한국원자력연구원

 일시: 2014. 4. 7 ~ 4. 11 (1 주간)

 장소: 한국원자력연구원 국제원자력교육훈련센터, 대전

 대상: 신규 및 추가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관심이 있는 원자력 분야 

산 •학 •연 및 정부기관 종사자

 참가인원: 총 14국 21명 (세부 명단은 부록 참조)

[그림 4.2.1] 원자로 기술 평가 방법론 이해 워크숍 기념사진

나. 개최배경

 신규 및 추가 원자력 발전소 건설 희망 국가의 원자로 기술과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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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의 평가 방법론에 대한 관심 고조

 13년 6월 KAERI의 원자로 기술과 설계 측면의 교육과정 개설 제안

을 IAEA가 수락하여, 14년 4월 본 교육과정 운영

   - 주관: IAEA, Water Reactor Technology Department

   - 교육운영: KAERI, 원자력교육센터

   - 강사: IAEA 및 한국 원자력관련 전문가

      다. 주요연수내용

 연수 구성: 강의, 토론, 산업시찰로 구성

 교과목

<표 4.2.1> 세부 강의 목록

구 분 강의명/방문지

이론

� Korea's Nuclear Power Program

� World Energy Overview
� IAEA Programs for Embarking Countries 

� Reactor Basics: Fission, reactor control, heat, steam, electrical 
generation

� Nuclear Reactor Technology: PWR, BWR, PHWR

� Gen IV advanced NPPs

� Small & Medium-sized Reactors (SMRs) and SMART

� Plant Design: Balance of Plant (BOP) and Auxiliary Systems

� Decision Making

� Reactor Technology Assessment
� IAEA RTA Document

� ARIS, PRIS, Information Sources
� Non-electric Applications

� Recent Technology Assessments

� Fuel Cycle: Front End to Back End

� Safety Issues: Culture/Mindset
� Fukushima Lessons Learned
� Role of Regulator in Nuclear Programs

� Quality Control Program

토의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터키의 원자로 평가 사례

산업시찰 월성원자력발전소

라. 과정 평가와 개선점

1) 과정 평가

 평가방법: 연수생 만족도 설문, 담당자 모니터링 

(세부 분석은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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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내용

   - 참가자의 원자로 평가방법론(Tools and Methodologies for Nuclear 

Reactor Technology Assessment) 에 대한 구체적 이해에 대한 이해

가 증가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참가자 본인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기대

   - IAEA 및 본원의 교육 준비 상황에 대한 높은 신뢰: 여행일정표, 항

공권, 비자, 안내서 등을 수령하는 과정에 참가자는 매우 만족

   - 본원의 교육기획 •운영 역량에 대한 강력한 신뢰(평균 4.75): 교육

목표, 강의내용, 실습활동, 강의장 내 •외 환경, 강사역량 등에 대

하여 참가자는 매우 만족

2) 개선점(향후)

 교육과정 시작 전 강의와 관련된 사전지식 제공 요망

 과정 담당자가 시간표를 잘 파악하여, 참가자들이 출입증을 충분하게 

발급 받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 제공(예: 1일차 수업 종료 후)

 타 기관 강사와 비교하여 본원 강사의 강의준비도 미흡

마. 기대효과

 한국원자력연구원

   - IAEA 전문가 초빙을 통해 해당 분야 KAERI-IAEA간 네트워크 강화

   - 해외 원자력 최신 동향 및 잠재 원전 수출국가와의 협력 모색

 원자력교육센터

   - 본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원자력 노형 평가의 기술적 측면 교육운

영 노하우 습득

   - 국제 원자력 전문가의 다양한 교수-학습 기법 노하우 습득

바. 향후 진행방향

 IAEA와 협조를 통해 가급적 많은 참가자가 국별 보고서를 발표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즉, 현재는 단기 과정의 특성(1주)로 인하여 참가자

들이 국별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지 않아 참가자 간 원자력 정보의 상

호교류가 활발하게 될 수 있는 기회를 제약.

 전문강사양성과정 개설을 통해 원내 강사의 강의역량 계발을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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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4 WNU-KAERI Course on Key Issues in the World 

Nuclear Industry Today

가. 과정개요

 과정명: 2014 WNU-KAERI Course on Key Issues in the World Nuclear 

Industry Today (국문: 세계원자력대학 원자력 단기국제교육 과정)

 개최목적

원자력 차세대 전문 인력 육성의 일환으로 국제적 원자력분야 석학 

과 전문가를 초청하여 국내 원자력 전문 인력의 역량 함양

    - 세계 원자력 산업의 현안 논의

    - 원자력 기술의 산업적 활용

    - 미래 원자력 기술 전망 및 비전 제시 

 주관/주최: 세계원자력대학(WNU)/한국원자력연구원

 일시: 2014. 5. 21.(수) ~ 23.(금)

 장소: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

 대상: 국내외 원자력 분야 산 •학 •연 및 정부기관 종사자

    - 정부 기관의 원자력 담당자

    - 원자력발전소 관련 건설, 설계, 제작, 운전, 정비 등 산업체 종사자

    - 원자력 규제, 핵물질 통제, 폐기물, 원자력 R&D 등 종사자

    - 원자력관련 전공 대학원생 (석 •박사과정)

[그림 4.2.2] WNU-KAERI 원자력 단기 국제교육과정 기념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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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3] WNU-KAERI 원자력 단기 국제교육과정 수강 모습

나. 주요 연수내용 

본 과정은 아래와 같이 세계 원자력 산업의 현안과 원자력 기술의 산업적 이

용 및 원자력 기술 전망이란 측면에서 환경과 원자력, 원자력 국제 정세 및 이슈, 

원자력 산업, 원자력 신기술 등 이상 4 가지 주제의 15개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전 과정을 영어로 강의한다. 각 과목은 다음과 같다.

 Nuclear power in the World Energy Context

 Nuclear Industry Infrastructure and Nuclear Development Globally

 Nuclear Fuel Market

 Nuclear Economics 

 Nuclear Project Structuring and Financing 

 International Radiation Safety Regime. Safety, Security and

Safeguard

 Lessons from the Major Nuclear Accidents

 Nuclear Safety Research for Prevention and Mitigation of Severe 

Accidents

 Comparison of the Nuclear Development in Different Countries

 Reactor Technology Development 

 NPP Technology Selection Criteria 

 Small and Medium Re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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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cal and Industrial Applications of Radiation Technology

 Nuclear Communications

 Knowledge Management

다. 과정실시 결과 

 참가자: 한국, 중국, 베트남 등 3 개국 41명 

 참가기관: 9개 기관(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

연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포항공과대학교, 한양

대학교, 경희대학교, 한국전력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강사진: 원자력 국제기구 전문가, 미국 대학교수, 세계적 원자력 산

업체 CEO급 전문가 7명  (국외강사 4명, 국내강사 3명) 

라. 과정 평가와 개선점

1) 과정 평가

 평가방법: 연수생 만족도 설문, 담당자 모니터링 

            (세부 분석은 부록 참조)

 평가결과 : 전체 평균 4.3/5.0으로 안정된 결과를 얻었다.

 평가내용

    - 전반적으로 교과목 구성이 적절하였으며, 학습자들이 전반적인 원

자력 현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

    - 강의장 내 시설은 교육을 진행하기에 무난한 편이였으며, 주변 시

설의 편리성으로 인해 학습자 만족도가 높음 

    - 일부 참가자들이 조명의 밝기가 어둡다는 의견이 존재

    - 참가자의 원자력산업 일반에 대한 구체적 이해에 대한 이해가 증

가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참가자 본인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

할 것으로 기대 

2) 문제점 및 개선점

 강사가 학습자 수준에 맞지 않게 강의하여 학습자가 쉽게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겠다는 참가자 발생(예: F. Perchet). 이에 대해 추후 

학습자 수준에 맞는 강의를 강사에게 요청할 계획

 일부 참가자들이 선행학습을 위한 조기 강의자료 배부의 필요성을 제

기하였으며, 일정 상 강사들의 사전 준비에 어려움이 있으나 부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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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라도 적용을 고려할 예정. 특히 학습관리시스템을 통해 교육과정 

시행 전이라 하더라도 자료를 제공할 예정. 

마. 기대효과

 젊은 원자력 전공 과학기술자와 원자력계 종사자들에게 세계원자력산

업기술의 주요 이슈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 원자력

기술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원자력 산업기술

의 실제적인 지식과 국제적인 전망과 비전을 소개하여 이들의 지식 

함양과 능력 향상에 기여

 국내 산·학·연 종사자들 간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 및 협력 제고

바. 향후 진행방향

본 인력양성과정은 원자력 관련 산학연에 종사자를 대상으로 세계 원자력 산

업 현안으로 떠오르는 주제를 중심으로 다룬다. 이들 원자력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등록금 부담으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수강생들의 기대치 또한 매우 높

다. 이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내용 뿐 만 아니라 교육과정 운영 측면에서도 지속

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설문 조사 등을 통해 개선 방향

을 부단히 찾는 노력을 하고 있다. 

3. KOICA/KAERI Regional Training Course on Capacity Building 

of the Egyptian Nuclear Power Plants Authority (NPPA)

가. 과정개요

 과정명: KOICA/KAERI Regional Training Course on Capacity

Building of the Egyptian Nuclear Power Plants Authority (NPPA) 

(국문명: 이집트 원자력 발전계획 수립 연수과정)

 개최목적 

   - 원자력 기술 분야 교수요원양성에 대한 한국의 경험 전파

   - NPPA 직원(교육 참가자)의 자체 직무기술역량과 교수기법 강화

   - NPPA 자체 교수요원의 교육프로그램 개발 역량 강화

 주관/주최: 한국국제협력단(KOICA)/한국원자력연구원

 일시: 2014. 5. 22 ~ 6. 11 (3 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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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 한국원자력연구원 국제원자력교육훈련센터, 대전

 대상: 이집트 원자력발전청(NPPA) 및 전력에너지부(MEE) 직원 중 교

수요원 대상자

 참가인원: 총 15명 (세부 명단은 부록 참조)

[그림 4.2.4] 이집트 원자력 발전계획 수립 연수과정 기념사진

나. 개최배경

 12년 7월 이집트 외교부는 자국 원자력 인력양성(고위급 및 실무급)

을 위한 중기(3년) 교육과정 개설을 한국에 의뢰

 13년 5월 본원에서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지원을 통해 이집트 

원자력발전청(NPPA) 고위급 대상 이집트 원자력 발전계획 수립 연수

과정을 실시

 14년 5월 상기 교육과정의 후속조치로 한국에서 NPPA 실무급 대상

(17명) 교육과정을 실시

   - 교육운영: KAERI, 원자력교육센터

   - 강사: 국내 전문가 14인(전·현직 본원 근무자: 3명, 학계: 1명(고

려대학교), 한전기술: 10명)

      다. 주요연수내용

1) 기존 연수의 개선 사항

 SAT 기반 과정 개발: 수요자 요구분석을 통한 교수설계 실시

   - 수요자(학습자, 이집트 NPPA 고위 관계자, 교수요원, 과정설계자)

의 요구를 반영하여 교수 설계

 Action Plan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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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1명(내용전문가)의 퍼실리테이터를 2명(HRD 전문가 추가)으로 

증원하여 좀 더 체계적으로 학습자가 Action Plan 수립 가능

 각 분야 최고 전문가를 교수요원으로 초빙

   - 원자력 및 HRD 분야 국내 최고 권위자 교수요원 초빙

          경력: 해당 분야 20년 이상 또는 전·현직 연구원 부원장급 이상

 한국문화 홍보

   - 경주문화관광단지와 전주한옥마을: 한국 역사 및 문화 우수성 홍보

2) 연수 구성 및 과목 별 세부 내용

 연수 구성: 강의, 산업시찰(장소: 고리원자력발전소, 두산중공업), 

Action Plan(발표 포함), 시험, 환영·환송만찬 등으로 구성

 교과목

<표 4.2.2> 모듈 별 세부 과목

모듈 강의 및 실습

Module I.

Initial 

Training for 

Instructor

 Korean Nuclear HRD Program

 Training the Trainer: Principle of Learning, Lesson Planning 

& Preparation, etc.

 Training the Trainer: Instructional Method, Teaching & 

Learning Resources, etc.

 Training the Trainer: Assessing Learner Performance, 

Evaluating Teaching & Learning, etc.

 Training the Trainer: Course Development, S-OJT, etc.

Module .

Innovation and 

Global Strategy 

of Nuclear 

Energy

 World Nuclear Industry

 Korean Experience in the Nuclear Power Development

 The Supply Chain of Equipment in Korean Nuclear Power Plants 

and its Localization

 The Role of the Owner in the Nuclear Power Build Program

Module .

Nuclear Power 

Plant 

Engineering

 Nuclear Power Plant: Nuclear Reactor and Primary System

 Nuclear Power Plant: NSSS Auxiliary System

 Nuclear Power Plant: Mechanical System 

 Nuclear Power Plant: Electrical System

 Nuclear Power Plant: I & C System  

 Nuclear Power Plant: Civil/Architectural Engineering

 Nuclear Power Plant: Plant Design

 Nuclear Fuel Cycle: Front-end

 Nuclear Fuel Cycle: Back-end

Module .

Nuclear Power 

Plant General 

and Nuclear 

Safety

 Nuclear Safety: Basic principles

 Nuclear Safety: General Nuclear Considerations

 Nuclear Safety: Classification

 Nuclear Safety: Design Basis Accident Analysis

 Nuclear Safety: Severe Accident Analysis

 Nuclear Safety: Shie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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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과정 평가와 개선점

1) 과정 평가

 평가방법: 연수생 만족도 설문, 담당자 모니터링 

(세부 분석은 부록 참조)

 평가내용

   - 교육 참가자는 교육 주제가 좀 더 이집트 자국상황에 초점을 맞추

고, 강의수준을 좀 더 전문적인 수준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고 인식

   - 강사와 좀 더 많은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못함

   - 교육 참가자는 한 강좌당 강의시간이 짧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산

업시찰 시 좀 더 심도 있는 정보의 제공이 필요

2) 개선점

 15년 교육과정에서 이집트의 원자력 발전단계에 부합하는 커리큘럼

과 내용구성 제공, 교육과정에서 강의수준을 현재 중상 에서 

상 으로 조정

 강좌당 강의시간을 현재 1.0 또는 1.5에서 2.0시간으로 확대하고, 추

가적으로 Q&A시간을 별도로 설정하며, 강사와 식사 등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시간 제공

 산업시찰 방문 시 좀 더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예: 시뮬레이터 

운전 등)

마. 기대효과

 대외적 측면

   - 국내 원자력 발전 경험의 공유를 통한 원자력 우호 분위기 조성

   - 원자력 수출을 위한 본원의 선도적 역할 홍보

   - 원자력 교수요원 양성분야의 본원 역량에 대한 인식 제고

 대내적 측면

   - 원자력 관련 우수인력 경험 및 노하우의 체계적 전파

모듈 강의 및 실습
Module .

Course and 

Participants 

Evaluation

시험(70%-객관식), Action Plan(30%)으로 교육 참가자(15명)을 평가

하여 10명을 선발

  2015년 후속 연수(5월 예정)에 참가 예정

 Hospitality Wrap-Up 및 환송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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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규모 초점화된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노하우 습득

바. 향후 진행방향

 15년 이집트 NPPA 요구사항(계약 및 건설단계의 노하우 습득)을 반

영하여 교육과정 구성

 강의실 수업에서 벗어난 실무적인 측면과 면대면 학습을 강화

4. Czech Human Resources Development Program on Civilian 

Nuclear Energy

가. 과정개요

 과정명: Czech Human Resources Development Program on Civilian 

Nuclear energy (국문: 체코 원자력 인력양성 실무자 교육과정)  

 개최목적 

   - 우리 연구원의 연구개발 성과 및 원전 기술의 우수성 홍보

   - 원자력 기술협력 강화

 주최/주관: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한국원자력연구원

 일시: 2014. 6. 23 ~ 25 ( 0.5 주간)

 장소: 한국원자력연구원 국제원자력교육훈련센터, 대전

 대상: 체코 원자력관련 실무자 

 참가인원: 총 1 국 20 명 (세부 명단은 부록 참조)

[그림 4.2.5] 체코 원자력인력양성 실무자 교육과정 기념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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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최배경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KNA)는 원전도입 예상국가들의 원자력 인력양성 국제

협력을 통해 사업진출기반을 조성코자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 하에 원전도입대상국

의 원자력 인력양성 초청교육을 운영하였다. 실무자 초청교육과정 중 원자력 기초 

및 R&D 분야 교육을 연구원(KAERI) 원자력교육센터에, 원자력 안전규제분야 교

육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원자력안전학교에 위탁교육으로 요청하였으

며, KAERI는 기관 간 협력, 원자력 인력양성, 국제 인적 네트워크 개발의 임무 수

행을 위해 위탁 교육을 실시하였다.

2013년 1차 교육으로 인도네시아 원자력 실무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수행하였

으며, 2014년 2차 교육으로 체코 원자력 실무자를 대상으로 3일간 교육을 제공하였

다. 체코는 신규원전으로 테믈린 3,4호기를 입찰 예정이며, 2017-2019년에 재입찰

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전력기술은 2010년 두코바니 5호기 건설 참여를 

위한 노력을 한 바 있으며, 테믈린 3,4호기 재입찰에서는 한국도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입찰 경쟁 시 경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 원자력 기술

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우호적인 인적네트워크를 형성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본 과

정을 개최하게 되었다.

 

      다. 주요연수내용

1) 과정 구성

과정은 연구원의 연구개발 안내와 우수성 홍보를 목적으로 구성되었다. 강의

는 연구원의 연구현황과 성과를 기본 주제로 하였으며, 원자력안전연구를 중점 주

제로 하여 원자력안전연구본부의 연구현황을 소개하였다. 연구원이 보유한 주요연

구시설을 방문하였으며, 과정은 운영 전후에 만족도 설문을 통해 평가되었다.

<표 4.2.3> 과정 구성

내용 시간 세부구성

강의 12 hr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연구현황과 성과

연구시설방문 3 hr  HANARO, SMART, ATLAS 

친목도모 2 hr  환영오찬

평가 1.5 hr  과정 만족도 설문지 평가, 구두 평가

기타 1 hr  개회식, 오리엔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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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의 구성

체코는 원자력연구에 있어 우리나라와 대등한 또는 일부 더 높은 수준을 보

유한 국가이다. 참가국과 참가자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단순 홍보가 아닌 지식 공

유과 협력분야 발굴에 초점을 두고 강의주제와 내용을 개발하였으며 강사는 모두 

각 분야에 경험이 많은 실무자들로 구성하였다.

<표 4.2.4> 강의 구성

분류 강의명

기본 주제

Research Activity of KAERI and Position in the Korea 

Nuclear Field
Reactor Development History of KAERI and Current 

Researched for Future

Research Reactors-research and export

SMART

International Education Programs for Countries 

Introducing NPPs in KAERI

중점 주제

Nuclear Safety Research for Severe Accident Prevention

Nuclear Safety Research for Severe Accident Mitigation

Nuclear Safety Research for Risk Assessment and 

Management

연구원의 연구개발과 성과, 역사에 대해 다룬 기본 주제 강의에서는 이와 함

께 연구원의 주요 성과인 연구용원자로와 그 수출, 중소형 원자로 SMART를 특히 부

각하여 홍보와 함께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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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6] 강의모습-한국 중소형원자로 SMARAT 연구개발 

참가자들은 사전에 원자력 안전에 관심이 많아 관련 강의를 중점적으로 다루

어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를 반영하여 강의가 계획되었다. 연구원 원자력안전연

구본부의 연구 분야인 리스크 평가와 관리를 위한 안전연구 , 중대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연구 , 중대사고 완화를 위한 안전연구  세 가지 주제를 중점 강의로 개

발하였다. 

[그림 4.2.7] 강의모습-중대사고 방지를 위한 원자력안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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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강의 내용은 강사 간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강의계획서를 기반으로 조

정되었다. 우리나라 원자력 현황과 기술에 대한 부분은 각 강의의 도입부분에서 중

복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하였다. 안전연구 분야는 강의계획서를 

통해 각 주제별 경계를 뚜렷하게 하였다.

[그림 4.2.8] 강의계획서 예시

3) 교육교재

교육교재는 강사가 실제 강의 시 사용하는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제작되었으

며, 교재는 하드카피와 소프트카피로 참가자에게 제공되었다. 이 외 시설별 안내책

자를 제공하여 연구원의 시설과 업무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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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9] 강의자료 표지

라. 과정 평가와 개선점

1) 과정 평가

 평가방법: 연수생 만족도 설문, 담당자 모니터링 

(세부 내용은 부록 참조)

 평가내용

   - 일정의 적절성: 계획된 일정은 과정 운영 시 전반적으로 일치하게 

진행되었다. 기존에는 과정운영을 위한 행정 업무는 일정표 내에 

개별적으로 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쉬는 시간 또는 점심 시간을 통

해 수행하였다. 이 점은 연결된 강의에 차질을 주거나 주어진 시간

에 대한 참가자의 사용 계획을 배려하지 못하는 부분으로 판단되며 

개선될 필요가 있다. 문화 차이에 의해 배정된 쉬는 시간이 참가자

에게 부족한 면도 발견되었다.

   - 내용의 적합성: 전반적으로 교과목 구성이 적절하였으며, 연구원에

서 수행되는 전반적인 연구개발을 참가자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참가자들은 특히 연구로와 SMART 강의에 높은 호응을 보였

으며, 이는 참가자들의 본래 배경 지식과 업무와 연계되어 새로운 

지식을 제공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 강사의 준비도: 강사는 대체적으로 강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강

의주제와 목적, 참가자의 해당강의에 대한 참여동기 등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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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를 준비하였다. 이는 강사 섭외 시 교육과정에 대해 사전 협의

회의를 수행한 것, 체코 원자력 현황 자료를 제공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일부 강사는 사전 제공된 자료를 참

고하지 않고 강의에 임하여, 참가자의 원자력 분야 배경 지식과 수

준에 대해 파악하지 못한 채 강의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과

정의 성공을 위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점이다.

   - 연수생 참여도: 체코 참가자는 단일 국가 참가로 인해 참가자간 유

대관계 형성이 빠르고, 기본적 성향이 대화에 능동적인 점이 있어 

과정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강의 시 참가자는 활발하

게 질문하며 강사와 소통하고자 하였고, 담당자에게는 강사와 참가

자간 개별 토론 시간을 개설할 필요성을 느끼게 하였다. 다만, 참

가자의 소통에 대한 적극적 태도에 비해 강사가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운 환경이 문제로 부각되었으며, 계획된 질문시간(20분)에 불

구하고 추가 질문 시간 부족, 강사의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성으로 

인해 모든 질문에 답변하기 어려웠던 점이 있다.    

   - 연수생 만족도: 참가자는 전반적으로 과정에 만족하였다. 연구원에

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에 대한 새로운 지식들을 습득하고 다양한 전

문가들과 궁금한 점들을 해결하는 시간을 가졌다. 하지만 일부 질

문들은 강사의 전문성과 분야가 다름으로 인해 답변되지 못하였다. 

참가자들은 이에 대해 해당 강사의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모든 답변

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인식, 이해하고 있었으며 대신 질문

을 다른 전문가에게 전달하여 해결될 수 있는 시스템을 설문을 통

해 요구하였다.  

2) 개선점

 일정표 변경 

   - 행정 업무 시간의 일정표 배정: 출입증 발급, 일비 지급 등 과정 

운영 중 행정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을 별도로 일정표에 배정하여 타 

일정에 영향이 없도록 한다. 이는 과정 중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 

참가자들에게 사전 정보를 제공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추가적 

효과가 있다.

   - 1개 강의 후에는 반드시 쉬는 시간을 배정: 문화 차이로 인해 쉬는 

시간 배정이 충분치 않았던 점을 고려하여 1개 강의 후에는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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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강의는 대개 1시간 30분 동안 이루어지

며 두 개 강의 후 쉬는 시간을 갖는 경우 참가자는 강의 내용을 환

기하고 다음 강의를 준비할만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기 어렵다. 위 

개선점을 통해 강의 내용의 전달과 이해를 더 효과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질의응답 시간 확대 

   - 쉬는 시간을 통한 자유로운 대화의 장 마련: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강사와 대화하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쉬는 시간을 활용할 수 있

다. 강사가 강의 전 쉬는 시간에 강의실에 도착하여 참가자들과 서

로를 소개하고 이야기 하는 시간을 갖도록 섭외 시 협조를 구한다. 

가능한 경우 쉬는 시간을 실질적으로 강의 시간에 포함하여 보상한

다.

   - 미해결 질문사항의 참가자 제출 요청: 강의 종료 후 미해결된 질문

사항을 지정된 양식에 작성하여 담당자에 제출 시, 해당 강사 또는 

관련 전문가에 답변을 구하여 메일로 답변을 발송한다. 양식에 질

문을 적어 제출하는 것은 참가자에 있어 일부 노력이 필요한 일로

써 질문의 중요도, 필요도에 따라 참가자들이 제출할 질문을 선정

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질문이 걸러지게 되며, 이후 발송되는 답

변의 가치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 기대효과

 연구원 원자력 연구개발의 대표적 성과를 중심으로 한 강의와 시설견

학을 통해 우리 연구원의 기술을 홍보하고 원전시장 진출 여건 조성

에 기여

 연구원 전문가와 체코 원자력 실무자들 간의 네트워킹으로 체코와의 

원자력 협력을 강화하여 기술협력을 증대

 한국원자력수출산업협회와 협력을 통해 각 기관의 업무와 우수분야를 

활용하여 업무를 효율화하며 시너지 효과를 발생 

바. 향후 진행방향

본 인력양성과정은 KNA 내에서 3년 과제로 수행되었으며, 2014년을 마지막 

해로 종료되었다. 향후 동일 성격의 과제와 협력사항 발생 시 연구원은 KNA와 협력

하여 원전도입희망국을 대상으로 우리 원전의 우수성을 알릴 것이며 본 과정의 개

발과 운영 경험을 통해 더욱 개선된 교육을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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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KAERI Training Course for Jordan Research and Training 

Reactor (JRTR) Operating Staffs

가. 과정개요

 과정명: KAERI Training Course for Jordan Research and Training 

Reactor (JRTR) Operating Staffs (국문명: 요르단 연구용원자로 운

전인력 양성 기초 교육과정)

 개최목적: 요르단 연구용원자로 운전(시운전 포함)인력 양성

 주관/주최: 한국원자력연구원

 일시: 2014. 10. 13 ~ 11. 28 (7 주간)

 장소: 한국원자력연구원 국제원자력교육훈련센터, 대전

 대상: 요르단 연구용원자로 운전(시운전 포함)인력 대상자

 참가인원: 총 25명 (세부 명단은 부록 참조)

[그림 4.2.10] 요르단 연구용원자로 운전인력 양성 기초 교육과정 기념사진

나. 개최배경

 09년 12월 15일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요르단 원자력 규제기관인 요르

단원자력규제위원회(JNRC)로부터 우리나라 최초로 원자력 시스템 일

괄 수출인 요르단 연구용 원자로(JRTR) 건설 수주

 요르단과의 JRTR관련 계약에서는 관련 교육과정들(A1 for Radiation 

Operators, A2 for Designers/Engineers, A4 for Radiation Safety 

Staffs, B1 for NAA Engineers/Operators, B2 for RI Engineers & 

Operators, C1 for Quality Assurance Staffs)을 한국 측이 제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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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제시하였고, 교육센터는 이 중 A1과정에 해당하는 요르단 연구로 

운전요원 교육을 담당하기로 JRTR 주관부서인 연구로기술개발단(이하 

개발단 )과 합의

 14년 10월 상기 합의에 의해 한국에서 요르단 연구용원자로 운전(시

운전 포함)인력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실시

   - 주관/주최: 한국원자력연구원

   - 교육운영: KAERI, 원자력교육센터

   - 강사: 국내 전문가 51인(본원 근무자: 41명, 학계: 2명(KAIST, 세

종대학교), 대우건설 외: 8명)

      다. 주요연수내용

 연수 구성: 강의, 원내시찰(장소: HANARO), 시험(평가: 주별

(Weekly), 종합(General), 지필(Written), 실무(Practical)), 환영·

환송만찬, 문화탐방(장소: 한국민속촌) 등으로 구성

 교과목: 부록 참조

라. 과정 평가와 개선점

1) 과정 평가

 평가방법: 담당자 모니터링 (세부 분석은 부록 참조)

 평가내용

   - 강사에 따라 강의자료의 수준이 서로 상이하고, 이전에 JAEC에 홍

보한 자료를 그대로 활용한 경우가 있음

   - 교육과정 시작 전에 강의자료 취합이 제대로 되지 않아 교육 참가

자들에게 사전 강의자료를 이해할 시간을 제공하지 못하였음

   - 지속적으로 시간표가 강사의 개인사정에 의해 변동

   - 참가자 전공분포가 불균등(원자력 2/3, 기계공학 1/3)하여 초점화

된 교육내용 구성이 어려움

2) 개선점

 퇴직인력을 활용한 강사양성계획 수립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추후 유사과정 개설 시 교육센터가 운영과 관련하여 주도적인 권한을 

갖는 방향 고려. 단, 이 경우 초기 제안부서는 교육과정 구성만 담당

 추후 개발단 또는 JAEC에 요청하여 참가자의 전공분포를 균일하게 조

성하도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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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대효과

 대외적 측면

   - 국내 연구용 원자로 발전 경험의 공유를 통한 본원의 연구역량 우

수성에 대한 우호 분위기 조성

   - 추가 연구용 원자로 관련 수출을 위한 본원의 선도적 역할 홍보

   - 본원 대규모 장기 교육훈련 역량에 대한 인식 제고

 대내적 측면

   - 연구원 전략 및 경영목표에 부합하는 성과와 연계된 교육과정 운영

을 통한 교육센터 위상 강화

   - 대규모 장기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노하우 습득

바. 향후 진행방향

 15년 교육 참가자 후속 교육(실무 OJT)에 주관부서(개발단) 요청에 

적극적 대처

 추후 연구원 전략 및 경영목표와 연계된 교육과정 요구분석을 통한 

선제적 원내 교육수요 발굴

6. RCARO/KAERI Regional Workshop on Radiation Technology 

and its Applications

가. 과정개요

 과정명: RCARO/KAERI Regional Workshop on Radiation Technology 

and its Applications (국문: 방사선 이용기술 국제 워크숍)

 개최배경 및 필요성 

    - 주요 원자력협력대상국의 연구용 원자로 활용 및 방사선 이용기술 

분야 교육훈련의 지원요청이 증대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기술 개발경험을  수

출가능 개발도상국 전문가들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다.

    - 이에 해당 국가와 기술협력을 강화하고, 기술 진출 기반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친한 인맥을 구축할 필요가 증대하고 있다. 

 개최목적

방사선이용기술에 관심이 많은 IAEA/RCA 회원국 참가자들에게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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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이용 기술 우수성을 홍보하고 기술 이용과 개발 경험을 공유

하여, 이들 국가들과 기술협력 증진 및 해외 시장 진출을 촉진한다.

 주관/주최: 아 •태지역협력협정사무국/한국원자력연구원

 일시: 2014.10.13 - 10.24 (2주간)

 장소: 한국원자력연구원/국제원자력교육센터 및 첨단방사선연구소

 수강대상: RCA 회원국의 방사선 이용기술 분야 기술 책임자/관리자

[그림 4.2.11] RCARO-KAERI 방사선 교육과정 기념 사진

나. 교육내용 및 강사진

 강사진 : 방사선 응용기술분야 전문가 24명  

 교육과정은 6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는데, 크게 3가지(방사선 이용 

기술 분야에 대한 강의, RT 중심의 현장 견학, 일반산업시설 견학과 

한국문화 홍보 프로그램)로 구성되어 있다.

  6개의 모듈은 다음과 같다.

    - Module 1 한국의 방사선기술의 정책, 연구 및 산업현황 (3과목)

    - Module 2 연구용 연구로 이용 방사선 기술 (6과목)

    - Module 3 방사선 이용 기술 : 생명, 농업, 산업, 의료 (14과목)

    - Module 4 참가자 국가 현황 발표 (6과목)

    - Module 5 방사선 산업체 및 연구소 견학, 문화강의 및 탐방 (12시간)

    - Module 6 개강, 수료 및 평가

  6개의 모듈로 구성된 구체적 교과목 및 시간 배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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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5> 과정 구성

 현장견학

   - KIRAMS : 한국의 방사선의학 연구 현황 체험 기회 제공

   - 국립암센터: 한국의 의료분야 방사선 응용기술 체험기회 제공

   - 첨단방사선연구소 : 한국의 방사선 산업, 농업분야 응용기술 체험

기회 제공

   - KAERI의 방사성동위원소시설 : 연구용원자로를 이용한 동위원소생

산시설 체험기회 제공

구 분 내용 시간(분)

이론

Module1

Activities of RCARO and RCA Regional Office 30

Nuclear radiation application policies in Korea 50

Status of radiation industries in Korea 50

Module2

Overview of research reactor 50

Introduction to new research reactor project in Korea 80

Radioisotope production and application 80

Neutron instrument development 80

Neutron beam application 80

Use of Neutron Irradiation Technology 80

Module3

Radiation Biotechnology 60

Human Effect of Radiation 60

Application of radiation technology to foods 60

Drug Evaluation using Radioisotope 60

Cyclotron and its application 60

Radiation measurement instrument 60

Radiation application for environmental conservation 60

Radiation processing for polymeric materials and its 
industrial applications 60

Mutation Breeding induced by Radiation 60

Medical applications of radiation: from radiation 
oncologist's perspective 50

Research Activities of National Radiation Emergency Medical 
Center 50

Non-Destructive Testing 60

Electron beam Industrial Application 60

Linear Accelerators 60

Module4 Country Report 300

Module5

방사선이용기술 산업체 및 연구소 견학
(ARTI 내 시설(Co-60, Cyclotron, Radiation Breeding Center, 
RI-Biomics center), EB Tech, KIRAMS 내 시설(PET/Linear 
accelerator), 국립암센터 내 양성자암치료 시설, 암검진센터시설, 
등), 삼성전자 디지탈시티(전자산업홍보관)

420

문화홍보(Korean Culture, 전주한옥마을) 240

Module6 개강, 수료 및 평가 90

              합  계 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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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시설 견학 및 한국문화 홍보

   - 삼성전자 디지털 시티: 한국 전자산업 우수성 홍보

   - 한국문화강의 : 한국 문화 소개 및 체험(한복, 한과 등) 

   - 전주한옥마을 : 한국 문화 소개 및 체험(한옥, 한식)

[그림4.2.12] 국립암센터 견학

 

[그림 4.2.13] 첨단방사선연구센터(KAERI/ARTI) 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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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4] 삼성 디지털시티 견학

[그림 4.2.15] 한국문화 강의 후 한복 체험 기념사진 

[그림 4.2.16] 전주 한옥 마을 탐방 기념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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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과정실시 결과

 참가자: 중국 등 12 개국 14명

 참가국: 방글라데쉬, 캄보디아,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

아, 몽골, 미얀마, 파키스탄, 필리핀, 스리랑카, 베트남 

 강사진: 방사선 및 이용기술분야의 국내 산학연 전문가 24명

(KAERI 18명, KIRAMS 2명, KINS 1명, RACARO 1명, KSCPP 1명, EB 

tech 1명) 

라. 과정 평가와 개선점

1) 과정 평가

 평가방법: 연수생 만족도 설문, 담당자 모니터링 

(세부 분석은 부록 참조)

 평가결과 : 전체 평균 4.9/5.0으로 매우 뛰어난 결과를 얻었다.

 평가내용

   - 전반적으로 교과목 구성이 교과적합도 W 값 평균 1.91 이상으로 매

우 적절하였으며, 강사선정 적합도도 W 값 평균 0.39 비교적 우수

하였으며, 전반적인 방사선 산업 현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

다고 응답하였다.

   - KAERI 내의 하나로, 동위원소동, e-beam의 나노입자 합성시설, 

Co-60 조사시설과 국립암센터의 산업시찰에 비해 삼성혁신 박물관

의 만족도가 훨씬 높았다.

   - 강의장 내 시설은 교육을 진행하기에 우수한 편이였으며, 숙소로 

택한 그레이톤호텔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뛰어났다. 이번 교육과정

에 처음으로 채택한 숙소로서 값이 저렴하면서도 서비스 전반에 대

한 만족도가 좋았다. 또한 추가 예산의 부담 없이 부가적으로 제공

한 조식과 출퇴근 버스 제공은 운영예산의 절감에 기여해 누리관 

시설보다 상대적으로 고가인 숙비의 예산 부담을 낮추어 주는 역할

을 했다. 한편 숙소의 위치로 인한 주변 시설의 편리성으로 인해 

학습자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그러나 첨단방사선연구소의 기숙사 

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낮았다.

   - 참가자의 방사선산업 일반에 대한 구체적 이해가 증가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참가자 본인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기대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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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점 및 개선점

 일부 참가자들이 선행학습을 위한 조기 강의자료 배부의 필요성을 제

기하였으며, 강사들의 사전 준비가 어렵지만 부분적으로라도 적용할 

계획이다. 특히 교육관리시스템을 통해 교육과정 시행 전이라 하더라

도 자료를 제공하는 제도로 개선하겠다. 

마. 기대효과

 RCA 회원국과 원자력 기술협력 및 지역 내 원자력 이용개발 증진

 방사성 동위원소 및 이용기술 분야 기술 홍보 •시장진출 촉진

 협력 증진을 통한 친한( )인맥 활용과 상호 발전 확대 

7. KOICA/KAERI/IAEA Course on Nuclear Policy, Planning and 

Project Management

가. 과정개요

 과정명: Course on Nuclear Policy, Planning and Project 

Management (국문: 원전기획 및 사업관리 과정)  

 개최목적 

   - 원자력 인력양성을 통한 한국 원자력 기술발전과 도입 경험의 개도

국 제공

   - 한국 원전 기술의 우수성 홍보와 원자력 기술협력 강화

 주최/주관: 한국국제협력단(KOICA)/한국원자력연구원

 일시: 2014. 10. 13 ~ 30 ( 3 주간)

 장소: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연수원동, 대전

 대상: 개발도상국의 에너지 및 원자력 정책, 기획 담당 공무원, 에너

지 및 원자력 연구기관의 정책 및 사업관리 담당자 

 참가인원: 총 8 국 9 명 (세부 명단은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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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7] 원전 정책 및 사업관리 과정 기념사진

나. 개최배경

본 과정은 과학기술부산하 과학재단의 개도국 연수사업으로 1988년 시작되었

으며, 1991년 한국국제협력단이 연수사업을 인수하여 26년 동안 매 년 수행되어 왔

다. 위 기간 동안 변경, 개선을 통해 일부 내용에는 변화가 있어왔으나 기본적인 

개최 목적은 60년대 개도국에 속했던 한국이 원자력발전 도입을 통해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경험을 다른 개도국에 전파하여, 한국이 받은 것을 베풀고 국제적으로 균

형적인 성장을 이끌어내자는 것으로 오랜 기간 동안 유지되어 왔다. 

본 과정의 개최를 위해 한국국제협력단, 국제원자력기구, 한국원자력연구원

은 2006년 MOU 체결, 2009년 MOM 작성, 2010년 PA 체결을 통해 협력관계를 다져왔

다. 2013년 한국국제협력단의 PA 만료에 대한 인식과 주제 변경에 대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개최 목적의 중요성에 대한 기관간 이해를 바탕으로 2013년에도 동일 주

제로 연수를 운영하였다. 2014년은 한국국제협력단과 논의를 통해 기존 주제인  

원전 기획 및 사업관리에 방사선이용분야  내용을 일부 추가하여 개도국에 다양

한 발전 가능성의 제공을 취지로 개선 변경하여 교육과정을 개최하였다.     

다. 주요연수내용

1) 과정 구성

과정은 크게 강의, 토론수업, 산업시찰로 구성되었다. 원전 도입을 위한 기

획과 사업관리와 관련한 주제 강의들을 바탕으로 지식을 습득하고, 습득된 지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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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할 수 있도록 액션플랜 프로그램을 포함하였다. 액션플랜은 가상의 국가에 대

한 원자력마스터플랜을 수립하며 원자력 도입 시 고려해야하는 모든 행정, 기술적

인 부분들과 강의를 통해 배운 지식에 대해 생각하고 토의하는 시간을 갖고, 참가

자들간 의견교류를 통해 다른 나라의 사례를 배울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3 주간 진행되는 과정으로 강의만으로 구성하는 경우 지루함을 느낄 수 있어 

참가자의 흥미를 환기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추가하였다. 과정 목적과 연계하여 

우리나라 원자력 연구와 산업의 대표기관들을 방문하는 산업시찰 일정을 배정하였

고, 연구원 직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문화를 교류하는 홈비지팅 친교행사,   주

말에는 한국문화를 알릴 수 있는 문화체험 행사를 계획하였다. 

<표 4.2.6> 과정 구성

내용 시간 세부구성
강의 43.7 hr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연구현황과 성과
토론 10.8 hr  액션플랜

산업시찰 9.5 hr

 두산중공업,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환경공단,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방문

연구시설방문 3 hr  HANARO, SMART, ATLAS 방문
친교행사 6 hr  환영오찬, 홈비지팅
문화체험 12 hr  전주한옥마을, 경주문화관광단지
평가 1.5 hr  과정 만족도 설문지 평가, 시험
기타 1.5 hr  개회식, 오리엔테이션, 수료식

2) 강의 구성

강의는 기존에 운영해온 프로그램의 프레임을 따르되, 방사선이용 분야의 내

용 추가에 따라 일부 조정되었다. 강의 모듈은 원전 도입과 관련하여 크게 

Planning of Nuclear Power Program and Building of Nuclear Power Infrastructure , 

Nuclear power project management and integrated management systems in the nuclear power 

field , Nuclear power technology and feasibility study 의 세 개 분류와 추가된 방사선이용

에 대해 Research reactor and radiation application 의 1개 분류로 구성하였다. 2013년 활

용된 원전 도입의 19개 마일스톤 주제 중 일부가 생략되었으나 사업관리에 대한 핵심강

의들은 그대로 유지하였다.  

<표 4.2.7> 강의 구성

분류 강의명

Planning of Nuclear Introducing nuclear energy in emerging NP countrie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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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 교재

강의 시 참고를 위한 교육교재는 강사가 실제 강의 시 사용하는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제작되었으며, 하드카피와 소프트카피로 참가자에게 제공되었다. 이 외 

시설별 안내책자를 제공하여 연구원의 시설과 업무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교육센터는 2007년 본 과정의 효과적 연수를 위해 Nuclear Power Project: 

Policy and Korean Experience 라는 제목의 교육교재를 자체 개발, 발간하였다. 해

당 서적은 원자력 발전소 도입을 위한 기반 확충, 사업관리 전 분야를 다루며 한국

의 경험을 소개하고 있다. 본 서적을 참가자들에게 추가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교육

분류 강의명

Power Program and 

Building of Nuclear 

Power 

Infrastructure

infrastructure development: IAEA s role and approach

Pre-feasibility for a nuclear power programme and building 

a NP infrastructure

Nuclear energy status & policy in Korea

Lessons from Korean nuclear program

Experience of manufacturing the equipment in Korean nuclear 

power plants

Economics of nuclear power

Public acceptance

Legal and regulatory aspects

Nuclear human resources development

Financing of nuclear power project

Nuclear power project 

management and 

integrated management 

systems in the nuclear 

power field

Nuclear power plant project risks

Pre-project phases for a nuclear power project 

management

Implementation phase for a nuclear power

project management

Nuclear power 

technology and 

feasibility study

Radiation protection

Emergency planning

Security and safeguards

Siting aspects

Environmental aspects

Waste management

APR-1400 & OPR-1000: Korean NPP technology

History and Experience of nuclear fuel

development in Korea

Research reactor and 

radiation application

Introduction to research reactor

Status and perspective of HANARO utilization

Experience in management of Jordan research and training 

reactor construction project

Status of radiation industries in Korea

Biological effects

Radiation technology application for agriculture

Cyclotron and medical application of 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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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자국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4.2.18] 자체제작 교재 표지

라. 국별보고 및 액션플랜 수립 결과

1) 국별보고

 참여한 전문가와 좌장

   - 좌장: 한경원

   - 전문가: 고한석, 정솔, 김효정

 국별보고 운영 방법

   - 사전 과제 제시: 교육과정 참석 전 원전도입 고려를  위한 전력수

요예측, 원자력의 전력 수급 비중 예측 등 관련 현황에 대한 사전 

국별 보고 자료 작성 요청

   - 세미나: 교육과정 중 배정된 국별보고 시간을 활용하여 국별 현황

을 발표하고 공유

   - 좌장의 정리, 질문 및 토론 유도: 국가 별 보고 종료 시 내용을 정

리하여 참가자들에게 중점내용을 주지시키며 토론을 이끌어냄. 좌

장의 지식을 바탕으로 국별 현황에 대해 추가 설명을 하고 연수주

제와 관련하여 고려되어야 할 내용을 질문

 국별보고 피드백 내용 (피드백 작성자: 한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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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8> 국별보고 피드백 

국가 발표자 피드백 내용

알제리
Mr. Mekki 

Hamza

BRCBA에 근무하는 전기전자 R&D 및 훈련 담당자로서 본 

과정으로부터 원전 기술 및 신 훈련에 대한  지식을 얻

고자 함. 2개의 연구용원자로 운전 및 원전 도입에 대한 

정책을 개략적으로 발표하였음. 전공분야외의 원전사업 

전반에 대해서는 발표내용이 빈약함.

아르헨티나
Mr. Pablo 

Brenna

CNEA에 근무하는 원전 노화관리 연구자로서 지식/경험 

수준이 높음. 5개의 연구로 운영, 2개의 원전 운영 및 1

개의 시운전단계, 그리고 한국의 SMART에 해당하는 

CAREM 기술 등에 대하여 발표함. 관심사항 및 협력에 대

한 언급 없음.

방글라데시 

Mr. K.M. 

Jalal Uddin 

Rumi 

& 

Mr. MD. 

Atiar Rahman

BAEC에 근무하는 연구로 방사선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담당자와 원전계약 담당자로서 Decision Maker의 역량을 

증진하기 위하여 본 과정으로부터 한국의 경험을 배우고

자하며 연수 목적과 기대사항을 성실하게 검토함. 현재 

건설에 착수한 원전 사업에 대하여 심도 있고 성실하게 

발표함. 계약에 의하여 러시아가 훈련 제공 중이며 한국

과의 협력희망 분야를 제시함. 

이집트
Ms. Zinab 

Saquer

NPPA 소속 원전 사업관리 중견 엔지니어로서 본 과정으

로부터 사업 모니터링에 대하여 배우고자 함. 원전 건설

을 위한 준비현황(부지 사용허가 신청) 및 최근 후쿠시

마 사고 후 원전 기술사양 재검토 활동을 소개함. 국제

협력(한국 포함)에 대하여 간략하게 언급함. 

케냐
Ms. Diana 

Musyoka

KNEB 소속 원전 타당성 검토 및 관련 정책개발 기술자로

서 본 과정으로부터 한국의 원전사업 경험을 배우고자 

함. 

원전 도입을 위하여 2010년에 설립된 NEPIO(KNEB)의 활

동 현황과 국제협력을 통한 역량증진 등의 향후 계획을 

명료하게 정리하여 발표함. 

말레이시아
Mr. Hazizi 

Omar

MNA 소속의 원자력 기술개발 관리 분야 연구자로서 본 

과정으로부터 원전 도입을 위한 MNA의 연구에 대하여 한

국의 경험을 배우고자 함. 원전 도입을 위한 

Pre-project 활동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국제협력을 

통한 인력양성 및 한국과의 협력에 대하여 발표함.   

남아프리카

공화국

Mr. Thabang 

Abel Masoga

NTSA 소속의 원전 프로그램 재정관리 분석자로서 본 과

정으로부터 원전에 대한 투자 측면에서의 이해를 하고자 

함. 원전 2기 운전, 에너지 정책, 신 원전 입찰 예정, 

연구개발(1개 연구로 운영), 폐기물 관리 및 규제/안전

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함. 협력에 대한 언급은 없음. 

베트남 Mr. Nguyen VAEA 직원으로서 참가함. 러시아 제공 원전 및 일본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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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별보고서 제출 비율: 100%

   - 과정 수료 연수생 대비 국별 보고서 제출 연수생 수: 9명 중 8명

      방글라데시 연수생은 2명이 함께 작성하여 제출

 우수 국별보고서: 방글라데시

   - 선정 이유: 본 과정의 특성 분석을 토대로 자기학습목표를 구체적

으로 제시한 점, 발표 내용이 기술적으로 심도가 깊으며 성실하게 

준비된 점, 그리고 한국과의 협력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제안한 점

이 타 발표자들 보다 우수함. 

2) 액션플랜

국별 보고 후 Nuclear Power Plant Master Plan을 주제로 연수생들이 정한 

가상의 국가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발표하고 액션플랜을 수립하여 본 과정을 성공적

으로 이수하였다.

 참여한 좌장과 전문가

   - 좌장/퍼실리테이터: 노병철

   - 전문가: 정솔

 액션플랜 수립 지원 과정

   - 강의를 통한 마스터플랜 작성 가이드라인 제공

   - 그룹토의 진행과 퍼실리테이터의 피드백

   - 작성한 마스터플랜은 발표와 보고서 형식으로 제출

   - 연구원 발간 교재 제공: Nuclear Power Project: Policy and 

Korean Experience First Edition

 평가와 피드백 (평가자: 노병철)

<표 4.2.9> 액션플랜 피드백 

국가 발표자 피드백 내용

Duc Vinh

공 원전 건설에 대한 자세한 준비 활동 현황과 이를 위

한 인력양성 국가계획 수립 및 추진에 대하여 소개함. 

현안으로서 인력양성, 사업관리 시스템 구축, 규제체계 

수립 및 주민 참여에 대하여 언급함. 한국과의 협력에 

대한 언급 없음.

액션플랜 수립지원 과정 및 운영결과

 1. 액션플랜 수립 지원 과정

  - 전체 인원을 1팀으로 구성하여 가상 국가를 설정토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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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SIANA라는 국가에서 원자력발전소 1호기 도입을 위한 Master Plan을 작성토

록 임무 부여

  - 진행과정에서 단계적 강의와 자문을 통한 멘토링으로 계획을 수립토록 함

 2. 작성된 계획의 내용 평가

  - 가상국가의 인구, 면적 등의 환경 설정과 에너지원 구성 등 기본 가정 설정

  - 각 참여자들이 국가의 의사결정자로서 동 국가의 내각을 구성하여 담당 분야

의 참여 및 지원 사항을 이해하고, 내각의 총 책임자인 참여자 대표에 의한 

종합으로 민주적이며 합리적인 계획 수립으로 평가됨 

 3. 발표내용 및 참여도

  - 팀 리더의 적극적 참여 유도와 각 참여자의 능동적 참여로 일과 후에 호텔에

서도 활발한 토론이 관찰되었으며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리더의 발표는 

매우 만족스러운 결과로 나타남

추가 평가 항목 및 종합의견

 1. 원전 도입 종합 계획 이해도 제고 

  - 본 원자력발전소 1호기 도입을 위한 국가의 Master Plan 수립 과정에서 원자

력분야 업무 담당자에게는 본인의 자국에서 수행한 업무 영역을 벗어난 분야

를 다루게 되어 원전 도입 종합계획 수립의 기본 틀을 이해 할 기회가 된 것

으로 평가함 

 2. 원전 도입을 위한 정부 부처간 상호 협력 중요성 인식

  - 특히 IAEA에서 정립한 원자력발전 19 인프라 요소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을 것

으로 판단되며 자국 정부 부처간 상호 협력의 중요성을 이해 한 것으로 평가

됨

 3. 종합의견

  - 원전을 도입하고자 하는 국가의 사전 준비 작업으로써 필수적인 원자력 인프

라를 이해 한 것으로 평가

  - 참가자 간 역할 분담을 통하여 정부 부처간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

  - 원전 도입을 위하여 국가 차원의 종합 계획 수립 필요성과 국제 협력의 필요

성을 이해

  - 우리나라 원전 운영 경험과 보유기술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와 기술 협력 필요

성이 부각 된 것으로 평가됨

  - 다만 Action Plan 기간이 단기간으로 종합 계획의 질적 및 양적 수준을 제고 

하는 데는 제한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

  - 본 과정 참여자가 소수로서 1팀으로 운영되어 팀간 경쟁을 통한 동기 유발이 

이루어 질 수 없었던 점은 보다 더 효과적이며 적극적인 Action Plan에 어려

운 점으로 나타났으며 향후에는 교육 효과의 향상을 위하여 참가자 규모를 확

대하는 것이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됨

발표자 피드백 내용

Mr. Thabang 

Abel Masoga

 1. 남아공 재무부 출신의 발표자로서 언어 능력이 출중하여 발표 

능력이 매우 높이 평가 됨    

 2. 가상 국가의 정부책임자로서 역할은 민주적으로 많은 토의와 

노력이 돋보였으나 기술적 한계점이 발표 시에 일부 나타나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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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과정 평가와 개선점

1) 과정 평가

 평가방법: 한국국제협력단 및 한국원자력연구원 연수생 만족도 설문, 

담당자 모니터링 (세부 내용은 부록 참조)

 평가내용

   - 일정의 적절성: 계획된 일정은 과정 운영 시 전반적으로 일치하게 

진행되었다. 기존에는 과정운영을 위한 행정 업무는 개별적으로 시

간을 부여하지 않고 쉬는 시간 또는 점심 시간을 통해 수행하였으

나 이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행정 업무에 필요한 시간을 공

식 일정표에 배정하였다. 과정이 연구원 내부에서 진행되었기 때문

에 시작일에 참가자를 대상으로 출입증 발급절차가 필요하였다. 여

유를 두고 일정을 계획하였던 점이 여유시간이 많이 남게 되어 시

작일 오전 일정은 지나치게 한가로웠던 면이 있다. 

   - 연수생 만족도: 연구원 자체 설문 결과에 따르면 최종 만족도는 5

점 기준에 5점으로 매우 만족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협력단의 만족

도 평가 결과는 평균 4.7점으로  연구원 설문결과와 차이가 있으나 

마찬가지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액션플랜은 5점 기준 4.9점으로 

높은 결과를 보였다. 좌장은 참가자의 액션플랜 진행과 결과도출에 

있어 적극적이고 적절하게 도움을 주었으며, 참가자들은 액션플랜 

결과물인 마스터플랜을 통해 귀국 후 연수 결과 적용을 위한 기반

을 마련하였다. 참가자는 강의, 산업시찰을 통해 한국 기술의 전문

성, 우수성을 경험하고 문화체험과 연수기관 동안 생활을 통해 한

국인의 친절함을 느끼고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형성하였다.

    - 내용의 적합성: 전반적으로 교과목 구성이 적절하였다. 다만, 과

정과 강의 간 연계성을 평가하는 적합도 부분에서 참가자들은 방

사선이용 분야 강의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였다. 이는 본 

후 본 분야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 확보가 필요 할 것으로 평가 

됨

 3. 향후 발표자 즉 팀 리더를 선정하기 위한 인적 자원의 다양성

과 규모의 확대가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되며, 팀리더는 언어 능

력과 리더쉽 그리고 기술 분야와 인문 사회분야에 대한 폭 넒은 

지식을 보유한 인력으로 선정 할 수 있는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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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의 목적을 원전 기획 및 사업관리에 한정하여 평가한 것으

로 생각되며, 방사선이용 내용의 추가에도 불구하고 제목에 그 변

화를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평가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

된다. 

    - 강사의 준비도: 강사들은 사전 제공된 정보를 참고하여, 참가자들

의 국가와 국가별 원전, 연구로 현황을 파악하고 강의에 참가하였

다. 일부 강사는 일방형 강의가 아닌 토론식 강의 진행을 위해 참

가자들에게 질문을 하거나 토론 주제를 제시하며 노력하였다. 

    - 연수생 참여도: 연수생들은 강의, 액션플랜, 산업시찰 뿐만 아니

라 연수생간 친교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높은 친밀도

를 형성하였다. 각기 다른 전문분야에서 선발되었으나 원자력에 

대한 지식, 이해 수준이 다른 것이 활발한 참여로 인해 연수생간 

지식 교류에 도움이 되었다. 모두 영어구사력이 뛰어나 강의, 학

습, 질의응답, 토론에 있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었으며 특히 남

아공 참가자의 영어 능력이 뛰어나 액션플랜에서 적극적으로 참가

자간 의견 조율을 도왔다.  

 우수강의 목록: 강사, 강의내용, 강의자료, 연수생 반응 등을 고려하여 

우수강의를 선정하였다.

<표 4.2.10> 우수강의 목록

발표자 강의제목 및 주요내용

이재규 

 (한전기술, 상무)

제목: Pre-project phases for a NPP management

주요내용: Characteristic of Nuclear Energy, 

Infrastructure for the first NPP introduction, 

Pre-project phases of NPP project

윤완기 

 (한국통제기술원, 

본부장)

제목: Security and safetyguards

주요내용: Nonproliferation treaty and 

background for security and safetyguards, 

Definition/Responsibilities/Features of 

security and safetyguards 

김창권

 (한전기술, 처장) 

제목: Implementation phase for a nuclear power 

project management (Project management for 

nuclear power)

주요내용: Project management, Overview of NPP 

project, Project, management practices applied 

to NPP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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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선점

 연수명과 연수내용 일치 

연수명과 연수내용이 일부 불일치하여 참가자들이 추가된 연수내용에 대해 

사전 이해가 부족하였다. 이는 학습효과와 관심도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

다. 연수명과 연수내용의 일치를 통해, 연수명을 통해 발생하는 참가자의 기대사항

을 연수 수행 중에 만족시키고자 한다.

 주요과목 시간 확대

본 연수는 원자력 도입 사업의 인력양성을 위한 종합교육으로 다양한 과목을 

제공하여, 참가자의 수준에 따라 연수내용의 소화에 차이가 크다. 연수생 선발을 

동일한 수준으로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초급 또는 중급으로 연수수준을 구체화하

고, 타당성 평가, 사업관리, 원자력 도입 마일스톤과 같은 주요 과목 시간을 확대

하여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별보고 연수생 작성 내용 개선

 과정 참가 전 참가자들에게 작성을 요청하는 국별보고의 내용 요청 시 작성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제출자료의 통일성을 지향한다. 이는 국별 보고 시 참

가자의 이해도를 향상하여 정보 교류를 더욱 활성화 할 수 있다. 

국별보고 필수 작성 내용 예시

  ∙ Expectations and Goals in the course
  ∙ Introduction of working organization and work of the participant 
  ∙ Electricity Status of the country: Total installed capacity, Nuclear 
capacity, Expected electricity demand in the future, Plan for increase in 

nuclear portion in the energy mix 

  ∙ Nuclear organization chart of the country (Example categories: Governmental, 
Commercial, Research, etc. 

  ∙ Motivation and reason in NPP introduction
  ∙ NPP Status: Number of NPP, Capacity, Location, Type, Start year of operation
  ∙ Non NP application Status: Number of Research reactor
  ∙ Nuclear Projects on planning or implementing 
  ∙ Prospects in introduction or increase of NPP specific to the country
  ∙ Limits in introduction or increase of NPP specific to the country
  ∙ History of nuclear usage in the country
   2014년 KOICA/KAERI/IAEA 원전기획 및 사업관리 과정  연수생 제출 국별보고 

자료와 액션플랜 검토를 통해 도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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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기대효과

 개도국 원자력 실무자에게 원자력 발전소 도입과 건설에 필요한 원자

력 정책 및 기술경험을 제공하여 원전 도입 시 절차 이행을 실질적으

로 도움

 원전 도입 외 방사선이용분야의 연구와 활용가치를 소개함으로써 상

대적으로 단기적인 경제, 사회적 성장 방안을 고려할 수 있게 함 

 한국의 원자력 도입과 개발, 원자력 기술 자립 등의 성과를 강의와 

시설견학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한국의 기술을 홍보하고 원전시장 진

출 여건 조성에 기여

 연구원 전문가와 참가자 간의 네트워킹 증대와 향후 협력기반 형성

사.  향후 진행방향

2014년 6월 과정 개최 협의 시 한국국제협력단과 연구원은 올해 과정 운영  

종료 후 주제 변경과 과정 개선 방안에 대해 재논의하기로 하였으며, 위 논의의 결

과에 따라 2015년과 그 이후 실시되는 과정은 기존 과정과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

로 예상된다. 하지만 본 과정은 기본적으로 한국의 원자력 경험을 개발도상국에 공

유하여 개도국의 경제 사회적 발전을 도모하는 목적을 기반으로 유지하게 될 것이

다.

8. IAEA Regional Training Course on conducting computer 

security assessments

가. 과정개요

 과정명: IAEA Regional Training Course on conducting computer 

security assessments (국문: 컴퓨터 보안 평가 이행을 위한 

지역훈련과정)

 개최목적 

   - 원자력시설 컴퓨터 보안분야의 최적 경험 공유

 주최/주관: 한국원자력연구원/IAEA, 외교통상부

 일시: 2014. 11. 26 ~ 11. 28

 장소: 한국원자력연구원 국제원자력교육훈련센터, 대전

 대상: 아태 지역 IAEA 회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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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인원: 총 14 국 24 명 (세부 명단은 부록 참조)

[그림 4.2.19] 컴퓨터 보안 평가 이행을 위한 지역훈련과정 기념사진

나. 개최배경

 원자력시설의 컴퓨터 보안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험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에 대한 공동 논의를 위해 개최됨.  

 IAEA와 연구원의 계측제어 인간공학연구과제와 협의에 따라 진행되던 

가운데 외교통상부의 참여로 1주일 과정이 2일은 한국원자력통제기술

원에서 나머지 3일은 연구원에서 진행됨. 

다. 주요연수내용

1) 연수 구성 및 과목 별 세부 내용

 컴퓨터 보안 평가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음

<표 4.2.11> 과정 구성

Topic Lecturer 

Wednesday - 26 November 2014

Assessment Overview
Mr. Michael Rowland 

(IAEA)

EDF - Security Assessments  Lessons Learned Mr. Yannick Reboul 
(EDF, France)

US-NRC - Security Assessments  Lessons Learned Mr. Guy Land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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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과정 평가와 개선점

1) 과정 평가

 평가방법: 연수생 만족도 설문과 담당자 모니터링은 해당사항 없음

2) 개선점

(PNNL, USA)

Shapash Facility Overview
Mr. Michael Rowland 

(IAEA)

Exercise 1 - Conduct a  Pre-Assessment Team Meeting
Mr. Michael Rowland 

(IAEA)

Computer Security at Nuclear  Facilities (NSS17/NST036) Mr. John Sladek 
(OPG, Canada)

Assessment Planning Process
Mr. Yannick Reboul 

(EDF, France)

Exercise 2 - Developing an  Assessment Schedule Mr. Yannick Reboul 
(EDF, France)

Day 3 Review Mr. Michael Rowland 
(IAEA)

Thursday - 27 November 2014

System and Security Domains
Mr. Guy Landine 

(PNNL, USA)

How to build an Assessment Plan Mr. Yannick Reboul 
(EDF, France)

Exercise 3 - Planning the  Assessment Mr. Michael Rowland 
(IAEA)

Conducting an Assessment  Overview and Document Review Mr. Yannick Reboul 
(EDF, France)

Conducting an Assessment -  Interview
Mr. Guy Landine 

(PNNL, USA)

Conducting an Assessment -  Technical Verification - 
Passive Monitoring

Mr. Christopher 
Spirito (MITRE,  

USA)

Demonstration of KAERI  Inspection and Assessment Tools Dr. Cheol-Kwon Lee 
(KAERI, ROK)

Conducting an Assessment -  Technical Verification - 
Active Methods

Mr. John Sladek 
(OPG, Canada)

Day 4 Review Mr. Michael Rowland 
(IAEA)

Friday - 28 November 2014

Concepts for Evaluation  Reporting
Mr. Michael Rowland 

(IAEA)

Exercise 4 - Preparing the  Evaluation Report All Experts

Exercise 4 - Preparing the  Evaluation Report (Continued) All Experts

Presentation of Evaluation  Reports Participants

Open Discussion - Course  Evaluation Participants/Experts

Closing Remarks

Dr.Cheol-KwonLee(KAE
RI,ROK)

Mr.MichaelRowland(IA
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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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분한 참가자 선정 기간 확보

당초 연구원과 IAEA간 지역훈련과정으로 진행되었던 과정이 정부의 참여로 

일정과 참가자 선정이 지연되었다. 참가자의 경우 도착일 전까지 참석여부를 확인

할 수 없을 정도로 촉박하게 진행되었음에 따라 향후 정부의 참여 시에는 과정의 

잠정적 연기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과정 계획 시 충분한 준비 기간을 확보하는 것

이 중요하다. 

마. 기대효과

 연구원이 원자력시설의 컴퓨터 보안분야에서 타 기관들을 선도하여 

옴을 전 세계 원자력 기관에 홍보

바. 향후 진행방향

교육 과정이후 IAEA에서 진행된 12월 기술회의에서 내년도에도 우리나라에서 

국가훈련과정(National Training Course) 개최를 요청받았다. 대상 학습자가 발전

소 운전요원들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한수원 본부와 인재개발원에 요청하여 추진

할 예정이다. 

9. KAERI-NWU e-Learning Course on Nuclear Power Technology

NWU 이러닝 과정은 개발단계에서 시행한 예비시범과정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2014년 6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4개월에 걸쳐 시범과정을 운영하였다.

가. Kick-off 

1) Kick-off 개요

 일시: 2014년 6월 30일(월) 15:30 

 장소: INTEC 1층 소회의실

 참석자: 

   - KAERI: 남영미, 지성균, 노시표, 김효정     

             - NWU: Dr. Anthonie Cilliers, Ms. Lilian, Ms. Dalien, Students

 진행순서

    15:30~15:35 Introduction by Dr. Anthonie Cilliers (NWU)  

    15:35~15:40 Introduction by Dr. Nam (KAERI) 

    15:40~15:50 Presentation by Dr. Zee (KAE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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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troductionofthecontents,outcomes,andeachlecturerofsub-SC1

    15:50~16:00 Questions by students

    16:00~16:05 Conclusion by Dr. Antonie Cilliers (NWU)

          - 한국 시각 08:00 시작 (테스트는 07:30 시작)

 

[그림 4.2.20] KAERI-NWU Kick-off (Adobe Connect) 

나. 과정운영 

1) 실시개요

 과정명: KAERI-NWU Pilot e-Learning Course on Nuclear Power

Technology

 과정의 목적

   원자력 정책 개발 전문가를 위한 원자력 기술 기초 지식 습득하고NWU 

원자력정책석사과정 적용을 위한 표준화된 교안, 실시간 화상회의, 

학습관리시스템 운영 등의 사전 점검 및 시험 적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일시: 2014. 6. 30 ~ 10. 31 (4 개월간)

 장소: eFundi (NWU학습관리 시스템)

 공식언어: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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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정 참가자 및 강사진 (세부명단 부록참고)

대상

  - NWU 원자력 정책 석사 과정을 수강하고자 하는 원자력 유관기관 근

무자 10명

참가 자격 및 경력

  - 이공계 분야의 학사학위 및 이에 준하는 교육을 이수한 후, 원자력 

또는 과학기술 정책 분야에 종사하거나 학위과정에 있는 자

참가생 및 구성 : 15인 내외

  - 외국인 이러닝 전문가 3인 및 학생 10인 : 총 13인

  - 내국인 이러닝 전문가 및 tutor : 약 2인

<표 4.2.12> 양측 Tutor 구성

기관 이름 역할

NWU

Dr. Anthonie Cilliers
- ESKOM(남아공국가전력청소속)

- KAERI-NWU Pilot Course 총괄

Mr. Gerrit Botha
- NWU 원자력공학과 소속 기술자

- efundi 유지관리 및 기술적인문제담당

Ms. Dalien
- NWU 원자력공학과 소속 

- 예비과정 학생관리

KAERI

노시표
-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

- KAERI-NWU Pilot Course 총괄

김효정
- 한국원자력연구원 소속

- Pilot 과정운영 지원

다. 주요연수내용

1) 과정의 구성

 ICT를 활용하는 이러닝 위주로 구성(내용: 원자력 기술)

<표 4.2.13> 과정의 구성

구 분 목 적 내 용 시간

이론

원자력 공학과 방사선 물리 등의 

기본 지식 습득

원자력, 핵물리학 일반, 
방사선물리와 환경, 원자로 물리
열 발생과 전달

40

원자로의 기본 특성과 원자력 

발전에서의 열역학 기반 이해

전력 생산의 원리, 원자로 특성, 
원자력발전의 열역학, 
개량원자력시스템

 40

원자력 발전 기본 기술 습득과 

최신 기술 소개

중소형원자로의 일반, 가압경수로 

개관, SMART, 가스고온원자로, 
고속중성자 원자로

40

핵연료의 전주기를 이해함으로서 

안전한 사용 후 원전연료 보관 

기술 이해

핵연료주기활동 소개, 선행 

핵주기, 후행 핵주기, 핵연료 

사이클 경제성
40

              합  계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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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rt Course 별 진행

하나의 단기과정은 4주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첫째 주는 Kick-off, 둘째 주는 

이러닝 수강과 Self-Study, 셋째 주는 Tutorial Session, 그리고 마지막 주는 

Fianl Assessment로 진행된다.  

2) eFundi: 남아공 NWU 학습관리시스템

 로그인: 남아공 NWU 학습관리시스템

http://efundi.nwu.ac.za/portal에 접속해 NWU Tutor가 부여한 ID와 비밀

번호로 아래와 같이 로그인을 하면 이러닝과정을 수강할 수 있다.

 Home: 상단에 단기코스 종류(Pilot 1, Pilot 2)를 선택을 하면 해당 단기

코스로 접속할 수 있다.

 Schedule: 해당 단기코스의 진행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

 Announcement: Tutor의 공자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Resources: KAERI측에서 제작한 강의 콘텐츠 및 강의자료를 확인할 수 있

다

 Assignments: 해당 단기코스의 과제 및 제출기한 등이 나타나있다.

 Test & Quiz: Quiz와 Final Test를 확인하고 응시할 수 있으며 응시 후에 

제출하면 제출 날짜가 표시된다.

 Grade Book:  Quiz와 Final Test제출 후 이 메뉴에서 성적을 확인 할 수 

있다.

 Chat Room: 접속자 사이에서 대화가 이뤄지는 공간이다.

 Site info: 홈페이지 정보 및 관리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Forums: 학습자와 강사 사이에서 Discussion이  이뤄진다.

 Lessons: Quiz와 Final Test 후 학생들 사이에서 의문점이 생길 경우 학

생들 사이에서 먼저 의문이 생기는 문제에 대한 협의가 이뤄진다. 이 때, 

이 메뉴를 이용하여 학습자간의 학습이 이뤄진다.

 Polls: 교육생의 투표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메뉴이다.

 Help: 학습관리시스템 사용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 메뉴를 이용하

여 관련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다. KAERI의 피드백 

시범과정 진행중 KAERI 측의 피드백은 다음과 같다.

첫째, Tutorial Session 진행방법에 대한 의견과 해결방안이다.

NWU는 각 Short Course별로 3번째 주에 Face-to-face Adobe Connect 형태로 

실시간 Tutorial Session을 진행하기를 요구하였고 이에 KAERI는 2014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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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ERI-NWU 워크샵에서 작성한 회의록을 근거로 face-to-face Adobe Connect 형태의 

Tutorial Session에 대해 논의된 바가 없음을 전하였다. NWU는 회의록에는 누락되

었으나 워크숍 발표자료에 해당사항이 언급되어있으니 face-to-face Adobe Connect 

형태의 Tutorial Session으로 진행하기를 요구하였고 KAERI는 강사 섭외 어려움, 

지난 kick-off시 연결상태의 불안정 경험으로 실시간 Tutorial Session의 진행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전달하며 Email Tutorial형태로 진행하고자 하는 의견을 전

달하였다.

KAERI측이 우려하는 점은 Tutorial Session이 Face-to-Face로 진행될 때 강

사섭외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시간 화상 연결 시 소통 또한 수월하지 않으며 이

의 향후 지속가능한지에 대한 것이었다. NWU측에서 요구한 Face-to-Face Tutorial 

Session의 형태 또한 튜터와 학생간의 질의응답으로 구성되며 사전 준비된 질의응

답으로 진행되기에, 실시간 화상연결의 어려움과 노력을 감안하면 email tutorial

이 공동목적을 달성하는데 더 효과적인 효율적인 방법이라 판단하고 문제를 해결하

였다.

둘째, 콘텐츠 유출 위험에 관한 의견과 해결방안이다.

NWU측은 시범운영과정에서 강의 녹화 파일(mp4)과 강의자료 파일(ppt)이 등

록학생(10명)과 Tutor에 한하여 남아공 학습관리시스템(eFundi)와 자료공유사이트

(Dropbox)에서 자유롭게 다운로드 가능한 운영방법을 선택하였다. 이는 KAERI-NWU 

Pilot Course에 등록된 학생이 사전 콘텐츠 기밀유지 서약을 하지만 자유롭게 다운

받을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여전히 콘텐츠 유출 위험에 대해 안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본 과정 운영 시 강의자료를 다운받지 못하는 

형태의 학습관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컨텐츠 배포에 관한 서약을 강화해야한다. 

  

라. 남아공 NWU 대학원과정 단기코스 시범과정 평가

개발단계에서 개발한 사전사후 퀴즈 및 설문지를 통해서 시범과정 평가를 진

행하고 있으며 현지상황으로 인하여 설문지 및 시험결과를 통한 결과 평가는 다소 

늦어지고 있어 최종평가내용을 수록하지 못하였다.

제 3 절 국제 원자력교육훈련 종합 평가

1. 운영 현황

2014년 운영했던 국제 원자력 교육과정은 총 9개 과정으로, 30개국으로부터 

179명이 참가하였다. 이에 대한 자료는 <표 4.3.1>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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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 2014년도 국제 원자력 교육과정 운영 현황

2014년에 실시한 국제교육과정 9개 교육과정 중 7개 과정에 대하여 교육 훈

련생들을 대상으로 교육 전후에 설문분석을 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3.2>와 같

이 대부분 5점 척도에서 대략 4.5이상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NWU 교육과정의 평가

는 현지상황으로 인해 진행 중이다. 자세한 평가 분석은 부록에 첨부하기로 한다.

공동주관 교육과정명 일시
국가

(수)

인원

(명)
교육내용

IAEA

IAEA Workshop on Tools 

and Methologies for 

Nuclear Reactor 

Technology Assessment

4.7-4.11 14 21
원자로형(경수로, 중수로 

등)간 비교평가 교육

KOICA

Capacity Building of 

the Egyptian Nuclear 

Power Plants  

Authority(NPPA)

5.22-6.11 1 15

이집트 원자력발전청을 

대상으로 원전 프로젝트 

관리 및 이행 실무 교육

WNU

Key Issues in the 

World Nuclear 

Industry  Today

5.21-23 2 41
원자력산업현황에 대한 

최신 정보 및 전망 교육

산업부

Czech Human Resources 

Development Program 

on Civilian Nuclear 

Energy

6.23-25 1 20
원자력 기초 및 연구개발 

분야 교육

RCARO

RCARO/KAERI Regional 

Training Course on 

Radiation Application 

Technology 

10.9-24 12 14
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방사선기술에 대한 교육

KOICA

Regional Training 

Course on Nuclear 

Energy Policy, 

Planning and Project 

Management 

10.9 31 8 9
원자력 정책, 기획 및 

프로젝트 관리 교육

Jordan

KAERI Training Course 

for Jordan Research 

and Training Reactor  

(JRTR) Operating 

Staff

10.13-11.28 1 25
요르단 연구로 운영요원 

교육

IAEA

IAEA RTC on 

Conducting computer 

security assessments

11.19-21 14 24
원자력시설의 컴퓨터 

보안 교육

NWU

KAERI-NWU E-learning 

course on Nuclear 

Power Technology

6.30-10.31 1 10

원자력정책전문가를 위한 

원자력기술 기초지식 

이러닝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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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2> 2014년도 국제 원자력 교육과정 만족도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국제교육팀에서 운영한 총 9개 교육과정에 대한 결과를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환경, 강사로 구분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표 4.3.3>. 전체 교육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문제점은 외부강사에 비해 원내강사의 질적 수준이 떨어져 교육 

훈련생들의 만족도가 떨어졌다는 것이다. 향후 강사양성과정을 도입하여 강의 스

킬, 자료 작성법 등의 강사 역량을 향상시키고 사전 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훈

련생들이 만족하는 교육과정을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방법에 있어서 일방적인 

강사의 지식전달로  강사와의 질의응답 시간이 부족하고, 참가자들 간의 현안에 대

해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를 반영하여 사전에 강사와 협

의하여 강의 형태를 강의와 토의를 혼합한 형태로 구성하고, 강의 전·후 쉬는 시간

을 충분히 배정하여 강사와 학습자간에 질의응답 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겠다.  

<표 4.3.3> 2014년도 국제 원자력 교육과정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교육과정명 만족도

IAEA Workshop on Tools and Methologies for Nuclear Reactor Technology 

Assessment
4.75

Capacity Building of the Egyptian Nuclear Power Plants  

Authority(NPPA)
4.6

Key Issues in the World Nuclear Industry Today 4.3

Czech Human Resources Development Program on Civilian Nuclear 

Energy
4.5

RCARO/KAERI Regional Training Course on Radiation Application 

Technology 
4.9

Regional Training Course on Nuclear Energy Policy, Planning and 

Project Management 
5.0

구    분 문제점 개선방안

교육내용

교육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구성 

강의수준 낮음

단일국 대상 연수의 경우, 자국 상

황에 맞는 교육과정 요구

많은 양의 교육내용으로 인한 지식 

습득 어려움

연수생에게 교육목적에 대해 사전에 

인지시키고, 교육개발자는 교육 목적

에 부합하는 교과목 구성

강사의뢰 공문 발송 시 교육목적에 

부합한 자료 작성 요청

강의 수준 및 관심내용에 대한 사전 

조사 방안 개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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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2015년 원자력교육훈련 추진 계획

2015년에 추진하도록 계획된 국제원자력교육훈련과정은 아래에 제시한 바와 

같이 8개 과정이다. 이에 추가하여 연구원의 고유기술에 대한 교육훈련과정을 개발

할 계획이다.

단일국 대상 연수의 경우, 해당 국

가의 니즈에 충실한 과정 개발 필요

강의 종료시 강의내용 wrap-up시간 

제공

교육방법

강의사전 지식 제공 요청

참가자 간 지식교류 및 네트워킹 시

간 부족

교육과정 시작 전 사전교육자료 배

부

강의+토의 혼합한 강의구성 및  참

가자 소개 등의 오리엔테이션 도입 

교육환경

출입증 발근시간 부족

참가자 간 지식교류 시간 부족

무슬림 식사 제공 어려움

출입증 발급 시간을 충분히 고려한 

시간표 작성

참가자 간 지식교류 시간 부족

일부 참가자를 위한 식사 제공은 어

려우며, 식당정보를 주고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함

강사

강의시간 초과

강사와 연수생간 커뮤니케이션 부족

사내강사의 강의스킬 부족

학습자 수준에 맞지 않는 강의로 내

용파악이 어려움

강의 전/후 쉬는 시간에 강사 대기

요청 

강사와 사전 협의 시 질의응답 시간

을 고려한 강의시간 안내

실제 강의할 내용으로 강의자료 구

성 (추가 제공 자료는 별도로 제출)

강사양성과정 도입을 통한 강사 역

량 향상

사전 협의회 운영 활성화

강사에게 교육생에 대한 사전정보

(학습수준, 전공 등)를 미리 제공하

여 학습자 수준에 맞는 강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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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1> 2015년 국제원자력교육훈련과정 추진계획

공동주관 교육과정명 일시 교육내용

KOICA

Capacity Building of the 

Egyptian Nuclear Power Plants  

Authority(NPPA)

5월 (예정)
원자력 발전 사업 

관리 및 이행 실무

IAEA

IAEA Interregional Course on 

Fundamentals of PWR using 

PC-based Simulator

5월 18일 - 

22일

PC 기반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경수로 

기초 이해

IAEA

IAEA Regional Training Course 

on air pollution monitoring 

using nuclear analytical tech-

nology

6월 (예정)
원자력해석기법을 

이용한 대기오염 

모니터링

WNU

WNU Course on "Key Issues in 

the World Nuclear Industry  

Today"

7월 (예정)
원자력 산업현황에 

대한 최신 정보 및 

전망

RCARO

RCARO/KAERI Regional Training 

Course on Radiation 

Application Technology 

10월 (예정) 방사선 이용기술

KOICA/

IAEA

KOICA/IAEA/KAERI Nuclear 

Energy Policy, Planning and 

Project Management

10월 (예정)
원전도입 정책 및 

사업 관리

UST
KAERI International Nuclear 

Academy Master Course
연중 원자력 석사과정

UST
KAERI International Nuclear 

Academy Ph.D. Course
연중 원자력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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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국제원자력교육훈련센터(INTEC) 운영

제 1 절 운영 개요

2002년도에 개관하여 운영 중인 국제원자력교육훈련센터(International 

Nuclear Training and Education Center, INTEC)는 원자력교육센터에서 주관하여 

IAEA, WNU 등 국제기구에 의해 선발 및 파견된 중견 기술자와 고위 정책입안자를 

위한 교육 및 숙박시설로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연구원 정문에 인접

한 지리적 위치 덕분에 국제 학술대회, 심포지엄 및 교육 행사장으로도 이제 입지

를 확고히 했다. 그러면서 교육 및 행사장으로의 수요가 점차 확대되는 것에 부응

하고자 2011년도에는 기반시설 확보차원에서 회의실들을 확보 하였다. 

2012년에는 국제원자력교육훈련센터를 단순히 원자력교육센터 주관 행사 뿐 

아니라 원내외 고객들에게 보다 더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편의시설

과 고객 지향 문화 조성을 위한 야외 행사장 마련을 위한 시설 설비를 보완하였다. 

이로 인해 기존 최대 규모인 강당에 기준한 행사가 아니라 더 큰 규모의 행사 유치

가 가능해졌고, 나아가 지역 사회와 유대를 긴밀히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각종 문화 

콘텐츠 개발 및 행사 개최 유도가 가능해지도록 발전하여 명실상부 지역사회에 이

바지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했다. 참고로 각 시설별 세부내용은 <표 5.1.1>과 

같다.

<표 5.1.1> 국제원자력교육훈련센터 시설별 명칭 및 세부 내용

구분 시설 사용목적 설비
수용가능

인원

아토피아관

우남홀 강당
전자교탁, 음향설비, 

프로젝터, 조명 등
128인

대회의실 국제 콘퍼런스
전자교탁, 음향설비,

프로젝터 등
28인

소회의실I 회의, 세미나 전자교탁, 프로젝터 15인
소회의실II 회의, 세미나 전자교탁, 프로젝터 15인
분임토의실 회의 컴퓨터, 프로젝터 10인

대강의실 교육, 강의

전자교탁, 음향설비,

프로젝터, 강사 위치

추적 장비 등

56인

중강의실 교육, 강의
전자교탁, 음향설비,

프로젝터 등
4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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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운영 실적

1. 아토피아관

[그림 5.2.1] 최근 5년간 아토피아관 활용도

  

[그림 5.2.1]은 최근 5년간 아토피아관의 이용실적 및 수입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2011년도의 경우 신규 회의실 증설로 인해 150%에 가까운 이용실적 증가를 

거두었지만 그 이후로는 회의실 사용이 거의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아토피

아관 7곳의 시설 가동률이 현재 최대치로 유지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수입의 경우 2011년 이후 소폭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2014년도의 경우 

지난 해 대비 약 5천만 원 가까이 수입이 줄어들었는데 이는 이용료 혜택을 받는 

원자력교육센터 주관 행사가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아토피아관의 경우 그동안 고객이 온라인을 통한 아토피아관 이용신청에 익

숙해지고 웹 사이트 활용이 점차 활성화되면서 한 건의 예약 신청을 통해 여러 날

의 예약을 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실제 가동률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실제 이용시간을 시설별로 조사하여 1년간 아토피아관 실가동률을 

야외 행사장 이동식 음향설비, 의자 등 

지하 우천 시 야외 행사장 부대시설로 활용

누리관
객실 샤워시설, 책상, 침대, 에어컨 등

48인

(2인*24실)
편의시설 취사시설, 휴게실, 체력단련실, 세탁실, 기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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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보았다. 

1월부터 12월까지의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실제 가동 가능일수는 248일이

고 아토피아관은 총 7곳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총 15,624시간이 실제 가동 

가능 시간이다. 그리고 실제 이용시간은 5,907시간으로 약 38%가 실제 사용되었음

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아토피아관의 특성상 연구원 행사 위주로 운영이 되는데다 

큰 규모의 워크숍 보다는 회의나 교육 등이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야 

한다. 실제로 올 한 해 동안 강당의 행사는 63건으로 전체 1,073건 대비 357시간, 

5.8%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강당을 제외한 1,010건의 실제 가동률을 시간으로 

알아보면 6개소, 248일, 총 가동가능시간 13,392시간 중 5,550시간으로 약 41%정도

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전국의 컨벤션센터들의 평균 가동률이 50% 내외를 기록하

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아토피아관은 앞으로 활용 증대를 위한 노력이 뒷받침되

어야 함을 의미한다. 

2. 누리관

 

[그림 5.2.2] 최근 5년간 누리관 활용도

[그림 5.2.2]는 최근 5년간 누리관 이용실적 및 수입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누리관은 2012년부터 활용률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성상 국제교육과정 진행 

시 참가자 숙박의 증가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활용률 증대를 가져올 수 없는 한계

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올해의 경우 주무부서

인 국제교육팀에서는 4월 IAEA과정, 6월 KNA 과정 두 차례만 참가자들의 숙소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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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었고, 더구나 10월에 약 5주간 계획되어 있던 JRTR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요르

단 참가자 전원이 누리관에 도착한 후 하루 이틀 새 외부 숙소로 이동하게 되면서 

제대로 수요 예측 파악이 안 된 점 역시 활용률 하락에 영향을 준 요인이라 하겠

다.

특히 올해에는 IAEA의 1인 1실 사용지침에 따라 전 객실을 2인실에서 1인실

로 리모델링하려고 계획하였으나 예산 등 여러 문제들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국내 사용자의 경우 원외 고객이 누리관 이용 시 신용 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점 등 현실적인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아서 내년에도 활용률 증대의 결과

를 가져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제 3 절 운영 개선 및 보완

최근 국제원자력교육훈련센터는 3개년에 걸쳐 시설 보수 및 개선을 통한 선

진화를 위해 꾸준한 투자를 해왔다. 따라서 지난 해 부터는 물리적인 부분에 대한 

투자 보다는 운영의 효율화를 가져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토피아관의 경우 회

의실 증설 후 안정적인 활용률을 보여주고 있으나, 누리관의 경우 2012년부터 활용

률이 감소하면서 전체 수입 역시 감소하여 이에 대응하는 운영 방안이 필요하였다.

1. 시설 개선 및 보완 사항

아토피아관의 지난해 경우 강당에서 수용 불가능한 대규모 인원이나 지역 사

회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고자 야외 행사장을 개장하였으나 10월 개장식 이후 단 한 

건의 행사도 치르지 못했다. 당초 야외 예식이나 연주회 및 전시회 등 여러 행사를 

유치하여 국제원자력교육훈련센터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 원내 직원 및 지역 주민

들에게까지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체험케 하고자 했던 기획 의도와 달리 예산만 소

요되고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가장 큰 사유로 공간에 대한 별도의 

홍보가 부족했던 점도 있지만 야외 행사를 치를 수 있는 계절이 한정되어 있는데다 

우천 시 이를 대체할만한 공간이 없던 점 역시 한 이유라 판단되어 이를 보완할 방

법을 모색하였다. 그 대안으로 등장한 장소가 바로 아토피아관 지하 공간이다. 이

곳은 방사선종합상황실로 운영되다가 상황실이 다른 건물로 이전한 후 연구원 공간

배정위원회에 의해 교재와 장비 보관 장소로 승인 후 해당 용도로 사용되어 왔다. 

지하 공간은 방 구분이 없이 한 공간으로 트여있고 대규모 인원을 수용하기에 충분

히 넓어 대체 공간 마련 목적에 적합하였다. 기존에 어수선한 내부를 정리 및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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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우천 시 야외행사장의 대체로 이용하거나 우남홀에서 뷔페 이용 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 시켰다. 그러기 위해 먼저 기존에 남아있던 집기류 등을 정

리하고 무빙 월을 세워 공간을 분리하였다. 

[그림 5.3.1] 아토피아관 지하 무빙 월 모습

 [그림 5.3.1]과 같이 공간을 아예 막아서 분리한 것이 아니라 천장에 레일

을 설치하여 이동이 가능한 칸막이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필요 시 넓게 혹은 좁게도 

지하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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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컨벤션센터의 활용률이 계속 증대되고 인근 지역에도 호텔이 들어서면서 

아토피아관이 국제원자력교육훈련센터로서의 입지가 점점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실제로 활용률도 보합세인 현재 상황에서 기존에 갖춰진 인프라를 최대 활용

할 수 있도록 원자력교육센터 차원에서 워크숍과 세미나 등의 유치를 위한 홍보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2. 운영 및 관리 효율화

가. 운영 현황

1) 시설별 활용 현황

<표 5.3.1> 국제원자력교육훈련센터 시설별 활용 현황

2002년 개관 이래 시설별 활용 현황은 위 <표 5.3.1>와 같으며 2014년 12월

까지의 누적자료이다.

2) 운영 인력 현황

국제원자력교육훈련센터는 운영을 위한 인력을 도급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활

구분
아토피아관 누리관

방문인원 행사건수 m/d

2002 3,460 289 3,724

2003 8,098 463 4,501

2004 9,916 522 4,016

2005 17,366 383 3,751

2006 18,521 477 4,616

2007 18,899 509 5,417

2008 16,211 492 4,262

2009 19,249 571 3,632

2010 22,106 678 3,949

2011 25,060 1,015 4,622

2012 19,665 1,069 4,073

2013 20,141 1,111 2,659

2014 17,759 1,073 1,929

누계 216,451 8,652 5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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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고 있다.

 계약 사항

   - 현재 계약 업체 및 기간: (주)대흥, 2014.03.01. - 2015.02.28. 

 인력 활용 현황: 6인(INTEC 도급 채용 인력: 5인)

   - 도급 업무 현장 관리자: 1인

   - 누리관 야간 관리 업무: 2인

   - 누리관 린넨 업무: 1인

   - 행사지원 및 이용 고객 관리자: 1인

   - 아토피아관 청소 업무: 1인(시설팀 용역업체 소속)

나. 관리의 효율화 방안

1) 도급 인력 축소

지난해까지의 국제원자력교육훈련센터 이용 실적 및 수입과 관련된 추이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업무량 및 실제 수입 대비 인력의 과다 투입이라 판단되어 올

해 새로이 도급 용역 체결 시 인력의 활용에 변화를 주었다. 특히 누리관 린넨 업

무의 경우 가동률 대비 업무량의 현저한 저하로 1인으로 축소하고 필요 시 일용직 

근로자를 채용하여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질의 저하는 가져오지 않으면서 고정 

1인 인건비를 줄일 수 있었다. 또한 아토피아관의 과거 3년 동안 시설투자를 통한 

전자교탁 및 기타 행사 장비의 보급으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쉽게 행사 지원이 가

능하도록 되었고 이용실적 또한 비슷한 상황이므로 기존 인력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이용하여 고정 인건비를 감소시킬 수 있었다.

1년 단위로 도급 용역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실제로 내년 3월부터 새로이 

체결되는 용역 서비스 내용 중에는 누리관 야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2인을 24시

간 격일 근무제로 변화시켜 현재 주간에 누리관에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는 단점을 

보완할 예정이다.

2) 국제원자력교육훈련시스템 구축 계획

현재 국제원자력교육훈련센터를 도급 계약을 통한 인력을 활용함에 따라 여

러 가지 업무상의 문제점들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도급 계약 당시 작성된 과업 지

시서 등에 따른 업무의 엄격한 분리 및 관리가 필요하여 새로이 국제원자력교육훈

련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의 목적은 국제원자력교육훈련센터 운영 시 수반

되는 업무들을 기능별로 구분하고 다시 담당자별로 나누어 현재 활용 중인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보완하고 그 용역업무의 감독을 확실히 하고자 함에 있다. 특히 도

급 인력들이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후 임대하는 방식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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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출결 및 업무 관리와 운영 실적 등과 같이 수급 업체에 제공해야 하는 자료들

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보다 양질의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현재 위와 같은 시스템의 구상이 완료된 단계이고 내년 상반기에 예산이 확

보 되는대로 구체적인 기능을 갖춘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것이 완성되면 투

입인력이 교체되거나 어떤 불가피한 일이 발생해도 업무의 연계성이 확보되는 등 

긍정적인 기대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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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및 건의사항

본 과제는 세계 일류의 원자력 인재육성을 추구하며 원자력 교육훈련의 글로

벌 리더로 나아가기 위해  중점추진 목표를 세계수준의 국제 원자력교육훈련 과정 

개발과 운영, 국제교육훈련과 인력양성 협력 선도, 세계 수준의 국제 원자력교육훈

련 인프라 강화 및 시설 운영의 3개 분야로 나누었고, 이에 대한 총괄적인 성과는 

다음과 같다. 

 세계수준의 국제원자력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9건, 179명)

   - 원자력 연구개발 기술 해외수출을 위한 신규 교육프로그램 개발운

영(1건, 25명)

      * 요르단 연구로 운영요원 과정

   - 국제기구 협력 과정( 4개 과정, 99명)

      * IAEA 원자로형기술평가 방법론 과정, 원자력산업현안 주요현안 

과정, 방사선응용 기술과정, 개발 및 프로젝트 관리 과정, 

원자력시설의 컴퓨터 보안 평가 지역훈련과정 등   

   - 개도국 기술공여과정(2개 과정, 25명)

     * 원자력정책, 이집트 원자력발전 계획 수립 과정 

   - 연구원 수출 협력 과정(1개 과정, 20명)

     * 체코 원자력 인력양성 실무 교육과정

   - 양국 협력 과정(1개 과정, 10명)

     * 남아공 이러닝 과정

 국제 원자력 교육훈련/인력양성 협력 선도

   - 국제기구 협력 및 교육 네트워크 활동 강화

     * IAEA 인력양성 컨퍼런스(5월), FNCA 인력양성 워크샵(7월), 아프

리카 교육훈련네트워크회의(9월), 방사선방호 운영위원회(12

월)(4건)

   - 방문 프로그램 등 양국간 인력양성 협력(6국 10회)  

     * 원자력중견국과 양자 인력양성 협력 (남아공 2건)

     * 원전신규도입국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지원협력 (사우디 2건, 필

리핀 1건, 말레이시아 2건, 베트남 2건, 탄자니아 1건)

 국제 원자력 교육훈련 인프라 구축

   - 원자력발전기술 단행본 책자 발간(1편), 교육교재 편찬(9편)

   - 교육훈련 시설 및 장비 개선(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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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훈련 시설 운영(11월말 현재)

      * INTEC 활용(979건), 누리관 사용(1,799실)

본 과제의 주요 성과 중 특기할만한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09년 수주한 요르단 연구로 건설 계약에 따라 연구원과 대우건설 컨

소시엄은 연구로 운영요원 등을 교육하기로 하였다. 본 과제는 연구원 원자로개발

단과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요르단 연구로 예비 운영요원을 대상으로 교육

을 실시하였다. 이는 연구원 연구개발기술의 해외 사업 수주를 위한 필수 항목 중

의 하나인 교육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강의실 교육과 함께 실제 연구로 현장에서 현

장방문교육(OJT)를 병행하여 교육효과를 증진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교육센터

는 본 과정을 통해 우리나라 연구 개발 기술의 해외사업 수주를 위한 교육훈련 프

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노하우를 축적하는 한편, 향후 네덜란드 델프트공대 연구로 

개선사업 등 해외사업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능력을 개발할 수 있었다. 

둘째, 남아공 NWU(North West University)와 공동으로 원자력 정책 석사과정

에 활용하기 위하여 원자력발전기술에 대한 이러닝 컨텐츠를 개발하고 남아공 NWU 

대학생을 대상으로 시범과정을 성공적으로 운영하였다. 남아공 NWU의 Nuclear 

Energy Policy  MBA 석사과정은 4개 모듈로 16개 단기코스로 구성되고 각 단기코스

는 4학점 40시간으로 구성한다. 석사과정 단기코스 웹기반 교육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하여 한-남아공간 콘텐츠 개발 공동 워크숍을 2회 개최하였다. 개발한 콘텐츠는 

IAEA의 지원을 받아 IAEA 기술회의를 거쳐서 세계적으로 전파할 예정으로 원자력 

교육훈련을 통한 범아프리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원자력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

련하여 향후 교육콘텐츠의 상업적 수출로 연계할 것으로 기대한다. 

셋째, 지난 2013년 유치한 국내 최초 개도국(이집트) 정부기관 대상 과정의 

2차년도 교육을 실시하였다. 금년도 교육과정은 SAT 기반 수요자 요구분석을 통해 

교수 설계를 실시하였고 학습자의 action plan을 지원하였으며 국내 HRD 최고 전문

가를 초청하여 교수요원 양성 교육을 강화하였다.  본 과정을 통하여 우리나라 원

자력 경험을 집중 홍보함으로써 우리나라에 대한 원자력 이해도를 증진하고 국내 

원자력 발전 경험의 공유를 통한 한-이집트 원자력 우호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원자력 혁신 인프라 체험을 통해 국내 원자력 발전기술의 우수성을 홍보하였다. 또

한 맞춤형 원자력 컨설팅을 통한 한-이집트 원자력 인적 네트워킹을 강화하였다. 

최근 연구원의 연구개발 기술의 수출 계약 시 필수요건으로 해당 사업계약 

당사자들의 교육이 포함되고 있다. 이들 해당 사업 계약을 조속히 파악하여 교육 

수요 분석과 개발을 위해 본 과제 참여자의 조기 교육개발 참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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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중진국과 선진국 교육생을 대상으로 연구원의 핵심 기술들을 전수하는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즉 연구원의 대표성과로 자리매김 되는 연

구로, SMART 및 열수력 기술 등을 대상으로 해당 분야별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

하고 이를 실행함으로써 중진국 및 선진국 교육생들의 관심을 끄는 매력적인 교육

훈련 과정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세계 수준의 원자력 인력

을 양성하는 명실상부한 일류 원자력 인력육성기관의 중심으로 한걸음 더 발돋움 

할 것이다. 

본 과제의 장기적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추진해야 한다. 첫째, 

원자력 도입 희망 대상 국가군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중점협력 대상국을 도출하여

야한다. 둘째,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종합적인 개발과 함께 기 교육 인력에 대한 사

후 관리를 포함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기획을 위한 적정수준의 

예산과 인력 증대가 요구된다. 셋째, 국내 교육훈련 기관들 간 인력양성 경험을 통

합하고 우리나라의 인재양성 공통 모델을 개발하여 이를 원자력 도입 희망국들에게 

제공하는 노력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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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2014년 국제원자력교육훈련과정 수행 실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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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국제원자력교육훈련과정 수행 실적표 

분 야 명 과      정      명
기간
(주)

회
수
인원

일                    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국제과정

1. IAEA/KAERI Interregional Training Course on 
Tools and Methodologies for Nuclear Reactor 
Technology Assessment

5일 1 21 7-11

2. WNU-KAERI Course on Key Issues in the World 
Nuclear Industry Today 3일 1 41 21-23

3. Capacity Building of the Egyptian Nuclear 
Power Plants Authority(NPPA) 21일 1 16 22-11

4. Czech Human Resources Development Program on 
Civilian Nuclear Energy 3일 1 20 23-25

5. KOICA/KAERI Nuclear Energy Policy, 
   Planning and Project Management 23일 1 9 8-31

6. RCARO/KAERI Regional Workshop on Radiation 
Technology and its Applications 12일 1 14 13-24

7. 요르단 연구용원자로 운전(시운전 포함) 인력 

양성 
7주 1 29 13-28

8. Regional Workshop and RTC on Computer   

Security for Nuclear Facilities 5일 1 24 24-28

소    계 : 8 과정 8 174



- 109 -

부록2. 국제원자력교육훈련과정 수행 실적표 (1960∼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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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명 연   수   과   정   명 '60-'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계

기술지원
국제과정

  1.1 IAEA Regional Training Course 197 - - 105 - - - - - - - - - - - - 302

  1.2 IAEA 과학자방문 교육 1 - - - - - - - - - - - - - - - 1

  1.3 IAEA Interregional Training Course 27 - - - - - - - - - - - 28 - - - 55

  1.4 IAEA Group Training on NPP Technology 8 - - - - - - - - - - - - - - - 8

  1.5 IAEA Group Training on Simulator 8 - - - - - - - - - - - - - - - 8

  1.6 UNDP/IAEA/RCA Group Training Course 17 - - - - - - - - - - - - - - - 17

  1.7 UNDP/IAEA/RCA Regional Training Workshop 24 - - - - - - - - - - - - - - - 24

  1.8 IAEA/RCA Training Workshop on WASP-IV 19 - - - - - - - - - - - - - - - 19

  1.9 IAEA/RCA Training Workshop on Maintenance of NPP 
Instrumentation and Control Systems

11 - - - - - - - - - - - - - - - 11

 1.10 Training Course for Thai Nuclear Executives 19 - - - - - - - - - - - - - - - 19

 1.11 IAEA/RCA Training Course on Comparative
      Assessment of Nucelar Power & Other Energy
      Sources in Support of Sustainable Energy
      Development

28 - - - - - - - - - - - - - - - 28

 1.12 IAEA/RCA Training Course on Externalities 
Associated with Electricity Generation

      - Concepts and Estimation
20 - - - - - - - - - - - - - - - 20

 1.13 IAEA/RCA Training Workshop on Regional 
Co-operation for Nuclear Power Planning with

      Emphasis on Strategies for Localization,
      Standardization and Technology Transfer

15 - - - - - - - - - - - - - - - 15

 1.14 IAEA/RCA Training Workshop on Factors to be 
Considered in Choosing the Nuclear Power Option

16 - - - - - - - - - - - - - - -
16

  1.15 IAEA/RCA Training Workshop on Quality
       Assurance in Production and Control of
       Therapeutic Radiopharmaceuticals

11 - - - - - - - - - - - - - - -
11

  1.16 Regional Seminar on IAEA Safeguards for the
       21st Century

25 - - - - - - - - - - - - - - - 25

 1.17 Workshop(Meeting) of National Project 
Coordinators for RCA Project on Comparative 
Assessment of Electricity Generation Options

- 11 - - - - - - - - - - - - - - 11



분 야 명 연   수   과   정   명 '60-'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계

기술지원
국제과정

1.18 IAEA/RCA Training Course on Digital 
Industrial Radiography

- 19 - - - - - - - - - - - - - - 19

1.19 IAEA/RCA Training Course on Case Studies to 
Assess the Role of Nuclear Power as a Clean 
Development Mechanism under the Kyoto 
Protocol

- 13 - - - - - - - - - - - - - - 13

1.20 Workshop on IAEA Safeguards - 10 - 9 - - - - - - - - - - - - 19

1.21 IAEA/RCA Workshop on Radiotracers for 
Efficiency Testing of Waste Water Treatment 
Plants

- 13 - - - - - - - - - - - - - - 13

1.22 IAEA/RCA Training Course on Thermal- Hydraulic 
Analyses of Research Reactors

- 13 - - - - - - - - - - - - - - 13

1.23 IAEA/KOICA Training Course on Nuclear Power 
Reactor Technology 

- 20 - - - - - - - - - - - - - - 20

1.24 Seminar on Nuclar Energy Policy and Nuclear Power 
Project Mangement for Vietnam Nuclear High-Level 
Decision-Makers

- - 6 5 - - - - - - - - - - - - 11

 1.25 IAEA Regional Workshop on Neutron Monitoring 
and Dosimetry

- - 6 - - - - - - - - - - - - - 6

  1.26 IAEA Regional Training Course on Use of 
Agency's Methodologies and Tools in 
Greenhouse Gas Abatement Studies

- - 21 - - - - - - - - - - - - - 21

  1.27 IAEA Regional Workshop on Neutron Beam 
Researches 

- - 17 - - - - - - - - - - - - - 17

  1.28 IAEA Regional Training Course on 
Decontamination and Decommissioning of 
Research Reactor & other Small Nuclear  

Facilities

- - 28 - - - - - - - - - - - - - 28

  1.29 IAEA/RCA Regional Training Workshop 
Atmospheric Chemistry and Transport

- - 18 - - - - - - - - - - - - - 18

  1.30 KOICA/IAEA Training Course on Nuclear Power 
Planning and Project Management for  

Middle-Level Managers
- - 20 18 19 - - - - - - - - - - - 57



분 야 명 연   수   과   정   명 '60-'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계

기술지원
국제과정

  1.31 IAEA/RCA Regional Workshop for Project Assessment on 

Isotope Application for Improved Drinking Water 

Resources  Management

- - 18 - - - - - - - - - - - - - 18

  1.32 FNCA Workshop on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n the Nuclear Field
- - 24 - - - - - - - - 36 - - - - 60

1.33 IAEA Workshop on accident Management and 

Emergency Response for Research Reactor
- - - 32 - - - - - - - - - - - - 32

1.34 IAEA Workshop on upgrading of Training 

Facilities/Capabilities
- - - 14 - - - - - - - - - - - - 14

1.35 IAEA Workshop on security and Safety - - - 43 - - - - - - - - - - - - 43

1.36 베트남 연수생OJT(원자력 정책, 원자력 안전 

해석, 열수력학 해석분야)
- - - 3 - - - - - - - - - - - - 3

1.37 Regional Workshop on Projection against Fire 

for Research Reactors and Facilities
- - - - 20 - - - - - - - - - - - 20

1.38 Korea-IAEA Round Table Meeting on Nuclear 

Security
- - - - 20 - - - - - - - - - - - 20

1.39 IAEA Consultancy on the Establishment of a 

Regional ANENT
- - - - 18 - - - - - - - - - - - 18

1.40 Regional Workshop on National Planning, 

Selection and Design of the IAEA TC Project
- - - - 46 - - - - - - - - - - - 46

 1.41 IAEA/RCA Regional Training Course on the role 

of Nuclear Power and Other Energy Options in 

Competitive Electricity Markets 

- - - - 17 - - - - - - - - - - - 17

 1.42 Project Consultative Meeting on Design of RRU 

DB
- - - - 11 - - - - - - - - - - - 11

 1.43 IAEA Consultants Meeting on Status of 

Industrial Scale Treatment of Waste Water
- - - - 13 - - - - - - - - - - - 13

 1.44 IAEA Regional Workshop-Evaluation of Project 

RAS/2/010-"QA and QC of Nuclear Analytical 

Techniques"

- - - - 16 - - - - - - - - - - - 16

 1.45 IAEA Regional Workshop on Application of 

Knowledge Management Techniques and Tools
- - - - 21 - - - - - - - - - - - 21

 1.46 RTC on Radiation Protection and Safety in  

Radiotheraphy
- - - - 16 - - - - - - - - - -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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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명 연   수   과   정   명 '60-'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계

기술지원
국제과정

  1.47 FNCA Workshop on Nuclear Safety Culture - - - - - 29 - - - - - - - - - - 29

  1.48 IAEA Regional Workshop on Research Reactor 

Instrumentation and Control
- - - - - 15 - - - - - - - - - - 15

  1.49 IAEA Regional Training Course on Assessing the 

Role of Nuclear Power and Other Energy Sources
- - - - - 22 - - - - - - - - - - 22

  1.50 IAEA Project Coordinators Meeting on Electronic 

Networking and Outreach
- - - - - 15 - - - - - - - - - - 15

  1.51 IAEA Regional Workshop on Beam Line Application - - - - - 18 - - - - - - - - - - 18

  1.52 IAEA Regional Workshop on Industrial Process 

Gamma Tomography
- - - - - 16 - - - - - - - - - - 16

  1.53 KOICA/IAEA Training Course on Nuclear Projects - - - - - 15 16 14 14 18 14 21 18 17 19 9 175

  1.54 The 1st International Workshop on Nuclear 

Technology for Managers
- - - - - 10 - - - - - - - - - - 10

  1.55 Management Seminar on Nuclear Education and 

Training for Vietnamese
- - - - - 2 - - - - - - - - - - 2

  1.56 Seminar on Korean Nuclear Technology (1차) - - - - - - - - - - - - - - - - -

  1.57 Seminar on Korean Nuclear Technology (2차) - - - - - - - - - - - - - - - - -

  1.58 IAEA Final Progress Review Meeting of the 

Project on Application on Food Irradiation for 

Security Safety and Trade

- - - - - - 15 - - - - - - - - - 15

  1.59 IAEA/RCA Regional Training Course on Tracing 

Future Sustainable  Paths through Nuclear and 

Other Energy Options

- - - - - - 23 - - - - - - - - - 23

  1.60 IAEA Regional Workshop on the Development of a 

Web-portal for the ANENT
- - - - - - 10 - - - - - - - - - 10

  1.61 UAE Training Course on Feasibility Study on 

SMART Desalination plant (part I) 
- - - - - - 4 - - - - - - - - - 4

  1.62 UAE Training Course on Feasibility Study on 

SMART Desalination plant (part I)
- - - - - - 3 - - - - - - - - - 3

  1.63 MOST/KONICOF the 2nd International Workshop on 

Nuclear Technology for Managers
- - - - - - 6 - - - - - - - - - 6

  1.64 KHNP/KAERI Workshop on nuclear Power for Vietnam - - - - - - 10 - - - - - - - - - 10



분 야 명 연   수   과   정   명 '60-'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계

기술지원
국제과정

 1.65 IAEA Regional Training Course on Basic 

Radiation Processing of Polymer and Recycling 

of Polymeric Waste by using Radiation 

Technology 

- - - - - - - - - - - - 20 - - - 20

 1.66 FNCA Workshop on Application of Electron 

Accelerator
- - - - - - 29 - - - - - - - - - 29

 1.67 IAEA/RCA Training Course on Fields Trials of 
Emergency Response Capacity - - - - - - - 17 - - - - - - - - 17

 1.68 IAEA/RCA Regional Training Course on Selective 
Gene Technologies - - - - - - - 19 - - - - - - - - 19

 1.69 IAEA Regional Workshop on Exchange of Experience 
in Using IAEA's Energy Models and Assessment of 
Future Training Needs

- - - - - - - 17 - - - - - - - - 17

 1.70 Seminar on Viet Nam Nuclear Policy High-Level 
Decision-Makers - - - - - - - 5 - - - - - - - - 5

 1.71 IAEA/RTC Research Reactor Neutronic Calculations - - - - - - - 19 - - - - - - - - 19

 1.72 2nd IAEA/FAO/IUPAC Regional Workshop: Pesticide 
Management Practices and Enhancing Laboratory 
Capacity

- - - - - - - 19 - - - - - - - - 19

 1.73 FAO/IAEA National Workshop : New Trends on Food 
Irradiation - - - - - - - 6 - - - - - - - - 6

 1.74 Technical Meeting on The Asian Network for 
Education in Nuclear Technology (ANENT) - - - - - - - 19 - - - - 19 - - - 38

 1.75 KOICA/RCA-RO Trainer's Training Course on 
Non-Destructive Testing Technology - - - - - - - 10 15 - - - - - - - 25

 1.76 WNU Course on Key Issues in the World Nuclear - - - - - - - - - - - - 65 44 34 41 184

 1.77 IAEA Regional Training Course on Safety 
Assessment and Verification for Nuclear 
Reactors

- - - - - - - 12 - - - - - - - - 12

 1.78 IAEA Technical Meeting on Use of Advanced 
Safety Assessment Methods for Evaluation of NPP 
Upgrades including Control Room Modernization 
with Consideration of Human-System Issues

- - - - - - - 13 - - - - - - - - 13

 1.79 IAEA 3rd Research Coordinator Meeting on 
Controlling of Degradation Effects in Radiation 
Processing of Polymer

- - - - - - - 12 - - - - - - -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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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명 연   수   과   정   명 '60-'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계

기술지원
국제과정

 1.80 IAEA/RCA Regional Training Course on Advanced 
Neutron Beam Technology and Application - - - - - - - - 15 - - - - - - - 15

 1.81 IAEA/RCA Project Final Progress Review Meeting 
for Planning of new Project - - - - - - - - 25 - 26 - - - - - 51

 1.82 IAEA Regional Workshop on Development on ANENT 
Cyber Platform - - - - - - - - 4 - - - - - - - 4

 1.83 Vietnamese IAEA Scientific visit for HRD - - - - - - - - 1 - - - - - - - 1

 1.84 IAEA Regional Training course on Application of 
Appropriate IAEA Tools for Evaluation of 
Sustainable Energy Development Strategies for 
Addressing Climate Change Issue

- - - - - - - - 33 23 - - - - - - 56

 1.85 IAEA Regional Training course on Safety 
Assessment for Nuclear Reactor(EBP) - - - - - - - - 13 - - - - - - - 13

 1.86 IAEA Regional Training course on Optimization of 
Service Life of Nuclear Power Plants - - - - - - - - 15 - - - - - - - 5

 1.87 World Nuclear University(WNU) Summer Institute - - - - - - - - 102 57 54 - - - - - 213

 1.88 IAEA 3rd Research Coordination Meeting of the 
CRP on Generators and Technologies for 
Theraprutic Radionuclides

- - - - - - - - 13 - - - - - - - 13

 1.89 FNCA 2007 Workshop on Mutation Breeding - - - - - - - - 18 - - - - - - - 18

 1.90 E-Training Evaluating External Cost of Health 
and Environmental Impacts of Nuclear Power and 
other Energy Options  

- - - - - - - - 27 - - - - - - - 27

 1.91 IAEA Regional Training course on Application of 
Appropriate IAEA Tools for Evaluation of 
Sustainable Energy Development Strategies for  

Addressing Climate Change Issue

- - - - - - - - 17 - - - - - - - 17

 1.92 IAEA/RCA Regional Training Course on Design and 
Operation of Irradiations Facilities - - - - - - - - - 14 - - - - - - 14

 1.93 IAEA/RCA Mid-Term Progress Review Meeting - - - - - - - - - 16 - - - - -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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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명 연   수   과   정   명 '60-'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계

기술지원
국제과정

 1.94 IAEA Research Coordinating Meeting - - - - - - - - - 10 - - - - - - 10

 1.95 IAEA/RCA Regional Training Course on  

Application of Isotope and Geochemical 
Techniques to Surface Water - Ground water 
Interactions and Contaminant Transport

- - - - - - - - - 18 - - - - - - 18

 1.96 IAEA Training Course on Safety Assessment and 
Verification for Nuclear Reactors(EBP) - - - - - - - - - 7 - - - - - - 7

 1.97 IAEA Coordinated Research Project Meeting - - - - - - - - 12 - - - - - - 2

 1.98 IAEA Training Workshop on Risk Management NPP - - - - - - - - - 31 - - - - - - 31

 1.99 KAERI/RCARO Regional Training Course on 
Research Reactor Utilization and Radiation 
Application Technology

- - - - - - - - - 11 17 13 14 14 15 14 98

 1.100 베트남 연구원 OJT활용 - - - - - - - - - 1 - - - - - - 1

 1.101 KAERI International Nuclear Academy - - - - - - - - - 3 3 3 3 4 4 - 20

 1.102 World Nuclear University(WNU) Nuclear English Course - - - - - - - - - - 19 - - - - - 19

 1.103 IAEA e-Training Course on MESSAGE Model for 
Elaborating Sustainable Energy Strategies - - - - - - - - - - 34 - - - - - 34

 1.104 IAEA Technical Meeting on the Non-Electric 
Applications on Nuclear Energy - - - - - - - - - - 25 - - - - - 25

 1.105 Seminar On Nuclear Education and Training 
between South Africa, Germany and Korea - - - - - - - - - - 10 - - - - - 10

 1.106 IAEA Seminar on "Uptake of Radio-nuclides into 
Stable Crops in the Asian Region - - - - - - - - - - 14 - - - - - 14

 1.107 IAEA/RCA (RAS/7/015) Executive Technical on  

Asia Dust Events and Source Profiles - - - - - - - - - - 16 - - - - - 16

 1.108 IAEA EBP(Extra budget program) Tsunami Training I,II - - - - - - - - - - 22 - - - -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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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명 연   수   과   정   명 '60-'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계

기술지원
국제과정

1.109 2nd Research Co-ordination Meeting on Advanced 
Surveillance, Diagnostics, and Prognostics 
Techniques used for Health Monitoring of Systems, 
Structures, and Components in Nuclear Power 
Plants

- - - - - - - - - - 28 - - - - - 28

1.110 ROK-RSA Joint Workshop on Nuclear Training System - - - - - - - - - - 16 - - - - - 16

1.111 Nigeria High Ranking Officer - - - - - - - - - - 15 - - - - - 15

1.112 Nuclear Power Policy and Regulation for ASEAN+3 - - - - - - - - - - 3 16 14 - - - 33

1.113 KAERI-TINT Training Course on Nuclear 
EmergencyPreparedness and Mitigation - - - - - - - - - - - 24 - - - - 24

1.114 Nuclear Human Resources Development Program for 
ASEAN on Global Settings and Policy - - - - - - - - - - - 33 - - - - 33

1.115 WNU School on Radioisotopes - - - - - - - - - - - 60 - 39 - - 99

1.116 IAEA RTC on DIR and CT for Specific Industry 
Sectors - - - - - - - - - - - 22 - - - - 22

1.117 IAEA Technical Meeting on the ANENT Cyber 
Platform Cooperation - - - - - - - - - - - 10 - - - - 10

1.118 KOICA/KAERI Training Course on Energy Policy, 
Planning and Development for Jordanian - - - - - - - - - - - 15 - - - - 15

1.119 IAEA Regional Training Course on Diagnosis of 
Multiphase Systems of Petrochemical Plant and 
Wastewater Treatment Systems Using Radiation 
with Computer Modeling & Simulation

- - - - - - - - - - - - 19 - - - 19

1.120 ASEAN+3 Human Resources Development Program on 
Civilian Nuclear Energy for Middle-level 
managers

- - - - - - - - - - - - 57 - - - 57

1.121 KOICA/KAERI Capacity Building for planning of 
Nuclear Plants - - - - - - - - - - - - 16 - - - 16

1.122 KAERI-MNA Meeting for Cooperation in Nuclear 
Education and Training - - - - - - - - - - - - 7 - - - 7

1.123 IAEA Introduction to MESSAGE for analyzing 
nuclear options in national energy mix - - - - - - - - - - - - - 15 - - 15

1.124 Korea-Russia Joint Workshop on Nuclear HRD on 
Development Nuclear e-Training Contents - - - - - - - - - - - - - 14 - - 14

1.125 ANSN Regional Workshop on Safety Analysis 
Practice and Exercise Using Computer Codes: 
In-Depth Understanding of LOCA and Modelling of 
LOCA Test (IET)

- - - - - - - - - - - - - 15 - - 15



분 야 명 연   수   과   정   명 '60-'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계

기술지원
국제과정

1.126 IAEA/KAERI Interregional Training Course on 
Technical Aspects on Feasibility, Contracting 
and Construction of a Nuclear Power Plant

- - - - - - - - - - - - - 28 - - 28

1.127 IAEA/KAERI Interregional Training Course on 
Pressurized Water Reactors Available For 
Near-Term Deployment

- - - - - - - - - - - - - 20 - - 20

1.128 KAERI Training Course on Radiation Protection 
and the Safety of Radiation Sources; 
Preliminary Post Graduate Educational Course

- - - - - - - - - - - - - 15 - - 15

1.129 IAEA/RCA Regional Training Course on 
Application of Digital Radiography and Computed 
Tomography to Metal, Automotive, Aviation, Oil 
and Chemical Industries

- - - - - - - - - - - - - 22 - - 22

1.130 IAEA/KAERI Interregional training course on 
operationg fundamentals of water cooled 
reactors with PC-based simulators

- - - - - - - - - - - - - 19 25 - 44

1.131 IAEA/RCA Regional Training Course on "Monte 
Carlo Simulations for CT, RPT, SPECT and Design 
of Radiotracer Experiments"

- - - - - - - - - - - - - 20 - - 20

1.132 IAEA Regional Meeting for Train-the-Trainers 
on the Learning Management System(LMS) - - - - - - - - - - - - - - 24 - 24

1.133 IAEA Evaluation of sustainable energy 
strategies for addressing climate change issues 
using IAEA  model Message

- - - - - - - - - - - - - - 20 - 20

1.134 Capacity Building of the Egyptian Nuclear Power 
Plants Authority(NPPA) - - - - - - - - - - - - - - 8 16 24

1.135 Indonesian Human Resources Development Program 
on Civilian Nuclear Energy(KAERI) - - - - - - - - - - - - - - 19 - 19

1.136 Joint KAERI-IAEA Course on Natural Circulation 
Phenomena and Passive Safety Systems in 
Advanced Water Cooled Reactors

- - - - - - - - - - - - - - 40 - 40

1.137 KAERI Training Course for Jordan Research and 
Training Reactor (JRTR) Operating Staffs - - - - - - - - - - - - - - - 29 29

1.138 Regional Workshop and RTC on Computer Security 
for Nuclear Facilities - - - - - - - - - - - - - - - 24 24

1.139 Czech Human Resources Development Program on 
Civilian Nuclear Energy - - - - - - - - - - - - - - - 20 20

1.140 IAEA/KAERI Workshop on Tools and Methodologies 
for Nuclear Reactor Technology Assessment - - - - - - - - - - - - - - - 21 21

소 계 446 99 158 229 217 142 116 182 312 221 316 253 280 286 208 174 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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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명 연   수   과   정   명 '60-'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계

고급
전문과정

2.1 IAEA Safety Analysis Review 71 - - - - - - - - - - - - - - - 71

2.2 IAEA Quality Assurance 108 - - - - - - - - - - - - - - - 108

2.3 IAEA Planning, Preparedness and Response to 

Radiological Emergency
31

- - - - - -
- - - - - - - - -

31

2.4 IAEA Inspection and Test Personnel in 

Mechanical Systems and Components
45

- - - - - -
- - - - - - - - -

45

2.5 IAEA Radiological Dose Assessment 29 - - - - - - - - - - - - - - - 29

2.6 IAEA Nuclear Power Project Management on 

Pre-Project Activities
28

- - - - - -
- - - - - - - - -

28

2.7 IAEA Nuclear Power Project Management on 

Construction Tools and Methods
26

- - - - - -
- - - - - - - - -

26

2.8 IAEA Operation and Maintenance of NPP 71 - - - - - - - - - - - - - - - 71

2.9 IAEA Inspection and Test of Electrical  

Equipment, I & C
46

- - - - - -
- - - - - - - - -

46

2.10 IAEA Stress Analysis of NPP Components 27 - - - - - - - - - - - - - - - 27

2.11 IAEA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32 - - - - - - - - - - - - - - - 32

2.12 IAEA Load-Following of Power Reactors 63 - - - - - - - - - - - - - - - 63

2.13 IAEA/RCA Eddy Current Technology 12 - - - - - - - - - - - - - - - 12

2.14 IAEA Technical Support for Reliable and Safe 

Operation of NPPs
32 

- - - - - -
- - - - - - - - -

32

2.15 IAEA Software Quality Assurance Related  to 

the Safety of NPPs
27 

- - - - - -
- - - - - - - - -

27

2.16 IAEA Advanced 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and Applications

24

 

- - - - - -
- - - - - - - -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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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명 연   수   과   정   명 '60-'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계

고급
전문과정

2.17 IAEA Accident Management in NPPs 37 - - - - - - - - - - - - - - - 37

2.18 IAEA Statistical Quality Control of NPPs 25 - - - - - - - - - - - - - - - 25

2.19 IAEA NSSS & T/G Inspection 27 - - - - - - - - - - - - - - - 27

2.20 IAEA Reactor Noise Analysis 21 - - - - - - - - - - - - - - - 21

2.21 IAEA Process Optimization in the Chemical & 

Refining Industry
20 - - - - - - - - - - - - - - - 20

2.22 IAEA Safety Optimization of Maintenance in NPP 

Operation
47 - - - - - - - - - - - - - - - 47

2.23 IAEA Risk-based Optimization of Operation & 

Design/Modification of NPPs
49 - - - - - - - - - - - - - - - 49

2.24 IAEA Planning & Preparedness for  Hypothetical NPP 

Caused Radiological Emergency
38 - - - - - - - - - - - - - - - 38

2.25 U.S. PWR Technology 81 - - - - - - - - - - - - - - - 81

2.26 U.S. Earthquake Engineering and Seismology 23 - - - - - - - - - - - - - - - 23

2.27 U.S. NSSS Design and Reactor Safety 102 - - - - - - - - - - - - - - - 102

2.28 Canadian CANDU Technology 134 - - - - - - - - - - - - - - - 134

2.29 AECL CANDU NSSS Design and Analysis 134 - - - - - - - - - - - - - - - 134

2.30 AECL CANDU Water Hammer Analysis 60 - - - - - - - - - - - - - - - 60

2.31 French PWR Technology        36 - - - - - - - - - - - - - - - 36

2.32 French Quality Assurance in Manufacturing 18 - - - - - - - - - - - - - - - 18

2.33 French Quality Assurance Program Auditing 21 - - - - - - - - - - - - - - - 21

2.34 ASME Code Section XI 32 - - - - - - - - - - - - - - - 32

2.35 서독 Nuclear Fuel Design Technology 87 - - - - - - - - - - - - - - - 87

2.36 Japan Nuclear Welding Inspection & Test 125 - - - - - - - - - - - - - - - 125

2.37 Japan NPP Operation, Maintenance &  Surveillance 36 - - - - - - - - - - - - - - -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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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명 연   수   과   정   명 '60-'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계

고급
전문과정

2.38 Japan PWR Fuel Technology 46 - - - - - - - - - - - - - - - 46

2.39 Japan Decontamination & Cleaning Technology of 

Nuclear Facilities
15 - - - - - - - - - - - - - - -

15

2.40 IAEA Training Workshop on Fire Safety in  NPPs 25 - - - - - - - - - - - - - - -
25

2.41 IAEA Training Course on Optimization of 

Resources Allocation Effectiveness in 

Controlling Risk in the Nuclear Power plants

29 - - - - - - - - - - - - - - - 29

2.42 USDOE Workshop on Remote Monitoring 26 - - - - - - - - - - - - - - - 26

소 계 1966 - - - - - - - - - - - - - - - 1,966

해외현지 

세미나

3.1 TAEK-KAERI Seminar on Nuclear R&D 

Activities(in Turkey)
- - - - - - (55) - - - - - - - - - (55)

3.2 TAEK-KAERI Seminar on Nuclear R&D Activities 

(in Turkey)
- - - - - - (67) - - - - - - - - - (67)

3.3 Second ROK-RSA Nuclear Collaboration Seminar - - - - - - - - - - - - - 157 - - 157

소 계 - - - - - - - - - - - - - 157 - - 157

총      계 :   185 과정 2,412 99 158 229 217 142 116 182 312 221 316 253 280 443 208 174 5,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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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국제원자력교육 과정 수행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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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AEA/KAERI Workshop on Tools and Methodologies 

for Nuclear Reactor Technology Assessment

2014. 4. 11-17, KAERI, Daejeon, Republic of Korea

가. 일정표

날짜 시간 프로그램 강사/소속
06.Apr Sun Arrival (KAERI Guest House)

07.Apr Mon

08:45-09:30

Grthering and Registration

Welcome, Opening Remarks
Tae-Joon 

LEE/KAERI

Introduction of Participants

Objective/Schedule

Group photo
09:30-10:15

[L01] Korea's Nuclear Power Program
Byong Chull 

NOH/KAERI

10:15-10:30 Coffee Break

10:30-12:00

[L02] WorldEnergyOverview

[L03] IAEA Programs for Embarking 

Countries(INIG, INPRO, TC)

Stephen  P. 

SCHULTZ/IAEA

12:00-13:30 Lunch  Break

13:30-14:45

[L04] Reactor Basics: Fission, reactor 

control, heat, steam, electrical 

generation

Doo-Jeong  

LEE/KAERI

14:45-15:00 Coffee Break

15:00-16:15
[L05] Nuclear Reactor Technology: PWR, 

BWR, and PHWR Technologies

Doo-Jeong  

LEE/KAERI

16:15-16:30 Coffee Break

16:30-17:45 [L06] Gen IV advanced NPPs: SFR & VHTR
Dohee 

HAHN/KAERI

General Discussion and Questions for 

Day s Speakers

Mark  J. 

HARPER/IAEA

18:00-20:00 Shopping

08.Apr Tue

08:45-09:45
[L07] Small & Medium-sized Reactors 

(SMRs) and SMART

Keung  Koo 

KIM/KAERI

09:45-10:45
[L08] Plant Design: Balance of Plant 

(BOP) and Auxiliary Systems

Howon  

JIN/KEPCO E&C

10:45-11:00 Coffee Break

11:00-12:00 [L09] Decision Making
Stephen  P. 

SCHULTZ/IAEA

12:00-13:30 Lunch Break

13:30-15:15
[L10] Reactor Technology Assessment

[L11] IAEA RTA Document

Stephen  P. 

SCHULTZ/IAEA

15:15-15:30 Coffee Break

15:30-17:00 Feedback from Malaysia's Assessment Stephen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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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참가자명단

<강사>

No. 국가 이름 소속 

1 IAEA Mr Mark Joseph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날짜 시간 프로그램 강사/소속
and Selection Process SCHULTZ/IAEA

General Discussion and Questions for 

Day s Speakers

Mark  J. 

HARPER/IAEA

09.Apr Wed

08:45-10:15
Feedback from Indonesia's Assessment 

and Selection Process

Mark  J. 

HARPER/IAEA

10:15-10:30 Coffee Break

10:30-12:00
[L12] ARIS, PRIS, Information Sources

[L13] Nonelectric Applications

Stephen  P. 

SCHULTZ/IAEA

12:00-13:30 Lunch Break

13:30-15:00 [L14] Recent Technology Assessments
Stephen  P. 

SCHULTZ/IAEA

15:00-15:15 Coffee Break

15:15-16:30 Fuel Cycle: Front End to Back End
Yang-Hyun 

KOO/KAERI

16:30-17:30
Feed back from Turkey's Assessment and 

Selection Process

Mark  J. 

HARPER/IAEA

General Discussion and Questions for 

Day s Speakers

Mark  J. 

HARPER/IAEA

10.Apr Thur

08:30-11:30 Move to Kyeon-Ju

11:30-13:00 Lunch

13:00-14:00 Move to Wolsung NPPs

14:00-16:00
Visit to Simulator, Control Room(CANDU 

& OPR-1000), and Support Facilities

16:00-19:30 Move to Daejeon

11.Apr Fri

08:45-10:15

[L15] Safety Issues: Culture/Mindset

[L16] Fukushima Lessons Learned

[L17] Role of Regulator in Nuclear 

Programs

Stephen  P. 

SCHULTZ/IAEA

10:15-10:30 Coffee Break

10:30-12:00

[L18] Quality Control Program

 - During Construction

 - During Operation

Cheol-Woo 

LEE/KEPCO  

E&C

12:00-12:30

Course Evaluation

Closing

Adjourn Course

Mark  J. 

HARPER/IAEA

12:30-14:00 Farewell Lunch

12.Apr Sat Depar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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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생>

No. 국가 이름 소속 

HARPER

2 초빙전문가
Mr Stephen P. 

SCHULTZ

3
Republic of 

Korea
고한석 Korea Atomic Research Institute

4 노병철

5 이두정

6 한도희

7 김긍구

8 구양현

9 진호원 KEPCO Engineering & Construction

10 이철우

No. 국가 이름 소속 

1 Albania Milo Kuneshka National Nuclear Agency

2 Bangladesh Mahmud HOSSAIN NAGAR

3 Bangladesh 
Mohammad Ashraful 

Huq
Atomic Energy Commission

4 Chile
Luis Alfonso 

Manriquez Lopez

Comisión Chilena de Energía Nuclear 

(CCHEN)

5 China Chao Fang Tsinghua University

6 China Xiaoyan Yang
China Institute of Atomic Energy 

(CIAE)

7 Egypt
Asaad Mohamed 

Shakly HAMED
NPPA

8 Indonesia Sriyana Sriyana
National Nuclear Energy Agency 

(BATAN)

9 Kenya
Edwin Kipkemboi 

Chesire

Nuclear Electricity Project(NEP); 

Ministry of Energy

10 Libya Fatma GHANGIR Tajoura Nuclear Research

11 Malaysia
Abi Muttaqin Jalal 

Bayar

Malaysian Nuclear Agency (Nuclear 

Malaysia)

12 Mexico
Federico Puente 

Espel

Instituto Nacional de 

Investigaciones Nucleares(ININ)

13 Mongolia Sainbuyan Sengee Nuclear Energy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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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국가 이름 소속 

14 Romania
Anda-Nicoleta 

Onetiu
Nuclear Agency and Radioactive Waste

15 Romania Gheorghe Staicu
Center of Technology and Engineering 

for Nuclear Projects(CITON)

16 Sudan
Siddig Abdalla 

TALHA ABDALLA

Ministry of Water Resources and 

Electricity, Nuclear Power 

Directorate

17 Thailand
Toungporn 

Angwongtrakool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MOST)

18 Tunisia Dorra Lajnef
Tunisian Electricity and Gas 

Comp.(STEG)

19 Turkey Ali Dede Sadak
Turkish Atomic Energy 

Authority(TAEK)

20 Vietnam Sy Than Hoang
Vietnam Atomic Energy 

Institute(VINATOM)

21 Vietnam Van Nam PHAN
Vietnam Atomic Energy 

Institute(VINA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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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NU-KAERI Course on 

Key Issues in the World Nuclear Industry Today  

2014. 5. 21-23, Seoul, Republic of Korea

가. 일정표

날짜 시간 프로그램 강사/소속

May.21 Wed

09:00-09:15

09:15-09:30

09:30-10:30

10:30-11:00

11:00-12:00

 

12:00-13:30

13:30-14:30

14:30-15:00

15:00-16:20

16:20-16:40

16:40-17:30

Opening Ceremony

[Lecture 1] Introduction to the 

WNU and to the Course

[Lecture 2] Nuclear power in the  

World Energy Context

Refreshments

[Lecture 3] Nuclear Industry 

Infrastructure and Nuclear 

Development Globally

Lunch

[Lecture 4] Nuclear Fuel Market

Refreshments

[Lecture 5] Nuclear Economics

Refreshments

[Lecture 6] Nuclear Project 

Structuring and Financing

 

P. Wieland

F. Perchet

F. Perchet

M. Caplan

M. Caplan

M. Caplan

May.22 Thur

09:00-10:30

10:30-11:00

11:00-12:00

12:00-14:00

14:00-15:00

15:00-15:30

15:30-17:00

[Lecture 7] International 

Radiation Safety Regime. Safety, 

Security and Safeguard

Refreshments

[Lecture 8] Lessons from the 

Major Nuclear Accidents: 

Feedback into the International 

Safety Regime

Lunch

[Lecture 9] Nuclear Safety 

Research for Prevention and 

Mitigation of Severe Accidents

Refreshments

[Lecture 10] Comparison of the 

Nuclear Development in Different 

Countries: Case study A: 

Vietnam, Bangladesh, 

A. Gonzalez

A. Gonzalez

C. Song

M. Ca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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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참가자명단

<강사>

<연수생>

날짜 시간 프로그램 강사/소속
Philippines, UAE, Turkey, India

May.23 Fri

09:00-10:15

10:15-10:30

10:30-11:30

11:30-12:30

12:30-14:00

14:00-15:00

15:00-15:45

15:45-16:00

16:00-16:30

16:30-17:00

17:00-17:15

[Lecture 11] Reactor Technology 

Development

Refreshments

[Lecture 12] NPP Technology 

[Lecture 13] Comparison of the 

Nuclear Development in Different 

Countries: Case Study B: USA, 

China, Korea, UK and France

Lunch

[Lecture 14] Small and Medium 

Reactor

[Lecture 15] Medical and 

Industrial Applications of 

Radiation Technology

Refreshments

[Lecture 16] Nuclear 

Communications

[Lecture 17] Knowledge 

Management

Closing

F. Perchet

M. Caplan

F. Perchet

K. Kim

S. Jeong

P. Wieland

P. Wieland

No. 국가 이름 소속 

1 미국 Francois Perchet World Nuclear Association

2 영국 Patricia Wieland World Nuclear University

3 아르헨티나 Abel González
CNEA,Representative of UNSCEAR, Member 

of ICRP

4 캐나다 Milton Caplan President of MZ Consulting Inc.

5 한국 Keung Koo Kim KAERI

6 한국 Cheol Hwa Song KAERI

7 한국 Sung In Jeong KAERI

No. 국가 이름 소속 

1 대한민국 유정훈 KHNP

2 대한민국 임숙정 KHNP

3 대한민국 류형석 KH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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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국가 이름 소속 

4 대한민국 서동희 KHNP

5 대한민국 이병엽 KHNP

6 대한민국 이준희 KHNP

7 대한민국 김대용 KHNP

8 대한민국 유동렬 KHNP

9 대한민국 나성훈 KHNP

10 대한민국 김재일 KHNP

11 대한민국 김건형 KHNP

12 대한민국 김세윤 KHNP

13 대한민국 김종혁 KHNP

14 대한민국 최광배 KHNP

15 중국 Ruxing Gao UST

16 대한민국 윤새롬 KAERI

17 대한민국 노경호 KINGS

18 대한민국 김효정 KINGS

19 베트남 NGUYEN THANH HUNG POSTECH

20 대한민국 장재학 KINGS

21 대한민국 최혜민 KHNP

22 대한민국 김수은 KAERI

23 대한민국 김웅기 KAERI

24 대한민국 노병철 KAERI

25 대한민국 신병철 KAERI

26 대한민국 석명균 KNF

27 대한민국 황혜선 KAERI

28 대한민국 고한석 KAERI

29 대한민국 유병덕 KAERI

30 대한민국 정 솔 KAERI

31 대한민국 권연경 KAERI

32 대한민국 유승진 KAIST

33 대한민국 김찬우 포항공과대학교
34 대한민국 최다인 KAIST

35 대한민국 윤형주 경희대학교
36 대한민국 문유현 KINS

37 대한민국 최유정 KINGS

38 대한민국 김민정 한양대학교
39 대한민국 이승구 원자력안전아카데미
40 대한민국 주용창 KAERI

41 대한민국 김용우 KAE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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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ICA/KAERI Regional Training Course on Capacity Building 

of the Egyptian Nuclear Power Plants Authority (NPPA)

2014. 5. 22 - 6. 11, KAERI, Daejeon, Republic of Korea

가. 일정표

날짜 시간 프로그램 강사/소속

26.May Mon

09:30-10:20

Opening Ceremony

 Opening remarks

 Congratulating remarks

 Self-introduction of participants 

and   KAERI staffs

   Group photo

10:20-10:30 Break

10:30-11:20 [L01] Korean nuclear HRD program

Mr. Byong 

Chull 

NOH/KAERI

11:30-13:00 Welcome party

13:00-13:50 [L02] World nuclear industry
Mr. Jae Kyu 

LEE/KEPCOE&C

13:50-14:00 Break

14:00-14:50
[L03] Korean experience in the 

nuclear power development 

Mr. Jae Kyu 

LEE/KEPCOE&C

14:50-15:00 Break

15:00-16:50
[L04] Nuclear power plant: Nuclear  

reactor and primary system

Mr. Byung Jin 

LEE/KEPCOE&C

16:50-17:00 Break

17:00-18:00 Being issued the KAERI security pass

18:00-20:00 Shopping

27.May Tue

09:00-10:00
[L22-Revised] Nuclear safety: Design 

basis accident analysis

Mr. Jae Won 

PARK/KEPCOE&C

10:00-10:50
[L23-Revised] Nuclear safety: Severe  

accident analysis

Mr. Jae Won 

PARK/KEPCOE&C

10:50-11:00 Break

11:00-12:00
[L06] Nuclear power plant: Mechanical  

system

Mr. Howon 

JIN/KEPCOE&C

12:00-13:00 Lunch break

13:00-13:50
[L07] Nuclear power plant: Mechanical  

system

Mr. Howon 

JIN/KEPCOE&C

13:50-14:00 Break

14:00-14:50
[L08] The role of the owner in the  

nuclear power build program

Mr. Jae Kyu 

LEE/KEPCOE&C

14:50-15:00 Break

15:00-16:50 Action plan: Beginning Mr. Jae K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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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시간 프로그램 강사/소속
LEE/KEPCOE&C

28.May Wed

09:00-10:50
[L09] Nuclear power plant: Electrical 

system

Mr. Young Kon 

KO/KEPCOE&C

10:50-11:00 Break

11:00-12:00
[L10] Nuclear power plant: I & C  

system

Mr. Jong Jae 

CHOI/KEPCOE&C

12:00-13:00 Lunch break

13:00-13:50
[L11] Nuclear power plant: I & C  

system

Mr. Jong Jae 

CHOI/KEPCOE&C

13:50-14:00 Break

14:00-15:50
[L12] Nuclear power plant: 

Civil/Arch. Engineering

Mr. Young Sun 

JANG/KEPCOE&C

29.May Thur

09:00-12:00 Move to Changwon

12:00-14:00 Lunch break

14:00-16:00 Field Trip 1. Doosan Heavy Industry

16:00-18:00 Move to Pusan

From 18:00 Dinner and Accommodation at Pusan

30.May Fri

08:00-09:00 Move to Kori NPP

09:00-12:00
Field Trip 2. Kori NPP and  

Construction Site

12:00-12:45 Pray Time 

12:45-15:00 Lunch break

15:00-16:00 Move to Kyeongju

16:00-18:00 Break

From 18:00 Dinner and Accommodation at Kyeongju

31.May Sat

09:00-12:00 Culture tour 1.  Kyeonju Culture Area

12:00-14:00 Lunch break

14:00-18:00 Move to Daejeon

01.Jun Sun Break

02.Jun Mon

09:00-10:50 [L13] Nuclear fuel cycle: Front-end 

Mr. Si-Hwan 

KIM/Former 

KAERI

10:50-11:00 Break

11:00-12:00 [L14] Nuclear fuel cycle: Back-end 

Mr. Si-Hwan 

KIM/Former 

KAERI

12:00-13:00 Lunch break

13:00-14:50
[L15] Nuclear power plant: Plant 

design 

Mr. Jae Kyu 

LEE/KEPCOE&C

14:50-15:00 Break

15:00-16:50
[L16] Nuclear safety: Basic 

principles 

Mr. Bub-Dong 

CHUNG/KAERI

03.Jun Tue
09:00-12:00 [L17] Training the trainer

Mr. DaeBong 

KWON/KoreaUni

versity

12:00-13:00 Lunch br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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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참가자명단

<강사>

날짜 시간 프로그램 강사/소속

13:00-14:00
[L18] Nuclear safety: General nuclear  

consideration

Mr. Choonsun 

PAIK/KEPCOE&C

14:00-14:50 [L19] Nuclear safety: Classification
Mr. Choonsun 

PAIK/KEPCOE&C

15:00-16:50 Action plan: Facilitating
Mr. Jae Kyu 

LEE/KEPCOE&C

04.Jun Wed Korean Election Day: National Holiday

05.Jun Thur

09:00-12:00 [L20] Training the trainer

Mr. Dae Bong 

KWON/KoreaUni

versity

12:00-13:00 Lunch break

13:00-13:50

[L21] The  supply chain of equipment 

in Korean nuclear power plants and 

its localization

Mr. Jae Kyu 

LEE/KEPCOE&C

13:50-14:00 Break

14:00-14:50 Country report

14:50:15:00 Break

15:00-16:50 Action plan: Facilitating
Mr. Jae Kyu 

LEE/KEPCOE&C

06.Jun Fri Korean Memorial Day: National Holiday

07.Jun Sat 09:00-20:00 Culture tour 2. Jeonju Hanok Village

08.Jun Sun Break

09.Jun Mon

09:00-10:50
[L05-Revised] Nuclear power plant: 

NSSS auxiliary system

Mr. Jae Young 

LIM/KEPCOE&C

10:50-11:00 Break

11:00-12:00 [L24] Nuclear safety: Shielding
Mr. Seung Gi 

LEE/KEPCOE&C

12:00-13:00 Lunch break

13:00-13:50 [L25] Nuclear safety: Shielding
Mr. Seung Gi 

LEE/KEPCOE&C

13:50-14:00 Break

14:00-16:50 Action Plan: Presentation
Mr. Jae Kyu 

LEE/KEPCOE&C

16:50-17:30 Break

17:30-20:00 Farewell Party

10.Jun Tue

09:00-12:00 Examination
Mr. Hyeon-Jin 

KIM/KAERI

12:00-13:00 Lunch break

13:00-15:00 Wrap-Up: Survey & Certificate
Mr. Hyeon-Jin 

KIM/KAERI

15:00-17:00 Move to the KOICA

11.Jun Wed Departure



- 133 -

<연수생>

No. 국가 이름 소속 

1 IAEA 노병철 한국원자력연구원

2 초빙전문가 권대봉 고려대학교

3 한국 이재규 KEPCO E&C

4 한국 이병진 KEPCO E&C

5 한국 임재영 KEPCO E&C

6 한국 진호원 KEPCO E&C

7 한국 고영곤 KEPCO E&C

8 한국 최종재 KEPCO E&C

9 한국 장영선 KEPCO E&C

10 한국 김시환 전 한국원자력연구원

11 한국 정법동 한국원자력연구원

12 한국 백춘선 KEPCO E&C

13 한국 박재원 KEPCO E&C

14 한국 이승기 KEPCO E&C

No. 국가 이름 소속 

1 이집트
Ahmed Sayed 

Mostafa Awaise
NPPA

2 이집트
Tarek Farouk 

Mohamed Aly Nagla
NPPA

3 이집트
Hesham Nabil 

Abdelkhalek 

Hegazy

NPPA

4 이집트( )
Sahar Bahey ElDin 

Arafat Said Ahmad
NPPA

5 이집트
Raouf Mohamed 

Ghounimy 

Elfaramawy 

NPPA

6 이집트
Muhammad 

Abdelfattah 

Hussien Eissa 

NPPA

7 이집트
Hazem Mohamed 

Elshafhy Omara 
NPPA

8 이집트
Mohammed Saad 

Moselhy 

Dwiddar 

NPPA

9 이집트
Ashraf Abdelbaset 

Abdelgayed Kaka 
NPPA

10 이집트
Hamdy Samier 

Hamdy Abdelbadea 
NP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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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국가 이름 소속 

11 이집트
Sami Ibrahim Atia 

Sayed Ahmed
NPPA

12 이집트
Shaaban Abdalla 

Selouma Mohamed
NPPA

13 이집트
Ahmad Salah 

Mahmoud Muhamed 

Ibrahim 

NPPA

14 이집트
MohamedAhmed 

Abdelmenem Elsaid 

Elbaz

NPPA

15 이집트
Ahmed Mohamed 

Abdelrahman  El 

Mashtoly  

M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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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zech Human Resources Development Program 

on civilian Nuclear Energy

2014. 6. 23~25, KAERI, Daejeon, Republic of Korea

가. 일정표

날짜 시간 프로그램 강사/소속
June.22 Sun Arrival

June.23 Mon

09:00-09:10

09:10-09:40

09:40-10:10

10:10-10:30

10:30-11:30

11:30-12:30

12:30-14:30

14:30-15:30

15:30-15:50

15:50-17:00

Opening Remarks

Self-introduction of 

participants and Group Photo

KAERI Video Presentation and 

Course Orientation

Refreshments

[Lecture 1] Research Activity of 

KAERI and Position in the Korea 

Nuclear Field

[Lecture 2] Reactor Development 

History of KAERI and Current 

Researched for Future

Welcoming Lunch

[Lecture 3] Research 

Reactors-research and export

Refreshments

[Field Trip] HANARO

Ki-Bog LEE/KAERI

Sung-Kyun ZEE/KAERI

Young-Ki KIM/KAERI

June.24 Tue

09:00-10:30

10:30-10:50

10:50-12:20

12:20-14:00

14:00-15:00

15:00-17:00

[Lecture 4] SMART

Refreshments

[Lecture] Nuclear Safety 

Research for Severe Accident 

Prevention

Lunch

[Lecture 5] Nuclear Safety 

Research for Risk Assessment and 

Management

[Field Trip] SMART & ATLAS

Keung Koo KIM/KAERI

Chul-Hwa SONG/KAERI

Kwang Il AHN/KAERI

June.25 Wed

09:00-10:30

10:30-11:10

11:10-11:30

[Lecture 6] Nuclear Safety 

Research for Severe Accident 

Mitigation

[Lecture 7] International 

Education Programs for Countries 

Introducing NPPs in KAERI

Refreshments

Hwan-Yeol KIM/KAERI

Youngmi NAM/KAE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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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참가자명단

<강사>

  C.C: Course Coordinator

<연수생>

날짜 시간 프로그램 강사/소속
11:30-12:00 Wrap up and Evaluation

No. 국가 이름 소속 

1
Republic of 

Korea
Ki-Bog LEE Korea Atomic Research Institute

2 Sung-Kyun ZEE Korea Atomic Research Institute

3 Young-Ki KIM Korea Atomic Research Institute

4 Keung Koo KIM Korea Atomic Research Institute

5 Chul-Hwa SONG Korea Atomic Research Institute

6 Kwang Il AHN Korea Atomic Research Institute

7 Hwan-Yeol KIM Korea Atomic Research Institute

8 Youngmi NAM Korea Atomic Research Institute

9 Sol JEONG (C.C.) Korea Atomic Research Institute

10 Hyojeong KIM (C.C) Korea Atomic Research Institute

No. 국가 이름 소속 

1 Czech Republic Zden k Hubá ek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MOIT)

2 Tomá  Smejkal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MOIT)

3 Bruno Miglierini Research Center Rez(RCR)

4 Marek Miklo  Research Center Rez(RCR)

5 Ilona Pospí ková
Radioactive Waste 

Repository Authority

6 Martin B ezina
Radioactive Waste 

Repository Authority

7 t pán Svoboda CHEMCOMEX

8 Václav Urbánek CHEMCOMEX

9 Old ich Linhart State Office of Nuclear Safety 

10 Magdalena Novachova State Office of Nuclear Safety

11 Zden k utnar ZAT Pribram

12 Martin Pokorný ZAT Pribram



- 137 -

No. 국가 이름 소속 

13 Vilém Pfützner CEZ

14 Rostislav taubr CEZ

15 Milan K ivda 
UJV Rez, 

Nuclear Research Institution

16 Lubor e ula
UJV Rez, 

Nuclear Research Institution

17 Mrhac Stanislav EXMONT-Energo

18 Petr to ek EXMONT-Energo

19 David Vrana Vitkovice Power Engineering

20 Lubos Beliancin Vitkovice Power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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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ERI Training Course for 

Jordan Research and Training Reactor (JRTR) Operating Staffs

2014. 10. 13 - 11. 28, KAERI, Daejeon, Republic of Korea

가. 일정표

날짜 시간 프로그램 강사/소속

13.Oct Mon

10:00 Meeting at the Atopia Hall Lobby

11:20-12:00

Opening Ceremony

 - Opening remarks

 - Welcome remarks

 - Self-introduction of participants 

and   KAERI staffs

 - Group photo

12:00-13:30 Welcome party

13:30-15:00 [L01] JRTR Project Overall
Mr. Young-Ki 

Kim/KAERI

15:00-15:20 Break

15:20-16:50 [L02] Quality Assurance
Mr. Ji Hoon 

Ha/KAERI

16:50-17:50 Orientation
Mr. Hyeon-Jin 

KIM/KAERI

14.Oct Tue

09:00-10:30 [L03] JRTR  Introduction
Mr. Cheol 

Park/KAERI

10:30-10:50 Break

10:50-12:20 [L04] Applicable Codes &  Standards
Mr. Juhyeon 

Yoon/KAERI

12:20-13:30 Lunch break

13:30-15:30
[L05-1] Building & General  

Arrangement

Mr. Jeong-Soo 

Ryu/KAERI

15:30-15:50 Break

15:50-16:50 [L05-2] Fuel Assembly
Mr. Jeong Sik 

Yim/KAERI

16:50-17:50 Wrap-up & Discussion

15.Oct Wed

09:00-10:30 [L06] Reactor Structure Assembly

Mr. 

Yeong-Garp 

Cho/KAERI

10:30-10:50 Break

10:50-12:20 [L07] CRDM

Mr. 

Yeong-Garp 

Cho/KAERI

12:20-13:30 Lunch break

13:30-14:30 [L08-1] SSDM
Mr. 

Yeong-Garp 



- 139 -

날짜 시간 프로그램 강사/소속
Cho/KAERI

14:30-14:40 Break

14:40-15:40 [L08-2] Beam Tube & Thermal  Column

Mr. 

Yeong-Garp 

Cho/KAERI

15:40-15:50 Break

15:50-16:50 [L08-3] Special Tools

Mr. 

Yeong-Garp 

Cho/KAERI

16:50-17:50 Wrap-up & Discussion

16.Oct Thur

09:00-10:00
[L09-1] Reactor Cooling System (1) -  

PCS

Mr. Kyoung 

Woo Seo/KAERI

10:00-10:10 Break

10:10-11:10
[L09-2] Reactor Cooling System (1) -  

PWMS

Mr. Ki-Jung 

Park/KAERI

11:10-11:20 Break

11:20-12:20
[L09-3] Reactor Cooling System (1) -  

HWS

Ms. Jungwoon 

Choi/KAERI

12:20-13:30 Lunch break

17.Oct Fri

09:00-09:40
[L10-1] Reactor Cooling System (2) -  

EWSS

Mr. Nam Gyun 

Jeong/KAERI

09:40-10:20
[L10-1] Reactor Cooling System (2) -  

SB

Mr. 

Kwon-Yeong 

Lee/KAERI

10:20-11:00
[L10-1] Reactor Cooling System (2) -  

HWLS

Mr. Yong Seok 

Choi/KAERI

11:00-11:10 Break

11:10-12:10 [L11] Engineering Safety Feature
Mr. Kyoung 

Woo Seo/KAERI

12:10 Wrap-up & Discussion

12:10-15:00 Ritual Ceremony

15:00-15:30 Break

15:30-17:00
Weekly Evaluation

18.Oct Sat Break

19.Oct Sun Break

20.Oct Mon

09:00-10:30 [L12]  Core Design (1)

Mr. Byung 

Chul 

Lee/KAERI

10:30-10:50 Break

10:50-12:20 [L13] Core Design (2)

Mr. Byung 

Chul 

Lee/KAERI

12:20-13:30 Lunch break

13:30-14:30 [L14-1] Core Design (3) - TH
Mr. Jong-Hark 

Park/KAE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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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시간 프로그램 강사/소속
14:30-14:40 Break

14:40-15:40 [L14-2] Core Design (3) - TH
Mr. Jong-Hark 

Park/KAERI

15:40-15:50 Break

15:50-16:50 [L14-3]Core Design (3) - Sheilding 
Mr. Gyuhong 

Roh/KAERI

16:50-17:50 Wrap-up & Discussion

21.Oct Tue

09:00-10:30 [L15] Rx I  & C (1) - RPS
Mr. Taek Kyu 

Kim/KAERI

10:30-10:50 Break

10:50-12:20 [L16] Rx I & C (2) - APS
Mr. Taek Kyu 

Kim/KAERI

12:20-13:30 Lunch break

13:30-15:00 [L17-1] Rx I & C (3) - RRS
Mr. Dane 

Baang/KAERI

15:00-15:20 Break

15:20-16:50 [L17-2] Rx I & C (3) - PAMS
Mr. Jong-Bok 

Lee/KAERI

16:50-17:50 Wrap-up & Discussion

22.Oct Wed

09:00-10:30 [L20-1] Aux. I & C (2) - RMS  & NMS
Mr. Sang-Hoon 

Bae/KAERI

10:30-10:50 Break

10:50-12:20 [L19] Aux. I & C (1) - PICS
Mr. Sang-Hoon 

Bae/KAERI

12:20-13:30 Lunch break

13:30-15:00 [L18] Rx I & C (4) - IPS
Mr. Jaekwan 

Park/KAERI

15:00-15:20 Break

15:20-16:50 [L20-2] Aux. I & C (2) - ASTS
Mr. Jaekyon 

Kwon/Daewoo

16:50-17:50 Wrap-up & Discussion

23.Oct Thur

09:00-10:00
[L21-1] Safety Analysis (1) - 

Introduction/LOEP

Mr. Su-ki 

Park/KAERI

10:00-10:10 Break

10:10-11:10 [L21-2] Safety Analysis (1) - RIA
Ms. Soo-been 

Yum/KAERI

11:10-11:20 Break

11:20-12:20 [L22] Safety Analysis (2) - LOFA
Mr. In Sub 

Jun/KAERI

12:20-13:30 Lunch break

13:30-14:30 [L23-1] Safety Analysis (3) - LOCA
Mr. Byeonghee 

Lee/KAERI

14:30-14:40 Break

14:40-15:40
[L23-2] Safety Analysis (3) -  

LOHS/Beam Tube LOCA

Mr. Youn-Gyu 

Jung/KAE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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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시간 프로그램 강사/소속
15:40-15:50 Break

15:50-16:50
[L23-3] Safety Analysis (3) - Failure  

of HWS

Mr. HyeonIl 

Kim/KAERI

16:50-17:50 Wrap-up & Discussion

24.Oct Fri

09:00-09:50
[L24-1] Equipment Qualification - I  

& C

Mr. Sang Mun 

Seo/KAERI

09:50-10:00 Break

10:00-10:50
[L24-2] Equipment Qualification -  

Fluid Sys.

Mr. Kyoung 

Woo Seo/KAERI

10:50-11:00 Break

11:00-11:50
[L24-3] Equipment Qualification -  

Mechanical

Mr. 

Yeong-Garp 

Cho/KAERI

11:50-12:00 Wrap-up & Discussion

12:00-15:00 Ritual Ceremony

15:00-15:30 Break

15:30-17:00
Weekly Evaluation

25.Oct Sat Break

26.Oct Sun Break

27.Oct Mon

09:00-10:30 [L35] RER
Mr. Moon Hee 

Han/KAERI

10:30-10:50 Break

10:50-12:20 [L25-2] Pool Operation Facilities
Mr. Jin Ho 

Oh/KAERI

12:20-13:30 Lunch break

13:30-15:00
[L26] Experimental Facilities (1) -  

NAAF

Mr. Yong-Sam 

Chung/KAERI

15:00-15:20 Break

15:20-16:50
[L27] Experimental Facilities (2) -  

NTD

Mr. 

Myong-Seop 

Kim/KAERI

16:50-17:50 Wrap-up & Discussion

28.Oct Tue

09:00-10:30 [L28-1] RI Production Facilities
Mr. Jun Sig 

Lee/KAERI

10:30-10:50 Break

10:50-12:20 [L28-2] RI Production Facilities
Mr. Jun Sig 

Lee/KAERI

12:20-13:30 Lunch break

13:30-14:30 [L29-1] Neutron Beam Instruments
Mr. Chang-Hee 

Lee/KAERI

14:30-14:40 Break

14:40-15:40 [L29-2] Neutron Beam Instruments
Mr. Chang-Hee 

Lee/KAE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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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시간 프로그램 강사/소속
15:40-15:50 Break

15:50-16:50 [L30] HVAC
Mr. Hee-Jun 

Jang/Daewoo

16:50-17:50 Wrap-up & Discussion

29.Oct Wed

09:00-10:30 [L51-2] Nuclear Material Handling (1)
Mr. Yongse 

Kwon/KAERI

10:30-10:50 Break

10:50-12:20 [L44] FSAR /OTS (1)
Mr. Yongse 

Kwon/KAERI

12:20-13:30 Lunch break

13:30-14:15 [L45-1] OTS (2) - SA
Mr. Su-ki 

Park/KAERI

14:15-15:00 [L45-2] OTS (2) - CA
Mr. Gyuhong 

Roh/KAERI

15:00-15:20 Break

15:20-16:05 [L45-3] OTS (2) - FS
Ms. Jungwoon 

Choi/KAERI

16:05-16:50 [L45-4] OTS (2) - IC
Mr. Sang Mun 

Seo/KAERI

16:50-17:50 Wrap-up & Discussion

30.Oct Thur

09:00-10:30
[L33-1] Simulated Reactor Operation 

(DTB Theory)

Mr. 

Seung-Wook 

Lee/KAERI

10:30-10:50 Break

10:50-12:20
[L33-2] Simulated Reactor Operation  

(DTB Theory)

Mr. Dane 

Baang/KAERI

12:20-13:30 Lunch break

13:30-15:00
[L34-1] Simulated Reactor 

Operation(DTB Experiment)

Mr. Dane 

Baang/KAERI

15:00-15:20 Break

15:20-16:50
[L34-2] Simulated Reactor 

Operation(DTB Experiment)

Mr. Dane 

Baang/KAERI

16:50-17:50 Wrap-up & Discussion

31.Oct Fri

09:00-10:20 [L25-1] Nuclear Material Handling (2)
Mr. Yongse 

Kwon/KAERI

10:20-10:40 Break

10:40-12:00 [L36] Emergency Plan
Mr. Byung-Oui 

Khang/NEPCI

12:00 Wrap-up & Discussion

12:00-15:00 Ritual Ceremony

15:00-15:30 Break

15:30-17:00
Weekly Evaluation

01.Nov Sat Break

02.Nov Sun Br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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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시간 프로그램 강사/소속

03.Nov Mon

09:00-10:30 [L37-1] Radiation Protection
Mr. Tae-Young 

Lee/KAERI

10:30-10:50 Break

10:50-12:20 [L37-2] Radiation Protection
Mr. Tae-Young 

Lee/KAERI

12:20-14:00 Lunch break

14:00-15:30
[L41-1] Simulated Reactor Operation 

(Simulator Theory)

Mr. 

Seung-Wook 

Lee/KAERI

15:30-15:50 Break

15:50-17:20
[L41-2] Simulated Reactor Operation  

(Simulator Theory)

Mr. Dane 

Baang/KAERI

17:20-17:50 Wrap-up & Discussion

04.Nov Tue

09:00-10:30
[L42-1] Simulated Reactor 

Operation(Simulator Experiment)

Mr. Dane 

Baang/KAERI

10:30-10:50 Break

10:50-12:20
[L42-2] Simulated Reactor 

Operation(Simulator Experiment)

Mr. Dane 

Baang/KAERI

12:20-13:30 Lunch break

13:30-15:00 [L38-1] Nuclear Reactor Theory (1)
Mr. Yonghee 

Kim/KAIST

15:00-15:20 Break

15:20-16:50 [L38-2] Nuclear Reactor Theory (1)
Mr. Yonghee 

Kim/KAIST

16:50-17:50 Wrap-up & Discussion

05.Nov Wed

09:00-10:30 [L39-1] Nuclear Reactor Theory (2)
Mr. Yonghee 

Kim/KAIST

10:30-10:50 Break

10:50-12:20 [L39-2] Nuclear Reactor Theory (2)
Mr. Yonghee 

Kim/KAIST

12:20-13:30 Lunch break

13:30-15:00 [L40-1] Nuclear Reactor Theory (3)
Mr. Yonghee 

Kim/KAIST

15:00-15:20 Break

15:20-16:50 [L40-2] Nuclear Reactor Theory (3)
Mr. Yonghee 

Kim/KAIST

16:50-17:50 Wrap-up & Discussion

06.Nov Thur

09:00-10:30

[L31-1]  

Electrical/Lighting/Communication 

Systems

Mr. Seong-Hun 

Nam/Daewoo

10:30-10:50 Break

10:50-12:20 [L31-2] Radwaste Management System
Mr. Yun-Jae 

Lee/Daewoo

12:20-13:30 Lunch break

13:30-14:30 [L32-1] Aux. Process Systems Fire  Mr. Won-T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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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시간 프로그램 강사/소속
Protection Kim/Daewoo

14:30-14:40 Break

14:40-15:40 [L32-2] Service Water/Comp. Air/SCS
Mr. Ji-Hun 

Jang/Daewoo

15:40-15:50 Break

15:50-16:50 [L32-3] Service Water/Comp. Air/SCS
Mr. Ji-Hun 

Jang/Daewoo

16:50-17:50 Wrap-up & Discussion

07.Nov Fri 09:00-12:20 General Evaluation

08.Nov Sat Break

09.Nov Sun Break

10.Nov Mon

09:00-10:30
[L46-1] Course Summary for Exam - 

Nuclear Reactor Theory

Mr. Chang Je 

Park/Sejong 

University

10:30-10:50 Break

10:50-12:20
[L46-2] Course Summary for Exam -  

Nuclear Reactor Theory

Mr. Chang Je 

Park/Sejong 

University

12:20-13:30 Lunch break

13:30-15:00
[L47-1] Course Summary for Exam -  

Nuclear Reactor Theory

Mr. Chang Je 

Park/Sejong 

University

15:00-15:20 Break

15:20-16:50
[L47-2] Course Summary for Exam -  

Nuclear Reactor Theory

Mr. Chang Je 

Park/Sejong 

University

16:50-17:50 Wrap-up & Discussion

11.Nov Tue

09:00-10:30 [L48-1] Reactor Facility Summary
Mr.Jeong-SooR

yu/KAERI

10:30-10:50 Break

10:50-12:20 [L48-2] Reactor Facility Summary
Mr. Jeong-Soo 

Ryu/KAERI

12:20-13:30 Lunch break

13:30-15:00 [L49-1] Rx. Operation & Control
Mr. Byung-Jin 

Jun/Daewoo

15:00-15:20 Break

15:20-16:50 [L49-2] Rx. Operation & Control
Mr. Byung-Jin 

Jun/Daewoo

16:50-17:50 Wrap-up & Discussion

12.Nov Wed

09:00-10:30 [L50-1] Rad. Safety Management
Mr. Tae-Young 

Lee/KAERI

10:30-10:50 Break

10:50-12:20 [L50-2] Rad. Safety Management
Mr. Tae-Young 

Lee/KAERI

12:20-13:30 Lunch br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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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시간 프로그램 강사/소속

13:30-15:00 [L43] Safety Culture

Mr. Jong-Sup 

Wu/Former 

KAERI

15:00-15:20 Break

15:20-16:50 [L51-1] Nuclear Material Handling (3)
Mr. Jin Ho 

Oh/KAERI

16:50-17:50 Wrap-up & Discussion

13.Nov Thur
09:00-16:40 Written  Examination

16:50-18:00 Visit to the HANARO

14.Nov Fri 09:00-12:00 Practical Examination

15.Nov Sat Break

16.Nov Sun Break

17.Nov Mon

09:00-10:30 [L52-1] Commissioning Plan/CAPs
Mr .Byung-Jin 

Jun/Daewoo

10:30-10:50 Break

10:50-12:20 [L52-2] Commissioning Plan/CAPs
Mr. Byung-Jin 

Jun/Daewoo

12:20-13:30 Lunch break

13:30-15:00 [L54-1] SPT  (1)

Mr. 

Yeong-Garp 

Cho/KAERI

15:00-15:20 Break

15:20-16:50 [L54-2] SPT (1)

Mr. 

Yeong-Garp 

Cho/KAERI

16:50-17:50 Wrap-up & Discussion

18.Nov Tue

09:00-10:00 [L55-1-1] SPT - PCS
Mr. Kyoung 

Woo Seo/KAERI

10:00-10:10 Break

10:10-11:10 [L55-1-2] SPT - HWS
Ms. Jungwoon 

Choi/KAERI

11:10-11:20 Break

11:20-12:20 [L55-2] SPT - PWMS/HWLS
Mr. Yong Seok 

Choi/KAERI

12:20-13:30 Lunch break

13:30-15:00 [L56-1] SPT  (3)
Mr. Sang Mun 

Seo/KAERI

15:00-15:20 Break

15:20-16:50 [L56-2] SPT (3)
Mr. Sang Mun 

Seo/KAERI

16:50-17:50 Wrap-up & Discussion

19.Nov Wed
09:00-10:30 [L57-1] IST

Mr. Dane 

Baang/KAERI

10:30-10:50 Break

10:50-12:20 [L57-2] IST Mr. D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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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참가자명단

<강사>

No. 국가 이름 소속 

1 한국 김영기 한국원자력연구원

2 한국 하지훈 한국원자력연구원

3 한국 박철 한국원자력연구원

날짜 시간 프로그램 강사/소속
Baang/KAERI

12:20-13:30 Lunch break

13:30-15:00 [L53-1] Overall Plan of RPT
Mr. Byung-Jin 

Jun/Daewoo

15:00-15:20 Break

15:20-16:50 [L53-2] Overall Plan of RPT
Mr. Byung-Jin 

Jun/Daewoo

16:50-17:50 Wrap-up & Discussion

20.Nov Thur 09:00-18:00 Tour at the Korea Folk Village
Mr. Minho 

Choi/KAERI

21.Nov Fri

09:00-10:20 [L60-1] RPT (3)
Mr. Sang Mun 

Seo/KAERI

10:20-10:40 Break

10:40-12:00 [L60-2] RPT (3)
Mr. Sang Mun 

Seo/KAERI

12:00-15:00 Ritual Ceremony

15:00-16:30 [L58-1] RPT  (1)

Mr. Byung 

Chul 

Lee/KAERI

16:30-18:00 [L58-2] RPT (1)

Mr. Byung 

Chul 

Lee/KAERI

22.Nov Sat Break

23.Nov Sun Break

24.Nov Mon 09:00-18:00 OJT at HANARO

25.Nov Tue 09:00-18:00 OJT at HANARO

26.Nov Wed 09:00-18:00 OJT at HANARO

27.Nov Thu 09:00-18:00 OJT at HANARO

28.Nov Fri

09:00-10:00 [L59-1] RPT(2)
Mr. Chul-Gyo 

Seo/KAERI

10:00-11:00 [L59-2] RPT(2)
Mr. Chul-Gyo 

Seo/KAERI

1.Dec Mon 11:00-12:00 Wrap-up Cerem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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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국가 이름 소속 

4 한국 윤주현 한국원자력연구원

5 한국 류정수 한국원자력연구원

6 한국 임정식 한국원자력연구원

7 한국 조영갑 한국원자력연구원

8 한국 서경우 한국원자력연구원

9 한국 박기정 한국원자력연구원

10 한국 최정운 한국원자력연구원

11 한국 정남균 한국원자력연구원

12 한국 이권영 한국원자력연구원

13 한국 최용석 한국원자력연구원

14 한국 이병철 한국원자력연구원

15 한국 박종학 한국원자력연구원

16 한국 김택규 한국원자력연구원

17 한국 방대인 한국원자력연구원

18 한국 이종복 한국원자력연구원

19 한국 박재관 한국원자력연구원

20 한국 배상훈 한국원자력연구원

21 한국 권재견 대우건설

22 한국 염수빈 한국원자력연구원

23 한국 전인섭 한국원자력연구원

24 한국 이병희 한국원자력연구원

25 한국 정연규 한국원자력연구원

26 한국 김현일 한국원자력연구원

27 한국 서상문 한국원자력연구원

28 한국 지대영 한국원자력연구원

29 한국 오진호 한국원자력연구원

30 한국 정용삼 한국원자력연구원

31 한국 김명섭 한국원자력연구원

32 한국 이준식 한국원자력연구원

33 한국 이창희 한국원자력연구원

34 한국 성백석 한국원자력연구원

35 한국 장희준 대우건설

36 한국 남성훈 대우건설

37 한국 이윤재 대우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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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생>

No. 국가 이름 소속 

38 한국 김원태 대우건설

39 한국 장지훈 대우건설

40 한국 이승욱 한국원자력연구원

41 한국 한문희 한국원자력연구원

42 한국 강병위 NEPCI

43 한국 이태영 한국원자력연구원

44 한국 김용희 KAIST

45 한국 우종섭 한국원자력연구원

46 한국 권용세 한국원자력연구원

47 한국 박수기 한국원자력연구원

48 한국 노규홍 한국원자력연구원

49 한국 오수열 한국원자력연구원

50 한국 전병진 대우건설

51 한국 박창제 세종대학교 원자력공학과

No. 국가 이름 소속 

1 요르단
Mr. Ahmad Subhi 

Ahmad Alkhateeb 
JAEC

2 요르단
Mr. Husam Wael 

Ahmad Khalefih 
JAEC

3 요르단
Mr. Zaid Abdullah 

Taher
JAEC

4 요르단
Mr. Ashraf Ali 

Salem Albteiha
JAEC

5 요르단

Mr. Tariq Mahmmud 

Mohammad 

Al-Shorman

JAEC

6 요르단
Mr. Aws Khaled 

Ahmed AI-Qudah
JAEC

7 요르단
Mr. Ahmad Mohammad 

Saleh Saleh
JAEC

8 요르단
Mr. Tariq Yousef 

ali Bani Amer 
JAEC

9 요르단
Mr. Mohammad Wasfi 

Saleh AI-Traini
JAEC

10 요르단
Mr. Mohammad Hood 

Khalaf Alqudah
JA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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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국가 이름 소속 

11 요르단
Ms. Hayat Basim 

Anees Abu Ehmaid
JAEC

12 요르단
Ms. Nahed Hamdan 

Yousef AI-Ahmad
JAEC

13 요르단
Mr. Odai Fuad 

Falah Ayyad
JAEC

14 요르단

Mr. Ibrahim 

Mohammad Taisir 

Mustafa Issa

JAEC

15 요르단

Mr. Rami Abdul 

Kareem Mohammed 

Bataineh

JAEC

16 요르단

Mr. Omar Mohammad 

Ali Khaleel 

Alghawi

JAEC

17 요르단
Mr. Khaleel Sami 

Mohammad Hamdan
JAEC

18 요르단
Mr. Abdullah Adnan 

Mohammad Rawashdeh
JAEC

19 요르단
Mr. Ragai Mohammad 

Faleh Altamimi
JAEC

20 요르단
Mr. Sari Fathi 

Ismail Alkhatib
JAEC

21 요르단
Mr. Yazan Mohammad 

Ahmad Alatrash
JAEC

22 요르단
Mr. Saed Ahmad 

Hasan Alrawash
JAEC

23 요르단
Mr. Abdullah 

Alsinglawi
JAEC

24 요르단
Mr. Mahmoud Yaseen 

Suaifan
JAEC

25 요르단
Mr. Ali Mohammad 

Ali Abushqair
JA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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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ARO/KAERI Regional Workshop on 

Radiation Technology and its Applications

2014.10.13 - 10.24, Daejeon, Korea

가. 일정표

날짜 시간 프로그램 강사/소속
Oct. 12 Sun Arrival

Oct. 13 Mon

09:30-10:00

10:00-10:30

10:30-11:00

11:00-11:50

12:00-14:00

14:00-14:50

15:10-17:10

Opening Ceremony

Orientation

[Lecture 1] Activities of RCARO 

and RCA Regional Office

[Lecture 2] Overview of Research 

Reactor

Lunch(welcome)

[Lecture 3] Nuclear radiation 

application policies in Korea

[Lecture 4] Korean Culture

남영미/KAERI
유병덕/KAERI

이상진/RCARO

임인철/KAERI

나성호/KINS

임영희/KSCPP

Oct. 14 Tue

09:00-10:20

10:30-11:50

12:00-13:30

13:30-14:50

15:00-16:20

16:30-17:30

[Lecture 5] Introduction to new 

research reactor project in Korea

[Lecture 6] Radioisotope 

Production and application

Lunch

[T. Tour] HANARO

[T. Tour] Isotope Production 

Facilities

[T. Tour] Synthesis of Nano 

particles Using Electron 

Accelerator

채희택/KAERI

이준식/KAERI

이병철/KAERI

Oct. 15 Wed

09:00-10:20

10:30-11:50

12:00-13:30

13:30-14:50

15:00-16:00

16:15-17:15

[Lecture 7] Neutron Instrument 

Development

[Lecture 8] Neutron Beam 

Application

Lunch

[Lecture 9] Use of Neutron 

Irradiation Technology

[Lecture 10] Non-Destructive 

Testing

[Lecture 11] Linear Accelerators

성백석/KAERI

우완측/KAERI

주기남/KAERI

정용무/KAERI

권혁중/KAERI
Oct. 16 Thur 08:00-10:30 Move from Daejeon to Seoul(KI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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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시간 프로그램 강사/소속
10:40-11:20

11:20-12:00

12:00-13:30

13:30-14:20

14:30-15:20

15:30-17:00

17:00-18:00

Introduction of KIRAMS- Radiation 

Medicine Policy   Development 

Center

Move from KIRAMS to restaurant

Lunch

[Lecture 12] Medical applications 

of radiation: from radiation 

oncologist's perspective 

[Lecture 13] Research Activities 

of National Radiation Emergency 

Medical Center 

[T. Tour] Cyber Knife Center, PET 

Center, Cyclotron Center

Move to Hotel

장원일/KIRAMS

박선후/KIRAMS

정성철/KIRAMS

Oct. 17 Fri

09:00-10:00

10:00-10:10

10:10-10:40

10:40-11:10

11:10-11:30

11:30-12:00

12:00-13:30

13:30-15:30

15:30-16:30

16:30-18:30

Move from Hotel to NCC

Video Clip for Center for NCC & 

Proton Therapy 

[T. Tour] Proton Therapy Center

(Gantry실, 고정치료실, 공작실)  

[T. Tour] Center for cancer 

screening (national prevention and 

examination facility of cancer, 

F3, F4, F11)

[T. Tour] Display Room for cancer 

samples

Move from NCC to restaurant near 

NCC

Lunch

Move from NCC to Suwon

[T. Tour] Samsung Digital City

Move from Suwon to Daejeon

이소라/NCC

Oct. 20 Mon 09:00-17:00 Country Reports & Discussion 한경원/KAERI

Oct. 21 Tue

08:30-10:30

11:00-11:50

12:00-13:30

13:30-14:30

15:00-16:00

Move from Daejeon to KAERI-ARTI

[Lecture 14] Status of radiation 

industries in Korea

Lunch

[Lecture 15] Radiation 

Biotechnology

[Lecture 16] Human Effect of 

Radiation

김진규/KAERI-ART

I

정병엽

/KAERI-ARTI

김진규

/KAERI-AR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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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참가자명단

<강사>

날짜 시간 프로그램 강사/소속
16:30-17:30 [Lecture 17] Mutation Breeding 

induced by Radiation 

강시용/KAERI-ART

I

Oct. 22 Wed

09:00-10:00

10:30-11:30

12:00-13:30

13:30-14:30

14:45-16:00

16:00-18:00

18:00-19:30

19:30-20:30

[Lecture 18] Drug Evaluation using 

Radioisotope

[Lecture 19] Cyclotron and its 

application

Lunch

[Lecture 20] Radiation measurement 

instrument

Move from KAERI-ARTI to Jeonju 

Hanok Village

[Culture Tour] Jeonju Hanok 

Village

Dinner

Move from Jeonju Hanok Village to 

KAERI-ARTI

박상현

/KAERI-ARTI

양승대

/KAERI-ARTI

정만희

/KAERI-ARTI

Oct. 23 Thur

09:00-10:00

10:30-11:30

12:00-13:30

13:30-15:30

15:30-17:30

[Lecture 21] Radiation application 

for environmental conservation

[Lecture 22] Radiation processing 

for polymeric materials and its 

industrial applications

Lunch

[T. Tour]  Co-60, 30MeV Cyclotron, 

Radiation Breeding center, 

RI-Biomics center etc.

Move from Jeongeup (KAERI-ARTI) to 

Daejeon

이면주/KAERI-ART

I

오승환/KAERI-ART

I

권호제, 허민구, 

강시용, 박상현

/KAERI-ARTI

Oct. 24 Fri

09:30-10:30

10:30-11:30

11:30-13:30

13:30-14:30

[Lecture 24] Electron beam 

Industrial Application

[T. Tour] EB Tech.

Lunch(Farewell)

Workshop Evaluation and Closing  

Session

한범수/EB Tech.

한범수/EB Tech.

유병덕/KAERI

Oct. 25 Sat Departure

No. 국가 이름 소속 

1 한국 이상진 RCARO

2 임인철 KAE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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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생>

No. 국가 이름 소속 

3 나성호 KINS

4 임영희 KSCPP

5 채희택 KAERI

6 이준식 KAERI

7 성백석 KAERI

8 우완측 KAERI

9 주기남 KAERI

10 정용무 KAERI

11 권혁중 KAERI

12 장원일 KIRAMS

13 박선후 KIRAMS

14 김진규 KAERI

15 정병엽 KAERI

16 김진규 KAERI

17 강시용 KAERI

18 박상현 KAERI

19 양승대 KAERI

20 정만희 KAERI

21 이면주 KAERI

22 오승환 KAERI

23 박종흠 KAERI

24 한범수 EB Tech

No. 국가 이름 소속 

1 Bangladesh Md Firoz Mortuza Bangladesh Atomic Energy Commission

2 Cambodia Sarem Meas Ministry of Mines and Energy

3 China Jianhua Geng Cancer Hospital

4 India Abdul Khader Shaik Bhabha Atomic Research Centre

5 Indonesia Isti Daruwati National Nuclear Energy Agency

6 Indonesia Muhamad Basit National Nuclear Energy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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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국가 이름 소속 

Febrian

7 Malaysia
Mohd Khairul Azfar 

Ramli
Malaysian Nuclear Agency

8 Mongolia Oyunkhand Onkhor National University of Mongolia

9 Myanmar Tun Tun Naing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10 Pakistan Moazam Mehmood Khan Pakistan Atomic Energy Commission 

11 Philippine Celia Asaad 
Philippine Nuclear Research 

Institute 

12 Philippine Arnaldo Valenzuela
Philippine Nuclear Research 

Institute 

13 Sri Lanka
Anoma Kumari 

Ratnayake
Atomic Energy Authority of SRI LANKA

14 Vietnam Tiendung Nguyen Vietnam Atomic Energy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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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ICA/KAERI/IAEA Course on 

Nuclear Policy, Planning and Project Management

2014. 10. 13-30, KAERI, Daejeon, Republic of Korea

가. 일정표

날짜 시간 프로그램 강사/소속
Oct. 9 Thur Arrival

Oct. 10 Fri KOICA Orientation 

Oct. 11 Sat Seoul City Tour

Oct. 12 Sun Move to KAERI

Oct. 13 Mon

09:00-10:00

10:00-10:30

10:40-11:30

11:30-13:00

13:00-13:30

13:30-15:00

15:20-16:10

16:40-17:30

Entrance procedure & Issuance of 

Security pass

Opening Ceremony

KAERI Orientation

Welcoming Luncheon

Pre-evaluation 

[Special Lecture 1] Introducing 

nuclear energy in emerging NP 

countries and infrastructure 

development: IAEA s role and 

approach

[Special Lecture 2] 

Pre-feasibility for a nuclear 

power programme and building a NP 

infrastructure

[Lecture 1] Nuclear energy status 

& policy in Korea

Vincent 

Nkong-Njock/IAEA

Vincent 

Nkong-Njock/IAEA

Jae-Joo Ha/KAERI

Oct. 14 Tue

09:00-10:30

10:50-12:20

12:20-14:00

14:00-15:30

15:50-17:20

[Lecture 2] Lessons from Korean 

nuclear program

[Lecture 3] Experience of 

manufacturing the equipment in 

Korean nuclear power plants

Lunch

[Lecture 4] Economics of nuclear 

power

[Study Visit 1] KAERI-HANARO, 

ATLAS

Byeong-Cheol 

Noh/KAERI

Tae-Woo 

Kim/Doosan

Man-Ki Lee/KAERI

Oct. 15 Wed

09:00-12:20

12:20-14:00

14:00-17:20

18:00-20:00

Country Report

Lunch

Country Report

Home Visiting

Kyeong-Won 

Han/Rad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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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시간 프로그램 강사/소속

Oct. 16 Thur

09:00-10:30

10:50-12:20

12:20-14:00

14:00-15:30

15:50-17:20

18:00-20:00

[Lecture 5] Emergency planning

[Lecture 6-1] Pre-project phases 

for a nuclear power project 

management 1

Lunch

[Lecture 7] Nuclear power palnt 

project risks

[Action plan] NPP Master Plan 

Orientation

Home Visiting

Jong-Seong 

Lee/KINS

Jae-Kyu 

Lee/KEPCO E&C

Robert M. 

Field/KINGS

Oct. 17 Fri

09:00-10:30

10:50-12:20

12:20-14:00

14:00-15:30

15:50-17:20

[Lecture 8] Siting aspects

[Lecture 9] Public acceptance

Lunch

[Lecture 6-2] Pre-project phases 

for a nuclear power project

management 2

[Action plan] Lecture

Yoon Sung 

Ahn/KEPCO E&C

Tae-Woo 

Kim/Doosan

Jae-Kyu 

Lee/KEPCO E&C

Oct. 18 Sat 09:00-17:30 Jeonju Korean Traditional Town

Oct. 19 Sun No Official Schedule

Oct. 20 Mon

09:00-10:30

10:50-12:20

12:20-14:00

14:00-15:30

15:50-17:20

[Lecture 10] Waste management

[Lecture 11] Radiation protection

 Lunch

[Lecture 12] APR-1400 & OPR-1000: 

Korean NPP technology

[Lecture 13] Environmental aspects

Jeongkyun 

Park/KAERI

Seong Ho Na/KINS

Ji Yong Oh/KHNP

Moon-Hee 

Han/KAERI

Oct. 21 Tue

09:00-10:30

10:50-12:20

12:20-13:50

13:50-14:40

14:40-16:40

16:40-17:30

[Lecture 14-1] Legal and 

regulatory aspects 1

[Lecture 14-2] Legal and 

regulatory aspects 2

Lunch

[Action plan] Discussion

[Study Visit 2] KEPCO-NF

[Action plan] Discussion

Sang-Yun 

Kim/KINS

Sang-Yun 

Kim/KINS

Oct. 22 Wed

09:00-10:30

10:50-12:20

[Lecture 15] Nuclear human 

resources development 

[Lecture 16] Implementation phase 

Han-Suk Ko/KAERI

Chan-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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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시간 프로그램 강사/소속

12:20-14:00

14:00-15:30

15:50-17:20

for a nuclear power

project management

Lunch

[Action plan] Discussion

[Lecture 17] Financing of nuclear 

power project

Kim/KEPCO E&C

Youngkee 

Kim/KoreaEXIM

Oct. 23 Thur

09:00-12:00

12:00-14:00

14:00-16:00

16:00-18:00

18:00-

Move to Changwon

Lunch

[Field Trip 1] Doosan Heavy 

Industry

Move to Busan

Accommodation

Oct. 24 Fri

08:30-09:30

09:30-12:30

12:30-14:00

14:00-16:00

16:00-18:00

18:00-

Move to Kori

[Field Trip 2] Kori NPP and 

Construction Site

Lunch

Move to Kyungju

[Field Trip 3] Korea Radioactive 

Waste Agency

Accommodation

Oct. 25 Sat

09:00-12:00

12:00-14:00

14:00-18:00

Kyungju culture area

Lunch

Move to Daejeon

Oct. 26 Sun No Official Schedule

Oct. 27 Mon

09:00-10:30

10:50-12:20

12:20-14:00

14:00-15:00

15:50-17:20

[Lecture 18] Security and 

safeguard

[Study visit] KINAC

Lunch

[Lecture 19] Introduction to 

research reactor

[Action plan] Discussion

WanKi Yoon/KINAC

Cheol Park/KAERI

Oct. 28 Tue

09:00-10:30

10:50-12:20

12:20-14:00

14:00-15:30

15:50-17:20

[Lecture 20] Status and 

perspective of HANARO utilization 

[Lecture 21] Experience in 

management of Jordan research and 

training reactor construction 

project

Lunch

[Lecture 22] Status of radiation 

industries in Korea

[Lecture 23] Biological Effects

Changhee 

Lee/KAERI

SooYeol Oh/KAERI

JinKyu Kim/KAERI

JinKyu Kim/KAE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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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참가자명단

<강사>

날짜 시간 프로그램 강사/소속

Oct. 29 Wed

09:00-10:30

10:50-12:20

12:20-14:00

14:00-15:30

15:50-17:20

[Lecture 24] History and 

Experience of nuclear fuel

development in Korea

[Lecture 25] Radiation technology 

application for agriculture

Lunch

[Lecture 26] Cyclotron and medical 

application of RI

[Action Plan] Discussion

YangHyun 

Koo/KAERI

Si-Yong 

Kang/KAERI

Seung-Tae 

Yang/KAERI

Oct. 30 Thur

09:00-10:30

10:50-11:50

11:50-12:20

12:20-14:00

14:00-16:00

[Action Plan] Presentation

Evaluation

Closing Ceremony

Farewell Lunch

Move to Seoul 

Oct. 31 Fri Departure

No. 국가 이름 소속 

1 France
Vincent  

Nkong-Njock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2
Republic of 

Korea
Jae-Joo  HA Korea Atomic Research Institute

3 Byeong-Cheol  NOH

4 Man-Ki LEE

5 Jeongkyun PARK

6 Moon-Hee HAN

7 Han-Suk KO

8 Cheol PARK

9 Changhee LEE

10 Soo-yeol OH

11 Jinkyu KIM

12 Yang-Hyun KOO

13 Si-Yong KANG

14 Seung-Tae YANG

15 Sang-Yun  KIM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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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 Course Coordinator

<연수생>

No. 국가 이름 소속 

16 Jong-Seong LEE

17 Seong Ho NA

18 Jae-Kyu LEE KEPCO Engineering & Construction

19 Chan-Kwon KIM

20 Yoon Sung AHN

21 Ji Yong OH KHNP Research Institute

22 United States Robert M.  Field
KEPCO International Nuclear Graduate 

School

23
Republic of 

Korea
Kyungone HAN RadWorks

24 Tae-Woo KIM Doosan Heavy Industries

25 Youngkee KIM Korea Export and Import Bank

26 Wan-Ki YOON Korea Institute of Nuclear 

27 Sol JEONG (C.C.) Korea Atomic Research Institute

28 Hyojeong KIM (C.C) Korea Atomic Research Institute

No. 국가 이름 소속 

1 Algeria Mekki Hamza Researcher/CRNB

2 Argentina Pablo Jose Brenna
Chemical engineer for aging 

management in NPP/CNEA

3 Bangladesh Md. Atiar Rahman Senior scientific officer/BAEC

4 Bangladesh
K.M. Jalal Uddin 

Rumi
Geologist/BAEC

5 Egypt
Zinab Fathalla 

Saquer 
Senior engineer/NPPA

6 Kenya
Diana Kathini 

Musyoka
Technical officer/KNEB

7 Malaysia Hazizi Omar 
Research officer/Malaysian Nuclear 

Agency 

8
South

Africa
Thabang Abel Masoga Energy analyst/National Treasury

9 Vietnam Nguyen Duc Vinh Official/VA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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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onal Workshop and RTC on 

Computer Security for Nuclear Facilities

November 24-28, KAERI, Daejeon, Republic of Korea

가. 일정표

날짜 시간 프로그램 강사/소속
Nov.23 Sun Arrival

Nov.24 Mon

09:00-09:30 Registration

09:30-09:45 Opening Remarks
Mr. Min, Baek, 

KINAC

09:45-10:00 Opening Keynote
Mr. Don Ik, Shin, 

KINAC

10:00-10:45 IAEA Keynote Dr. Khammer Mrabit 

10:45-11:15 Coffee Break

11:15-12:30
[강의1] The Intersection of 

Nuclear and Cyber Security

Mr. Michael 

Rowland, IAEA

12:30-13:30 Lunch

13:30-15:00
[강의2] History and Current State 

of Cyber-Nuclear Threats

Mr. Christopher 

Spirito, MITRE

15:00-15:30 Afternoon Break 

15:30-16:15
[Special Session]General Concepts 

of Network and Cyber Attacks

Mr. Mark Raeburn, 

Context 

Information 

Security 

16:15-17:30

[강의3] Nuclear Instrumentation 

and Control Systems and the need 

for Supply Chain Risk Management 

Mr. Michael 

Rowland, IAEA

Nov.25 Tue

09:00-09:30 Morning Keynote

09:30-10:45
[강의4] Culture, Safety and 

Security

Mr. Michael 

Rowland, IAEA

11:15-12:00

[Special Session] Corporate 

Environment Security Controls 

History and Development

Mr. Ronald Prins, 

Fox IT 

12:00-13:00 Lunch

13:00-14:45

[강의5] Adaptations and 

Considerations for Security 

Controls for Nuclear I&C Systems

Mr. Guy Landine, 

PNNL

15:15-17:00
[강의6] Cyber Incident Response 

and Reporting

Mr. Mark Raeburn, 

Context 

Information 

Security

Nov.26 Wed
09:00-09:30 Assessment Overview

Mr. Michael 

Rowland, IAEA

09:30-10:00 EDF - Security Assessments Lessons Mr. Yannick Reb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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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참가자명단

<강사>

날짜 시간 프로그램 강사/소속
Learned

10:00-10:30
US-NRC  Security Assessments 

Lessons Learned

Mr. Guy Landine, 

PNNL

11:00-12:30
[Exercise 1] Conduct a 

Pre-Assessment Team Meeting

Mr. Michael 

Rowland, IAEA

12:30-13:30 Lunch

13:30-14:30
Computer Security at Nuclear 

Facilities
Mr. Yannick Reboul

14:30-15:15 Assessment Planning Process Mr. Yannick Reboul

15:45-17:15
[Exercise 2] Developing an 

Assessment Schedule
Mr. Yannick Reboul

Nov.27 Thur

09:00-09:45 System and Security Domains
Mr. Guy Landine, 

PNNL

09:45-10:30 How to Build an Assessment Plan Mr. Yannick Reboul

11:00-12:30
[Exercise 3] Planning the 

Assessment

Mr. Guy Landine, 

PNNL

12:30-13:30 Lunch

13:30-14:00
Conducting an Assessment and 

Document Review
Mr. Yannick Reboul

14:00-14:30
Conducting an Assessment - 

Interviews 

Mr. Guy 

Landine,PNNL

14:30-15:15

Conducting an Assessment  

Technical Verification  Passive 

Monitoring 

15:45-16:15
Demonstration of KAERI Inspection 

and Assessment Tools

Dr. C. K. Lee, 

KAERI

16:15-17:15
Conducting an Assessment - Active 

Verification Methods

Nov.28 Fri

09:00-10:00 Concepts for Evaluating Reporting
Mr. Michael 

Rowland, IAEA

10:00-11:00
[Exercise 4] Preparing the 

Evaluation Report

11:15-12:15
[Exercise 4] Preparing the 

Evaluation Report (continued)

12:15-13:00 Lunch

13:00-14:30 Presentation of Evaluation Reports

14:30-15:30 Open Discussion 

15:30- Closing Remarks IAEA/ KAERI

No. 국가 이름 소속 

1 France  Mr. Reboul Yannick UNIE

2 America Mr.Landine Guy Pacific Northwest 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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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생>

No. 국가 이름 소속 

Laboratory

3 America Mr.Spirito Chris The MITRE Corporation

4 Canada Mr.Sladek John Ontario Power Generation 

No. 국가 이름 소속 

1 Australia Mr. Hewes Mitchell David 
Australian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2 Australia Mr. Stevens Christopher
Australian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3 Bangladesh Mr. Aliuzzaman MD
Bangladesh Atomic Energy 

Commission

4 China Mr. Li Jianghai Tsinghua, University

5 India Mr. Eluvathingal Titto
Atomic Energy Regulatory 

Board

6 Indonesia Mr. Ghofir
PPIKSN 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7 Indonesia Mr. Budiyanto
PPIKSN BATAN National 

Nuclear Energy Agency

8 Indonesia Mr. Nirwono Muttaqin Margo

Nuclear Energy 

Regulatory Agency of 

Indonesia (BAPETEN)

9 Malaysia Mr. Aslan Mohd Dzuyl Aiman Malaysian Nuclear Agency

10 Malaysia Mr. Bin Haris Mohd Fauzi Malaysian Nuclear Agency

11 Myanmar Dr. Ko Thaw Tun Myanmar Atomic Energy

12 Myanmar Dr. Aung Soe Moe Myanmar Atomic Energy

13 Mongolia Ms. Norovsambuu Otgonjargal
Nuclear Energy Agency

Government of Mongolia

14 Mongolia Mr. Khaltar Chimedtszyen
Nuclear Energy Agency

Government of Mongolia

15 Mongolia Mr. Shagi Sandag-Ochir
Nuclear Energy Agency

Government of Mongolia

16 Pakistan Mr. Ahmad Syed Zubair

Pakistan Institute of 

Nuc. Science and 

Technology

17 Pakistan Mr. Sajid Imtiaz Ahmad
Pakistan Atomic Energy 

Commmission

18 Philippines Mr. Halnin Christopher Grajo
Philippine Nuclear 

Research Institute

19 Philippines Ms. Buctot Jeza
Philippine Nuclear 

Research Institute

20 Philippines Mr. Piquero Ronald
Philippine Nuclear 

Research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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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국가 이름 소속 

21 Sri Lanka Ms. Karunaratha Vithanage Atomic Energy Authority

22 Sri Lanka
Mr. Mahakumara Prasad 

Dhananjaya
Atomic Energy Authority

23 Viet Nam Mr. Tran Manh Cuong

Vietnam Agency for 

Radiation and Nuclear 

Safety

24 Viet Nam Mr. Can Viet Tuan

Vietnam Agency for 

Radiation and Nuclear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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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ERI-NWU e-Learning Course on Nuclear Power Technology

2014. 6. 30  10. 31, eFundi(http://efundi.nwu.ac.za)

가. 일정표

날짜 프로그램 강사/소속
June 30 Kick-off

July 3-31

[Lecture 1] Atomic and Nuclear 

Physics

[Lecture 2] Radiation Physics 

and Environment

[Lecture 3] Reactor Physics 

[Lecture 4] Heat Generation and 

Transport

김교윤/KAERI

김교윤/KAERI

지성균/KAERI

권 혁/KAERI

Aug. 4-29

[Lecture 5] Principles of Power 

Generation

[Lecture 6] Nuclear Power 

Reactor Characteristics 

[Lecture 7] Thermodynamics of 

Nuclear Power Plants

[Lecture 8] Nuclear Power Plant 

Systems

[Lecture 9] Advanced Nuclear 

Energy System

이두정/KAERI

Sep. 1-26

[Lecture 10] Introduction to SMR

[Lecture 11] Integral 

Pressurized Water Reactors 

(iPWR)1

[Lecture 12] Integral 

Pressurized Water Reactors 

(iPWR)2

[Lecture 13] High Temperature 

Gas Cooled Reactor (HTGR)

[Lecture 14] Fast-neutron 

Reactor

김긍구/KAERI

박근배/KAERI

이원재/KAERI

장종화/KAERI

김영인/KAERI

Oct. 6-31

[Lecture 15] Introduction of the 

Fuel Cycle Activities

[Lecture 16] Front End of the 

Fuel Cycle

[Lecture 17] In-Core Fuel 

Management

김시환/한양대

김시환/한양대

김시환/한양대



- 165 -

나. 참가자명단

<강사>

<연수생>

날짜 프로그램 강사/소속
[Lecture 18] Back End of the 

Fuel Cycle

[Lecture 19] Fuel Cycle 

Economics

최종원/KAERI

이만기/KAERI

No. 국가 이름 소속 

1
Republic of 

Korea
Kyoyoun KIM KAERI

2 Sungkyun ZEE KAERI

3 Hyouk KWON KAERI

4 Doojeong LEE KAERI

5 Manki LEE KAERI

6 Keungkoo KIM KAERI

7 Keunbae PARK KAERI

8 Wonjae LEE KAERI

9 Jonghwa CHANG KAERI

10 Youngin KIM KAERI

11 Sihawn KIM 한양대학교

12 Jongwon CHOI KAERI

No. 국가 이름 소속 

1
Republic of 

South Africa
Anthonie Botha

Klerkscale (offer advanced 

technology  in industrial weighting 

system.

2 Jeffrey Chan SPX (Global  manufacturing company)

3 Philip Coleman

Group Five(integrated  construction 

service, metarial and infrastructure 

investment group)

4 Scarbra-Jon Hunt Group Five

5 Andrew Mostert

6 Hendrick Rasebopye
Sasol(international integrated 

energy  and chemical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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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국가 이름 소속 

7 Maurice Robertson NWU

8 Robert Stephenson Klerkscale

Cobus Swart9

KlerkscalePaul Zietsman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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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4. 국제원자력교육 과정별 자체 평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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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KAERI Workshop on Tools and Methodologies 

for Nuclear Reactor Technology Assessment

2014. 4. 11 ~ 17, KAERI, Daejeon, Republic of Korea

 유의사항

- IAEA 공통설문과 이에 대한 참석자 답변을 한국어 어법에 맞게 조정

- 고급통계기법인 비모수 통계 일표본 윌콕슨 부호순위검정(Sign Rank Test) 사용

1. 행정 및 배경 정보 제시

W-Value

1. 유사 교육과정에 참여한 적이 있는가? 1

2. 교육을 시작하기 전 여행일정표 및 항공권을 수령하였는가? 1

3. 비자를 신청 및 수령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는가? 2

4. 교육을 시작하기 전 관련 서류 및 안내서를 수령하였는가? 1

5. (위 질문과 연계) 서류 및 안내서가 유용하였는가? 4.75

6. 행정적인 준비 정도에 대하여 당신은 어떠한 점수를 줄 것인가? 4.75

 1∼4번 문항: 1-예, 2-아니오, 5∼6번 문항: 5-Likert Scale

2. 목적(목표)

W-Value

7. 교육 목적(목표) 제시가 명확한가? 1

8. 교육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지를 받았는가? 4.75

9. 교육 목적과 그 내용이 일치하는가? 4.75

 7번 문항: 1-예, 2-아니오, 8∼9번 문항: 5-Likert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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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 과정 진행 및 내용

W-Value

10. 강의 내용이 적절하게 제시되었는가? 4.75

11. 강의는 업무와 적절하게 연관되어 있는가? 4.75

12. 실습 활동(원내 •외 시찰, 산업시찰 등)의 적절하게 제시되었는가? 4.75

13. 교육 기간은 적절한가? 4.5

14. 강의 시간 •모듈은 적절한가? 4.5

15. 강의 내용에 대한 학습자의 사전지식은 충분한가? 3.5

16. 강의 후 강의 내용과 관련된 지식이 증가하였는가? 4

17. 강의 교재의 난이도 •완성도는 적절한가? 4.5

18. 오디오 •비디오 시설에 대하여 만족하는가? 4.75

19. 강의장 내 •외 시설에 대하여 만족하는가? 4.75

20. 교실환경에 대하여 만족하는가? 5.0

21. 강의는 나의 수준에 맞게 제시되었는가? 4.5

22. 강사 수준에 대하여 만족하는가? 4.75

23. 강의가 실제 현장의 상황을 충분하게 반영하였는가? 4.75

24. 강사는 나에게 적절한 가이드를 제공하였는가? 4.75

 10∼24번 문항: 5-Likert Scale

4. 영향

W-Value

25. 본인의 기대가 교육과정을 통해 충족되었는가? 4.75

26. 학습한 기술을 본인의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가? 4.5

27. 교육과정이 본인의 성과향상에 기여하는가? 4.75

28. 교육과정을 통해 학습한 지식을 언제 현업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2

29. 총점(평균점수) 4.75

 28번 문항: 1-즉시, 2-6개월 이내, 3-1년 이내, 25∼29번 문항(28번 제외): 5-Likert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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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NU-KAERI Course on Key Issues 

in the World Nuclear Industry Today  

2014. 5. 21 - 23, Seoul, Republic of Korea

 유의사항

- IAEA 공통설문과 이에 대한 참석자 답변을 한국어 어법에 맞게 조정

- 고급통계기법인 비모수 통계 일표본 윌콕슨 부호순위검정(Sign Rank Test) 

사용

1. 학습 효과

2. 교과 적합도

3. 강사 선정 적합도(강사 역량)

W-Value

1. Nuclear Power in the World Energy Context 0.4

2. Nuclear Industry Infrastructure and Nuclear Development Globally 0.6

3. Nuclear Fuel Market 0.5

4. Nuclear Economics 0.5

5. Nuclear Project Structuring and Financing 0.4

6. International Radiation Safety Regime. Safety, Security and Safeguards 0.9

7. Lessons from the Major Nuclear Accidents: Feedback into the  

International Safety Regime 0.6

8. Nuclear Safety Research for Prevention and Mitigation of Severe 
Accidents 0.5

9. Comparison of the Nuclear Development in Different Countries: Case 
study A: Vietnam, Bangladesh, Philippines, UAE, Turkey, India 1.0

10. Reactor Technology Development 0.5

11. NPP Technology Selection Criteria 0.6

12. Comparison of the Nuclear Development in Different Countries: Case 
study B: USA, China, Korea, UK and France 0.9

13. Small and Medium Reactor 0.5

14. Medical and Industrial Applications of Radiation Technology 0.5

15. Nuclear Communications 0.9

16. Knowledge Management 0.5

W-Value

1. 지식과 기술의 축적 0.0

2. 학습자 경력의 개발 0.0

3. 조직에 기여 0.0

4. 참가자(교수 및 진행요원 포함)간 네트워크 증진 -0.5

W-Value

1. Nuclear Power in the World Energy Context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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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강사명은 2. 교과 적합도에 제시된 교과목 순으로 제시

4. 전체 교육 프로그램 구성

W-Value

1. 내용 구성 -0.001

2. 시간 배분 0

3. 흥미 -0.001

4. 정보 0

5. 이해 -0.001

6. 참가자 간 네트워킹 -0.001

5. 시설

6. 전체 만족도: 4.3/5.0

W-Value

1. 책상 및 의자 1.0

2. 조명 1.0

3. 소음 0.9

4. 온도 0.3

5. 오디오 시설(마이크, 스피커 등) 0.3

6. 비디오 시설(파워포인트, 화이트보드, 텔레비전 등) 0.0

7. 주변 환경 0.9

8. 직원 서비스 0.9

W-Value

2. Nuclear Industry Infrastructure and Nuclear Development Globally -0.1

3. Nuclear Fuel Market -0.3

4. Nuclear Economics -0.3

5. Nuclear Project Structuring and Financing 0.0

6. International Radiation Safety Regime. Safety, Security and Safeguards 0.0

7. Lessons from the Major Nuclear Accidents: Feedback into the  

International Safety Regime 0.0

8. Nuclear Safety Research for Prevention and Mitigation of Severe 
Accidents 0.0

9. Comparison of the Nuclear Development in Different Countries: Case 
study A: Vietnam, Bangladesh, Philippines, UAE, Turkey, India 0.0

10. Reactor Technology Development -0.3

11. NPP Technology Selection Criteria -0.1

12. Comparison of the Nuclear Development in Different Countries: Case 
study B: USA, China, Korea, UK and France -0.1

13. Small and Medium Reactor -0.3

14. Medical and Industrial Applications of Radiation Technology 0.1

15. Nuclear Communications 0.3

16. Knowledge Management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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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ICA/KAERI Regional Training Course on Capacity Building of the 

Egyptian Nuclear Power Plants Authority (NPPA)

2014. 5. 22 - 6. 11, KAERI, Daejeon, Republic of Korea

 유의사항

- IAEA 공통설문과 이에 대한 참석자 답변을 한국어 어법에 맞게 조정

- 고급통계기법인 비모수 통계 일표본 윌콕슨 부호 순위 검정(Sign Rank Test) 사

용

1. 학습 효과

2. 교과 적합도

W-Value

1. Korean Nuclear HRD Program (6) 4.3

2. Training the Trainer: Principle of Learning (7) 4.7

3. Training the Trainer: Lesson Planning & Preparation (8) 4.7

4. Training the Trainer: Instructional Method (9) 4.7

5. Training the Trainer: Teaching & Learning Resources 4.7

6. Training the Trainer: Assessing Learner Performance 4.7

7. Training the Trainer: Evaluating Teaching & Learning (12) 4.5

8. Training the Trainer: Course Development 4.7

9. Training the Trainer: S-OJT (14) 4.7

10. World Nuclear Industry 4.5

11. Korean Experience in the Nuclear Power Development (16) 4.7

12. The supply chain of equipment in Korean Nuclear Power Plants and 

its Localization (17)
4.3

13. The Role of the Owner in the Nuclear Power Build Program 4.3

14. Nuclear Power Plant: Nuclear Reactor and Primary System (!9) 4.5

15. Nuclear Power Plant: NSSS Auxiliary System 4.3

16. Nuclear Power Plant: Mechanical System(21) 4.3

17. Nuclear Power Plant: Electrical System 3.9

18. Nuclear Power Plant: I&C System (23) 3.9

19. Nuclear Power Plant: Civil/Architectural Engineering 3.3

W-Value

1. 지식과 기술의 축적 4.3

2. 학습자 경력의 개발 4.0

3. 조직에 기여 4.0

4. 참가자(교수 및 진행요원 포함)간 네트워크 증진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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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사 선정 적합도(강사 역량)

W-Value

20. Nuclear Power Plant: Plant Design (25) 4.0

21. Nuclear Fuel Cycle: Front-end (26) 4.0

22. Nuclear Fuel Cycle: Back-end (27) 4.0

23. Nuclear Safety: Basic principles 4.0

24. Nuclear Safety: General Nuclear Considerations 4.0

25. Nuclear Safety: Classification (30) 3.9

26. Nuclear Safety: Design Basis Accident Analysis 3.9

27. Nuclear Safety: Severe Accident Analysis 3.9

28. Nuclear Safety: Shielding (33) 4.0

W-Value

1. Korean Nuclear HRD Program (6) 4.2

2. Training the Trainer: Principle of Learning (7) 4.8

3. Training the Trainer: Lesson Planning & Preparation (8) 4.8

4. Training the Trainer: Instructional Method (9) 4.8

5. Training the Trainer: Teaching & Learning Resources (10) 4.8

6. Training the Trainer: Assessing Learner Performance (11) 4.8

7. Training the Trainer: Evaluating Teaching & Learning (12) 4.5

8. Training the Trainer: Course Development (13) 4.8

9. Training the Trainer: S-OJT (14) 4.8

10. World Nuclear Industry (15) 4.5

11. Korean Experience in the Nuclear Power Development (16) 4.8

12. The supply chain of equipment in Korean Nuclear Power Plants and 

its Localization (17)
4.5

13. The Role of the Owner in the Nuclear Power Build Program 4.8

14. Nuclear Power Plant: Nuclear Reactor and Primary System(19) 4.5

15. Nuclear Power Plant: NSSS Auxiliary System (20) 4.0

16. Nuclear Power Plant: Mechanical System (21) 4.5

17. Nuclear Power Plant: Electrical System (22) 4.2

18. Nuclear Power Plant: I&C System (23) 4.0

19. Nuclear Power Plant: Civil/Architectural Engineering (24) 3.5

20. Nuclear Power Plant: Plant Design (25) 4.5

21. Nuclear Fuel Cycle: Front-end (26) 4.2

22. Nuclear Fuel Cycle: Back-end (27) 4.2

23. Nuclear Safety: Basic principles (28) 4.5

24. Nuclear Safety: General Nuclear Considerations (29) 3.7

25. Nuclear Safety: Classification (30) 4.2

26. Nuclear Safety: Design Basis Accident Analysis (31) 4.2

27. Nuclear Safety: Severe Accident Analysis (32)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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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강사명은 2. 교과 적합도에 제시된 교과목 순으로 제시

4. 교육 프로그램 구성 

W-Value

1. 내용 구성 0

2. 시간 배분 0.5

3. 흥미 0.3

4. 정보 0

5. 이해 0

6. 참가자 간 네트워킹 0

5. Action Plan 구성

W-Value

1. 내용 구성 4.8

2. 시간 배분 4.5

3. 흥미 4.5

4. 정보 4.5

5. 이해 4.8

6. 참가자 간 네트워킹 4.8

6. Action Plan 효과

7. Action Plan 만족도 :  4.8 / 5.0 

8. 누리관 시설

9. INTEC 강의장 시설

W-Value

28. Nuclear Safety: Shielding (33) 4.2

W-Value

1. 지식과 기술의 축적 4.5

2. 학습자 경력의 개발 4.5

3. 조직에 기여 4.9

4. 참가자(교수 및 진행요원 포함)간 네트워크 증진 4.5

W-Value

1. 기숙사 룸 (침대, 조명 등) 0

2. 기타 공간  0

3. 주방시설 0

4. 직원서비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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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문화탐방 

11. 산업시찰 

12. 전체 만족도: 4.6/5.0

W-Value

1. 책상 및 의자 0

2. 조명 0

3. 소음 0

4. 온도 0

5. 오디오 시설(마이크, 스피커 등) 0

6. 비디오 시설(파워포인트, 화이트보드, 텔레비전 등) 0

7. 주변 환경 0

8. 직원 서비스 0

W-Value

1. 전주한옥마을 0

W-Value

1. 두산중공업 0

2. 고리원자력 발전소 0

3. 경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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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zech Human Resources Development Program 

on civilian Nuclear Energy

2014. 6.23~25, KAERI, Daejeon, Republic of Korea

1. 평가 분석(총점: 4.5/5.0, 첨부 참조)

 기여한 점

- 강의 구성

      전반적으로 교과목 구성이 적절하였으며, 학습자들이 전반적인 원자력 현황을 이해

하는 데 도움

- 시설

      강의장 내 시설은 교육을 진행하기에 무난한 편이였으며, 주변 시설의 편리성으로 

인해 학습자 만족도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문제점 및 개선방향

- 강사와의 네트워킹 시간 확보

      일방형 강의전달식 수업형태로 인하여 교수-참가자와의 심도 있는 정보교류 시간이 

부족하였음

 추후 타 과정에서도 수업 외 별도의 Q&A 시간을 확보하는 방안 검토

- 수요자 중심의 교과 내용 구성

      주로 각 교과목의 내용을 구성하는 교수요원의 생각만으로 교과 내용이 구성되어 

참가자의 지식수준보다 한 단계 낮은 수준으로 강의가 개설되었으며(예외 SMART), 

이에 참가자가 지속적인 과목에 대한 흥미를 나타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음

 차년도 교육과정에는 참가자 특성을 감안한 교과 내용 제시가 필요

2. 향후 진행 방향

  차년도에는 참가자 정보를 조기에 취합하여 강사들과 교과목의 수준을 결정

  과정의 특성에 맞는 별도의 Q&A 시간 확보

    - 과정의 특성에 맞게 별도의 Q&A 시간이 필요할 경우 이를 반영하여 추가적인 시간을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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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설문 결과표

 유의사항

- IAEA 공통설문과 이에 대한 참석자 답변을 한국어 어법에 맞게 조정

- 고급통계기법인 비모수 통계 일표본 윌콕슨 부호 순위 검정(Sign Rank Test) 

사용

1. 학습 효과

2. 교과 적합도

3. 강사 선정 적합도(강사 역량)

 위 강사명은 2. 교과 적합도에 제시된 교과목 순으로 제시

4. 교육 프로그램 구성 

W-Value

1. Research Activity of KAERI and Position in the Korea Nuclear Field 2.0

2. Reactor Development History of KAERI and Current Researches     for 
Future 2.0

3. Research Reactors(export, research) 1.8

4. SMART 1.8

5. Nuclear Safety Research for Severe Accident Prevention 1.3

6. Nuclear Safety Research for Risk Assessment and Management 1.0

7. Nuclear Safety Research for Severe Accident Mitigation 1.5

8. International education programs for countries introducing NPPs in 
KAERI 2.0

W-Value

1. 지식과 기술의 축적 0

2. 학습자 경력의 개발 0.05

3. 조직에 기여 0.05

4. 참가자(교수 및 진행요원 포함)간 네트워크 증진 -0.01

W-Value

1. Research Activity of KAERI and Position in the Korea Nuclear Field 0.5

2. Reactor Development History of KAERI and Current Researches     for 
Future 0.5

3. Research Reactors(export, research) 0.8

4. SMART 0.8

5. Nuclear Safety Research for Severe Accident Prevention 0.5

6. Nuclear Safety Research for Risk Assessment and Management 0.3

7. Nuclear Safety Research for Severe Accident Mitigation 0.5

8. International education programs for countries introducing NPPs in 
KAERI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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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Value

1. 내용 구성 0.8

2. 시간 배분 0.4

3. 흥미 -0.01

4. 정보 0.0

5. 이해 0.0

6. 참가자 간 네트워킹 0.0

5. 누리관 시설

6. INTEC 강의장 시설

7. 산업시찰 

8. 전체 만족도: 4.5/5.0

W-Value

1. 책상 및 의자 1.2

2. 조명 1.0

3. 소음 0.8

4. 온도 0.4

5. 오디오 시설(마이크, 스피커 등) 0.5

6. 비디오 시설(파워포인트, 화이트보드, 텔레비전 등) 0.8

7. 주변 환경 1.2

8. 직원 서비스 1.0

W-Value

1. 기숙사 룸 (침대, 조명 등) 1.0

2. 기타 공간  1.2

3. 주방시설 2.0

4. 직원서비스 1.0

W-Value

1. HANARO 0

2. SMART 0

3. ATLA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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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ARO/KAERI Regional Workshop on 

Radiation Technology and its Application

 설문 분석 결과보고서

 유의사항

- IAEA 공통설문과 이에 대한 참석자 답변을 한국어 어법에 맞게 조정

- 고급통계기법인 비모수 통계 일표본 윌콕슨 부호 순위 검정(Sign Rank Test) 

사용

1. 학습 효과

2. 교과 적합도

W-Value

1. Activities of RCARO and RCA Regional Office 2.0

2. Overview of Research Reactor 1.8

3. Nuclear radiation application policies in Korea 2.3

4. Korean Culture 1.5

5. Introduction to new research reactor project in Korea 2.5

6. Radioisotope Production and application  2.0

7. Neutron Instrument Development 1.8

8. Neutron Beam Application  2.0

9. Use of Neutron Irradiation Technology 2.3

10. Non-Destructive Testing  2.0

11. Linear Accelerators 2.0

12. Medical applications of radiation: from radiation oncologist's 
perspective

1.8

13. Research Activities of National Radiation Emergency Medical Center 2.0

14. Status of radiation industries in Korea  2.0

15. Radiation Biotechnology 1.8

16. Human Effect of Radiation  1.5

17. Radiation technology application for agriculture 1.5

18. Drug Evaluation using Radioisotope 1.8

19. Cyclotron and its application   2.3

20. Radiation measurement instrument 1.5

21. Radiation application for environmental conservation 1.8

22. Radiation processing for polymeric materials and its industrial 
applications

1.8

23. Electron beam Industrial Application  2.0

W-Value

1. 지식과 기술의 축적 0.0

2. 학습자 경력의 개발 0.0

3. 조직에 기여 0.3

4. 참가자(교수 및 진행요원 포함)간 네트워크 증진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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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사 선정 적합도(강사 역량)

 위 강사명은 2. 교과 적합도에 제시된 교과목 순으로 제시

4. 교육 프로그램 구성 

W-Value

1. 내용 구성 0.3 

2. 시간 배분 0.3

3. 흥미 0.3

4. 정보 0.0

5. 이해 0.0

6. 참가자 간 네트워킹 0.0

8. 그레이톤 호텔 시설

W-Value

1. Activities of RCARO and RCA Regional Office 0.3

2. Overview of Research Reactor 0.0

3. Nuclear radiation application policies in Korea 0.5

4. Korean Culture 0.5

5. Introduction to new research reactor project in Korea 0.5

6. Radioisotope Production and application 0.3

7. Neutron Instrument Development 0.3

8. Neutron Beam Application 0.5

9. Use of Neutron Irradiation Technology 0.5

10. Non-Destructive Testing  0.5

11. Linear Accelerators  0.8

12. Medical applications of radiation: from radiation oncologist's 
perspective

0.5

13. Research Activities of National Radiation Emergency Medical Center 0.5

14. Status of radiation industries in Korea  0.0

15. Radiation Biotechnology 0.3

16. Human Effect of Radiation  0.3

17. Radiation technology application for agriculture 0.0

18. Drug Evaluation using Radioisotope  0.3

19. Cyclotron and its application 0.3

20. Radiation measurement instrument 0.5

21. Radiation application for environmental conservation 0.5

22. Radiation processing for polymeric materials and its industrial 
applications

0.5

23. Electron beam Industrial Application  0.5

W-Value

1. 기숙사 룸 (침대, 조명 등) 0.5

2. 기타 공간  0.3

3. 주방시설 0.5

4. 직원서비스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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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정읍 기숙사 시설 

10. INTEC 강의장 시설

10. 문화탐방 

11. 산업시찰  대전 외  

12. 산업시찰  대전 내 

13. 전체 만족도: 4.9/5.0

W-Value

1. 책상 및 의자 0.3

2. 조명 0.5

3. 소음 0.5

4. 온도 0.7

5. 오디오 시설(마이크, 스피커 등) 0.3

6. 비디오 시설(파워포인트, 화이트보드, 텔레비전 등) 0.3

7. 주변 환경 0.3

8. 직원 서비스 0.5

W-Value

1. 전주한옥마을 0.7

W-Value

1. KIRAMS 0.3

2. NCC 0.3

3. Samsung Innovation Museum 0.5

W-Value

1. HANARO 0.0

2. Isotope Production Facilities 0.3

3. Synthesis of Nano particles Using Electron Accelerator 0.3

4. Co-60 0.3

5. EB-Tech 0.0

W-Value

1. 기숙사 룸 (침대, 조명 등) 0.0

2. 기타 공간  0.0

3. 주방시설 0.3

4. 직원서비스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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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ICA/KAERI/IAEA Course on 

Nuclear Policy, Planning and Project Management

2014. 10. 13-30, KAERI, Daejeon, Republic of Korea

- 자체 설문지 평가 분석(총점: 5.00/5.00, 첨부 참조) - 

1. 기여한 점

  인적자원개발 4요소(개인, 경력, 조직, 네트워크) 개발

   - 강의

    연수 종료 후 연수생의 원자력 분야 개발 역량  

    본 연수 최종목표(ODA 효과성)와 강의 내용과의 연관성 

   - Action Plan(만족도: 4.9/5.0)

    상기 진행과정 + 도출결과  연수생 모국 발전방향에 길잡이 역할

    (Future Plan) 추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연수생 모국 발전계획 수립 지원

  효과적 강의구성과 강사의 강의 진행

   - 강의구성: 연수의 최종목표(ODA 효과성)에 부합

   - 강사의 강의 진행: 연수생 수준에 맞추어 교과내용 제시

     단, 개별 강사들의 연수생 흥미유발을 위한 교수기술(Teaching Skills)은 다소 미흡

  연수생 편의를 위한 시설(숙소, 강의장) 제공

   - 숙소/강의장: 연수생에게 학습에 몰입할 수 있는 공간과 휴식 제공

     단, 강의장 외 개별취사를 할 수 있는 시설 희망(예: 본원 Guest House)

  본원 시설(예: ATLAS)에 대한 높은 관심

   - 본원 내 원자력 R&D 기술에 대한 높은 관심

2. 개선할 점

  산업시찰(원내탐방 포함)

   - 지식전달형  체험학습형 산업시찰

   (예) 산업시찰 기관 방문 후 연수생 스스로 해당 기관의 특정시설 운영원리 체험

   - 연수목적에 부합하는 시설방문

   (예) 비원자력 시설방문(예: 대전 내 HANARO) 제외

  강사의 영어 구사역량

   - 별도 연구원 내 해당 교육과정 개설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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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설문 결과표

 유의사항

- IAEA 공통설문과 이에 대한 참석자 답변을 한국어 어법에 맞게 조정

- 고급통계기법인 비모수 통계 일표본 윌콕슨 부호 순위 검정(Sign Rank Test) 

사용

1. 학습 효과

2. 교과 적합도

W-Value

1. Introducing nuclear energy in emerging NP countries and infrastructure 

development: IAEA s role and approach   
2.1

2. The IAEA assistance programme to member states embarking on nuclear power 1.9

3. Nuclear energy status & policy in Korea 2.5

4. Lessons from Korean nuclear program  3

5. Experience of manufacturing the equipment in Korean NPPs 3

6. Economics of nuclear power  1.9

7. Emergency planning 2.5

8. Pre-project phases for a nuclear power project management  2.1

9. Nuclear power plant project risks 1.9

10. Siting aspects 1.9

11. Public acceptance 1.9

12. Waste management 1.5

13. Radiation protection 1.0

14. APR-1400 & OPR-1000: Korean NPP technology  2.5

15. Environmental aspects 1.5

16. Legal and regulatory aspect 1.9

17. Nuclear human resources development   1.9

18. Implementation phase for a nuclear power project management 1.9

19. Financing of nuclear power project 1.9

20. Security and physical protection-Security and safeguard  1.9

21. Introduction to research reactor 1.5

22. Status and perspective of HANARO Utilization  3.0

23. Experience on construction and project management of HANARO 1.9

24. Status of radiation industries in KOREA  2.5

25. Biological Effects  1.5

26. History and experience of nuclear fuel development in Korea  3.0

W-Value

1. 지식과 기술의 축적 0.0

2. 학습자 경력의 개발 0.7

3. 조직에 기여 0.5

4. 참가자(교수 및 진행요원 포함)간 네트워크 증진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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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사 선정 적합도(강사 역량)

 위 강사명은 2. 교과 적합도에 제시된 교과목 순으로 제시

4. 교육 프로그램 구성 

W-Value

27. Radiation technology application for agriculture 1.9

28. Cyclotron and medical application of RI 1.5

W-Value

1. Introducing nuclear energy in emerging NP countries and infrastructure 

development: IAEA s role and approach
0.8

2. The IAEA assistance programme to member states embarking on nuclear 

power
0.5

3. Nuclear energy status & policy in Korea  0.8

4. Lessons from Korean nuclear program 0.3

5. Experience of manufacturing the equipment in Korean NPPs  0.3

6. Economics of nuclear power 0.0

7. Emergency planning 0.5

8. Pre-project phases for a nuclear power project management  0.5

9. Nuclear power plant project risks 0.3

10. Siting aspects 0.3

11. Public acceptance 0.3

12. Waste management    0.5

13. Radiation protection 0.5

14. APR-1400 & OPR-1000: Korean NPP technology  0.5

15. Environmental aspects 0.5

16. Legal and regulatory aspect  0.5

17. Nuclear human resources development 0.8

18. Implementation phase for a nuclear power project management  0.0

19. Financing of nuclear power project 0.0

20. Security and physical protection-Security and safeguard  0.5

21. Introduction to research reactor 0.3

22. Status and perspective of HANARO Utilization 0.5

23. Experience on construction and project management of HANARO 0.0

24. Status of radiation industries in KOREA 0.3

25. Biological Effects 0.5

26. History and experience of nuclear fuel development in Korea  0.0

27. Radiation technology application for agriculture 0.5

28. Cyclotron and medical application of RI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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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Value

1. 내용 구성 0

2. 시간 배분 0

3. 흥미 -0.05

4. 정보 0.5

5. 이해 0

6. 참가자 간 네트워킹 0.3

5. Action Plan 구성

W-Value

1. 내용 구성 4.8

2. 시간 배분 4.3

3. 흥미 5.0

4. 정보 5.0

5. 이해 4.8

6. 참가자 간 네트워킹 5.0

6. Action Plan 효과

7. Action Plan 만족도 :  4.9 / 5.0 

8. 유성호텔 시설

9. INTEC 강의장 시설

W-Value

1. 책상 및 의자 0.5

2. 조명 0.5

3. 소음 1

4. 온도 0.5

5. 오디오 시설(마이크, 스피커 등) 0.1

6. 비디오 시설(파워포인트, 화이트보드, 텔레비전 등) 0.1

7. 주변 환경 0.7

8. 직원 서비스 0.5

W-Value

1. 지식과 기술의 축적 5.0

2. 학습자 경력의 개발 5.0

3. 조직에 기여 5.0

4. 참가자(교수 및 진행요원 포함)간 네트워크 증진 5.0

W-Value

1. 기숙사 룸 (침대, 조명 등) 0.3

2. 기타 공간  0.5

3. 주방시설 0

4. 직원서비스 0.5



- 186 -

10. 문화탐방 

11. 산업시찰  대전 외  

12. 산업시찰  대전 내 

13. 전체 만족도: 5.0/5.0

- 종합 평가 (모니터링, 시험결과 포함) - 

 모니터링

   평가내용

    - 강의: 강사 준비도, 강의내용의 적절성, 상주 보조인력의 대응, 강사와 연수생간 소

통

    - 연수생: 참여도, 만족도

    - 기관방문 및 산업시찰: 연수주제와의 연계성, 방문 방법과 소요시간의 적절성

    - 액션플랜: 좌장의 역할수행, 액션플랜 주제의 연수주제와의 연계성, 액션플랜의 효과

성

    - 국별보고: 좌장의 역할수행, 보고내용의 확산성(연수생간 잘 공유가 되는가?), 액션

플랜 기반자료로서 연계성

   평가방법: 교육담당자의 참여관찰 후 전문가 토의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환류(feedback) 실시 내용 및 결과

    - 강의, 국별보고, 액션플랜, 기관방문, 산업시찰은 대체로 기획한 바와 같이 성공적으

로 진행됨 

    - 연수생 요청사항 해결: 연수생과 강사간 많은 소통이 필요한 강의, 액션플랜의 경우 

강사의 강의진행 방식에 따라 연수 초기 아래와 같이 연수생의 요청이 있었음. 담당

자는 개별 강사에게 다음 사항에 대해 요청하였고 강사는 이를 반영하여 강의를 진

행함 

W-Value

1. 전주한옥마을 0.7

W-Value

1. 두산중공업 0

2. 고리원자력 발전소 0

3. 한국 원차력 폐기물 0

4. 경주 0.5

W-Value

1. KEPCO NF 0

2. KINAC 0

3. HANARO 0

4. ATLAS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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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시간 준수

      핵심 내용의 강조  

      강의 내용의 구체적인 설명: 연수생의 업무, 전공 분야가 각기 다름에 기인

    - 강의 시설 개선: 1-2일차까지 강사가 포인터 사용에 어려움이 있어, 강의에 방해요인

이 됨에 따라 포인터를 다른 종류로 변경함

    - 연수담당자의 강의개선요청: 담당자는 과정 전체에서 개별 강사에게 다음 사항에 대

해 요청, 확인하였고, 강사는 이를 반영하여 강의를 운영

       질문, 토론의 유도: 연수생의 참여도 증대 목적

 ∙ 용어 확인: 연수생의 전문 분야가 각각 다름에 따라 강의 이해를 도움

 ∙ 연수생 정보: 연수국가, 국별 원전 현황, 연수생의 강의 참여 특징

 ∙ 연수목적 강조: 강사에게 강의 목적을 상기시키고자 함   

 연수생 만족도 평가(협력단 및 연수기관 자체 설문 활용)

   평가내용: HRD 핵심요소의 개발, 학습 후 해당 지식의 향상, 교수방법에 대한 인식, 

시설(강의장 및 숙소)에 대한 인식, 산업시찰 등 방문지에 대한 인식, 전반적인 만족

도 등

   평가방법: Likert-5 Scale을 기반으로 한 설문지(총합평가) 바탕으로 K-I 기법과 I-S 

기법을 설문지 개발에 적용하였으며, 이를 분석할 때 Wilcoxon Rank Sum Test를 이용

하여 최대한 평가결과의 객관화를 위해 노력

   평가결과 및 분석

     - 총점: 연구원 자체 설문 결과에 따르면 최종 만족도는 5점 기준에 5점으로, 매우 만

족하였음을 확인. 협력단의 만족도 평가 결과는 평균 4.7점으로 연구원 설문결과와 

차이가 있으나 마찬가지로 만족도는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음

     - 액션플랜: 액션플랜 만족도는 5점 기준 4.9점으로 높은 결과를 보임. 좌장(퍼실리테

이터)은 연수생의 액션플랜 진행과 결과 도출에 있어 적극적이고 적절하게 도움을 

주었으며, 연수생들은 액션플랜 결과물인 마스터 플랜을 통해 귀국 후 연수 결과 적

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 추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연수생 모국 발전계획 수

립 지원

     - 한국 인식변화: 연수생은 강의, 산업시찰을 통해 한국 기술의 전문성, 우수성을 경

험하고 문화체험과 연수기간 동안 생활을 통해 한국인의 친절함을 느끼고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형성   

     

 강사 평가(협력단 및 연수기관 자체 설문 활용)

   평가내용: 각 교과목 강사의 교수 내용 및 방법

   평가방법: Likert-5 Scale을 기반으로 한 설문지를 바탕으로 K-I 기법을 활용한 각 교

과목 설문을 Wilcoxon Rank Sum Test를 통해 추산 

   평가결과 및 분석

     - 강사평가 결과

     · 강의 및 강사에 대한 만족도 : 연수 설문 분석 결과와 강의평가 결과, 연수생이 강

의 및 강사에 대해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지님. 연수 설문 분석은 내용, 성과 

부분을 평균하여 5점 기준 4.6점, 강의평가는 적합성 항목 평균 4.66점, 강사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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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항목 평균 4.83점, 강의교재 항목 평균 4.66점으로 높은 수치로 평가되었음. 

강의평가 분석 결과 적합성 항목은 연구로 및 방사선 기술  과목의 적합성이 타 

과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결과를 보임. 본 연수 목적을 원전 기획 및 사업관

리에 한정하여 평가한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연수명이 원전 기획 및 사업관리

인 점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추가 연수내용에 대한 사실을 오리엔테이션에 충분

히 설명하였으나 구두 설명으로는 인식 변화에 한계가 있었음

강사는 원자력 업계 최소 20년 이상 경력 또는 임원급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강사전

문성 항목이 높게 평가 된 것으로 분석. 모니터링 강사 연수생간 소통이 특히 활

발했던 강의에 대해 높은 강사 평가가 발생하였음.

다만, 연구원 자체 설문에 따르면, 연수생 흥미유발을 위한 교수기술은 다소 미흡

     · 강사 영어전달능력에 대한 만족도 : 강사영어구사력은 평균 4.40점으로 높은 평가를 

얻음. 다만, 영어구사력이 훌륭한 원어민강사와 IAEA  강연자의 평가가 4.67에서 

4.78로 예상보다 낮게 결과하였으며 실제 영어구사력이 높더라도 연수생의 영어 사

용에 따라 판단 수준이 다를 수 있음을 확인. 영어 구사력은 실제에 비해 전반적으

로 하향 평가 되었을 가능성 존재

 연수생 평가(협력단 및 연수기관 자체 설문 활용) 

   연수생 자격의 적합성

    - 언어능력: 연수생의 영어구사력은 강의 학습, 질문, 토론 등에 있어 원활이 진행될 

수 있게끔 모두 훌륭하였음. 특히 남아공 연수생의 영어 능력이 뛰어나 액션플랜 중 

그룹활동과 발표에서 활발히 참여하여 연수 전반에 도움을 줌  

    - 참가자격 적합 여부

     · 연수생들은 원자력 분야에서도 각기 다른 전문분야에서 선발되었으나, 원자력에 대

한 지식, 이해수준이 다른 것이 오히려 연수생간 지식교류에 도움이 됨. 다만 이집

트 연수생은 다양한 연수내용 소화에 어려움을 겪음 

     · 방글라데시, 아르헨티나, 베트남, 말레이시아 연수생은 특히 원자력에 대한 지식 수

준이 높고, 새로운 지식 습득에 대한 열의가 높아 연수 중 활발한 질문과 함께 적

극적인 연수 분위기를 형성

     · 남아공 연수생은 재정부에서 참가하여, 기술적 내용의 학습에 어려움을 우려하였으

나 새로운 지식의 습득에 열린 자세로 참가하였으며, 남아공에 원자력이 필요한 이

유와 도입 시 고려사항들에 대해 배워가는 기회로 삼음

     · 연수생들은 강의, 액션플랜, 산업시찰 뿐만 아니라 연수생간 사교활동에도 적극적으

로 참여하였으며 높은 친밀도를 형성함

     · 종합적으로 연수생 자격은 모두 적합하다고 판단    

    연수생 참여율

     - 계획한 연수대상 인원 대비 실제 연수과정 수료 인원 비율: 100 %

     

 연수시험 결과

     평가내용

      - 강사 별로 출제한 4지선다형 문제 중 25개 문항을 선발하여 진행. 문제는 강의내용

에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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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방법

      - 시험시간은 30분이며, 1문제는 4점으로 60점 이상 득점 시 시험에 통과한 것으로 

평가

      - 시험 목적은 연수생의 집중도와 참여도 개선과 강의 내용의 검토를 위함으로 종료 

후 개별 결과 제공 

      평가결과 및 분석

       - 연수생은 모두 60점 이상 득점하였음

       - 평균: 80, 최고득점: 96, 최저득점: 60

                                   

점수구간 득점인원

60-70 3

70-80 1

80-90 2

90-100 3

합계 9

표 114 점수분포표 

  

 - 원전 도입과 사업관리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연수 핵심내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제공된 자료를 모두 스스로 지식화하기는 어렵지만 필요 시 

자료를 참고할 수 있는 역량과 지식기반을 개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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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5. 홍보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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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실적

No. 기사 및 프로명 보도내용 매체명 보도일자

1

원자력연, 남아공 NWU, 

원자력교육콘텐츠 개발 

협력

KAERI-NWU 웹기반 교육콘텐츠 개발 공동 

워크샵 개최

투데이에너지, 

머니투데이, 

뉴시스, 전기신문

2014-04-11

2

IAEA-KAERI 공동 

원자로기술평가방법론 

국제교육과정 개최

원자력발전소 건설 및 운영 단계에서 

필요한 기술적 특성과 원자로 노형 및 

기술평가방법론에 대한 교육 실시

2014년 원우 

5-6월
2014-05

3

남아공 종합대학(NWU)과 

원자력교육컨텐츠 개발 

협력

KAERI-NWU 웹기반 교육콘텐츠 개발 공동 

워크샵 개최

2014년 원우

5-6월
2014-05

4

원자력연, 

세계원자력대학 

국제교육과정 개최

세계원자력산업의 현황과 핵심이슈를 

주제로 국제전문가 초청 교육 실시

뉴시스, 

충남일보, 

머니투데이 

2014-05-21

5

원자력연, 

세계원자력대학 

국제교육과정 개최

세계원자력산업의 현황과 핵심이슈를 

주제로 국제전문가 초청 교육 실시

에너지경제, 

투데이에너지
2014-05-22

6 WNU 국제교육과정 개최
세계원자력산업의 현황과 핵심이슈를 

주제로 국제전문가 초청 교육 실시

2014년 원우

7-8월
2014-07

7

원자력연, 

요르단연구용원자로 

운전인력 양성

요르단에 수출, 건설 중인 원자로의 

현지 운전인력 교육 실시

아시아엔, 

투데이에너지, 

뉴시스, 

디지털타임즈, 

연합뉴스

2014-10-13

8

원자력연, 

요르단연구용원자로 

운전인력 양성

요르단에 수출, 건설 중인 원자로의 

현지 운전인력 교육 실시
충남일보 2014-10-14

9
JRTR 운전인력 양성 

교육과정 운영

요르단에 수출, 건설 중인 원자로의 

현지 운전인력 교육 실시

2014년 원우 

11-12월
2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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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ERI-NWU e-Learning Course on Nuclear Power Technology

2014. 6. 30  10. 31, eFundi(http://efundi.nwu.ac.za)

제 5차 한·남아공 웹기반 콘텐츠 개발 공동워크숍일정(2014.412-16)

Date Program

12 Sat

13 Sun.

Arrival at Incheon airport 

- Culture experience (Temple stay at Beopjusa)

Move to Daejeon 

  - Stay at the Technovalley Hotel

14 Mon.

09:30-09:50

09:50-10:10

Opening 

- Opening remarks from KAERI

- Opening remarks from NWU

- Congratulatory remarks from the IAEA

- Adjust Workshop Agenda(Nam, KAERI)

MOA Signing Ceremony 

- Signing of the MOA between KAERI and NWU

- Photo (All)

Session 1: Overview of current cooperation

10:30-11:00

11:00-11:30

11:30-12:00

- Review of KAERI activity (Nam, KAERI)

- Review of NWU activity (Fick, NWU)

- The outcomes of educational networks to foster greater 

regional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IAEA) 

12:00-14:00 Lunch (hosted by KAERI)

14:00-14:30

14:30-15:00

15:00-15:30

Meeting with the president of KAERI

Session 2: Demonstration of LMS for e-Learning 

- Demonstration of KAERI LMS (elcent.kaeri.re.kr) (Rho, KAERI)

- Demonstration of NWU LMS (Wyk ??, NWU)

15:30-16:30

16:30-17:30

KAERI Technical Tour

- Hanaro

- RI facility

- Cold Nutron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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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Tue.

09:00-09:30

09:30-10:00

10:00-10:30

10:30-11:00

11:00-11:30

11:30-12:00

12:00-14:00

Session 3: Development of e-Learning contents

- Overview of contents development of 4 short courses (Si-Hwan 

Kim)

- Review of the NWU pilot test (Fick??, NWU)

Break

Session 4: Implementation of e-Learning short courses 

- Discussion on schedule and method for short courses

- Discussion of additional materials for quiz, homework and 

evaluation of e-Learning

- Team discussion 

Lunch

14:00-14:30

14:30-15:30

15:30-16:00

16:00-16:30

16:30-17:30

Session 5: Needs of contract for PGD courses

- Plan for whole PGD in nuclear energy policy (Wichers??, NWU)

- Discussion of contract for the short courses (All)

Break

Session 6: Outcomes and action plan in 2014

- Identification of outcomes and action plan in 2014

- 2nd Workshop plan in 2014

16 Wed.

09:00-09:30

09:30-10:00

10:00-11:00

11:00-11:00

11:00-12:00

12:00-14:00

14:00-15:30

16:00

Session 7: Future cooperation activities after 2014

  - International collaboration possibilities for virtual post 

graduate programs in nuclear energy and related management 

topics (IAEA)

- Cooperation among KAERI, NWU and IAEA   (All)

- Further discussions and development of a detail project plan 

(All)

Break

Writing MOM

Lunch

Wrap-up discussion

Move to Incheon

- Departure from Incheon   airport



- 195 -

제 5차 한·남아공 공동 워크숍의 회의록(Minutes of Meeting)



- 196 -



- 197 -



- 198 -

 



- 199 -

  

그림 1. 제 5차 KAERI-NWU 웹기반교육 콘텐츠 개발 공동 워크숍 기념사진 (한국)

MOA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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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차 한·남아공 웹기반 콘텐츠 개발 공동워크숍 일정 (2014.9.15-19)

Date Time Topic

Monday

15 Sept 

16:25 Welcoming of Korean Delegates at Cape Town Airport 

and transport to conference venue

NWU

Dr Fick

Tuesday

16 Sept

09:00

-

17:00

Opening of the Joint Workshop

Words of welcome

Dr Fick

Dr Ko

Review of objectives of the Workshop and 

finalization of agenda
Dr Fick

Review of the experience from the side of NWU 

regarding the delivery of Short Course 1 Pilot

Anthonie

Celliers

Technical Tour to the National Accelerator Centre / 

Koebaerg NPP
All

Wednesda

y

17 Sept

09:00 

 

17:00

International collaboration possibilities for 

virtual post graduate programs in nuclear energy 

management

Ugo Ugbor

Discussion of the Cooperation among KAERI, NWU and 

IAEA 
All

Achievement of the Pilot WNU-KAERI e-Learning 

Course 
Si-pyo Rho

Discussion of the pilot test and the contents of 

the other Module.
All

Thursday

18 Sept

09:00 

 

17:00

Discussion of feed back from the  NWU short course 

students on learning and assessment experience 
All

Review of the e-Learning Content Development and 

It's Intellectual Property

H y o - j u n g 

Kim

The outcomes of educational networks to foster 

greater regional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Ugo Ugbor

Review of NWU-KAERI Cooperation Research Project 

and Future Plan
Han-suk Ko

Discussion and suggestions  regarding future 

co-operation between KAERI and the programs of the 

Post   Graduate School of Nuclear Engineering NWU

All

Friday 

19 Sept

09:00 

 

17:00

Discussion and suggestions  regarding future 

co-operation between KAERI and the programs of the 

Post   Graduate School of Nuclear Engineering NWU

All

Writing and Signing MOM 
All

Saturday

20 Sept

Depart to Cape Town International Airport for 

departure to Seoul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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