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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목

   웹기반 및 스마트 교육시스템 개발운영

Ⅱ. 연구개발 목적 및 필요성

   21세기는 지식정보화 사회로서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인적자원의 역량강

화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부각됨에 따라 원자력 교육훈련의 고유가치가 상승하고 

있다. 특히 원자력은 첨단 지식산업의 총합체로서 원자력을 통한 고부가 창출과 원전의 

안전운전을 위해서는 장기간의 교육훈련이 필수적이다.

   우리 연구원은 국내 유일의 원자력 종합기술 연구기관으로서 원전기술의 자립을 선

도하고 원자력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축적된 인력, 시설, 장비 등을 포함하는 

국내 최고의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인력과 시설을 바탕으로 연구원은 원자력 

초창기부터 원자력산업의 중심에서 원자력 전주기 기술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원자력 분

야의 인력양성을 주도하여 왔다.

   한편 2000년대 후반부터 세계 원자력시장의 수요가 확대되고 국내외 교육훈련 공급

기관 간의 경쟁이 점차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환경변화에 능동적 대응이 요구된다. 즉, 

과거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 교육훈련의 패러다임을 전환함으로써 원

자력 교육훈련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질적인 도약을 추구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연구

원의 고유임무와 원자력교육센터의 역할에 기반하여 최적의 교육훈련 성과를 창출하는 

원자력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원 강점기술에 기초한 교육체계를 구

축하며 교육과정의 품질개선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Ⅲ.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 원자력 교육훈련 및 인력수급 전략 수립

     - 원자력 교육훈련 발전전략 수립

     - KAERI 4개 본부 중장기 인력수급 계획 수립

  ○ 원자력 교육훈련 종합체계 선진화

     - SAT 기반 교육과정 및 운영시스템 기본체계 구축

     - SAT 모델을 적용한 교육과정 품질개선

  ○ KAERI 강점기술 교육과정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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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수요 분석에 기초한 KAERI 브랜드 교육과정 개발 및 개선

  ○ e-learning 교육체계 구축 및 확산

     - 웹기반 국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 학습관리시스템 및 학습콘텐츠 개발

Ⅳ. 연구개발 결과

   원자력기술의 공여단계에는 원자력 강점기술의 확산과 수출을 위한 선제대응 수단으

로서 보다 전략적이고 우수한 품질의 교육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변화하는 국내외 원

자력교육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경쟁력과 품질을 갖춘 교육훈련을 제공하기 위

한 중장기 정책방향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원자력 교육훈련체계의 선진화와 함께 우

리 연구원의 고유 강점기술을 확산하는 교육과정을 개발함으로써 원자력교육을 차별화

하고 주도권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원자력 교육훈련체계 선진화를 위한 전단계로 SAT 방법론에 따라 ‘수요분석-설계-개

발-운영-평가’의 각 단계별 이행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교육과정 설계/운영지침서’를 개

발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개발된 학습콘텐츠를 ANENT 지역 학습관리시스템에 탑재

함으로써 원자력지식의 확산과 교류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글로벌 원자

력 R&D 아카데미’ 운영의 핵심사항인 KAERI 강점기술 교육과정으로 6개 교육과정에 

대하여 개발 및 개선을 수행하였다. 당해연도 개발된 4개 본부(단) 대상의 중기 인력수

급 계획 수립을 위한 방법론은 ’15년도에 수행되는 연구원 전체의 인력수급 계획 수립

에 활용될 것이다.

   우리 연구원의 고유임무에 기초할 때, 창조경제 실현이라는 국가의 정책이행을 위해

서는 교육훈련의 성과가 연구원의 경영성과로 직접 연계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즉 강점

기술 교육을 통해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 및 기술 수출, 그리고 연구원의 브랜드 인지도

를 제고함으로서 국가사회에 기여하고, 인력양성과 선도기술 확산의 선순환 주기를 확

보하여야 한다.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본 연구에 도입된 교수-학습 모델을 KAERI에서 운영하는 모든 교육과정에 확대 

적용함으로써 국내 원자력 교육훈련의 질적도약 선도 및 국제 경쟁력 강화

      - 원자력교육의 표준화, 고도화, 최적화를 위한 역할모델 제공

  ○ 연구원 임무에 기초한 원자력 R&D 교육훈련의 특성화 및 국제화 추진

      - 강점기술 교육을 통한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 및 연구원의 브랜드 인지도 제고



  ○ 원자력기술 도입 예상국에 지식과 경험 전파로 원자력기술 수출의 신수요 창출

      - 원자력기술 수출의 선행사업으로 원자력 교육훈련 활용

      - 원자력 개도국에 원자력기술 도입의 필수요건인 인력양성 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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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Project Titl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the Web-based and Smart Education 

System

II. Objectives and Necessity of the Project

   As the 21st century is the knowledge based society of information, Thus the 

intrinsic value of nuclear education has been rising while the capacity building of 

the human resources is being emerged into one of the key factors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state. In particular, a long-term education in the nuclear field is 

essential for the higher value-added nuclear industry and the safe operation of 

nuclear power plants.

   The KAERI is the only research institute for general nuclear techniques in the 

country and has been leading the self-reliance of nuclear technology. It has 

established the country’s top nuclear infrastructure including manpower, facilities and 

equipment that have been accumulated during the development of nuclear core 

technologies over the past half-century. Based on them, it has taken the lead in 

nuclear human resources development by providing the full cycle education on 

nuclear technologies.

   Since the late of 2000, the need for the world nuclear market has expanded and 

competition among the institutes of the nuclear education has accelerated. These 

require us to response the changes of environment more actively and to change the 

paradigm of education from the supply side to the demand side. That kind of 

endeavor makes the nuclear education improve its competitiveness and quality.

   The purpose of this project is to establish the nuclear education policy creating 

the best education performance. Based on this, it plans to construct the education 

system to enforce the KAERI’s technical strengths and to improve the quality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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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 Establishment of a Strategy in Nuclear Education and Demand and Supply of 

Nuclear Workforce

     - Establishment of a Strategy in Nuclear Education Development

     - Establishment of a mid/long-term Workforce Planning of KAERI's 4 headquarters  

  ○ Advancement of a Nuclear Education Synthesis System

     - Building a basic SAT based System for upgrading the Education and Training  

     - Quality Improvement of a Nuclear Education applying SAT Model   

  ○ Development of Nuclear Education programme to enforce the KAERI's technical strengths 

- Development and Improvement of Education programme based Need of Education  

  ○ Establishment and Proliferation of a e-learning Education System 

     - Development of a Web based Nuclear Education and Training

     - Development of a Learning Management System and Learning Contents 

IV. Results

   At the stage of giving technology, we should provide the high quality education 

more strategically as a means of confrontation to ensure proliferation and expert of 

the technical strengths. This study established the mid/long term policy to cope 

actively with the changing international circumstances in nuclear education and 

provide competitive education contents. Accordingly, we can have the initiative  

providing differentiated nuclear education programme.

   As a prerequisite to advancement of systematic education and training, this study 

presents a course design system reflecting requirements from all steps of SAT.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exchange and spread the nuclear knowledge, we loaded 

the education contents developed in this study to 'ANENT' local learning system. 

And this study developed 6 education programme of the KAERI's technical strengths 

involved in 'Global Nuclear R&D Academy'. The methodology of demand and 

supply of nuclear workforce studied in this year expected to be applied to the entire 

manpower planning of the institute in 2015. 

   According to the institute's own duty, the result of education should be 

connected directly to the management performance to realize the key policy of 

administration, 'creative economy'. As a result, we should secure the virtuous circle 



of manpower training and guidance technology development and also serve the 

country by promoting R&D result diffusion and raising brand awareness of institute 

by educating in technical strengths.

V. Application Plan of the Results

  ○ Leading Nuclear Education & Training and Enhancement of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by applying the instructional models developed in this study 

to all the courses

  ○ Specialization and Internationalization for R&D Education & Training based on 

the institute's mission

  ○ Creation of the New Demand on Expert of Nuclear Technology through transfer 

of the Nuclear Knowledge and Know-how to Countries are being offered 

Nuclear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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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21세기는 지식정보화 사회로서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인적자원의 역량강

화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부각됨에 따라 원자력 교육훈련의 고유가치가 상승하고 

있다. 특히 원자력은 첨단 지식산업의 총합체로서 원자력을 통한 고부가 창출과 원전의 

안전운전을 위해서는 장기간의 교육훈련이 필수적이다. 더불어 원자력 전문인력의 퇴직 

및 고령화에 따라 세대간 원자력지식의 계승이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IAEA 보고서[1.1]에 따르면 전세계의 원전설비용량이 ’10년 375 GWe 에서 ’30년에는 

501~746 GWe 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WNA 는 ’30년 경에는 원자력 도입 예

정국이 약 65개국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1.2-1.3].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원자

력 르네상스의 동력은 일정부분 약화되었으나, 여전히 에너지 공급의 현실적 대안이 원

자력으로 인지되면서 원전의 확대와 이에 따른 인력양성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원자력 전문인력의 퇴직 증가와 함께 원자로 수명연장, 폐로, 고준위 방

사성폐기물 관리 등의 분야에서 신규인력의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1.4]. 이와 같이 세

계 원자력시장의 팽창 전망에 따라 프랑스, 미국, 일본, 러시아 등 원전 선진국은 원자

력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부 주도 하에 원자력기술 도입 예정국의 인력양성

을 지원하는 공격적인 원자력교육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다[1.5-1.7]. 

   국내의 경우에도 ’10년 상용원전과 연구로 수출이 국내 원자력 기술 및 교육수요를 

확대하는 기폭제 역할을 하면서 원자력 전문기관의 기능과 기관별 교육역할이 분화하였

다. 즉,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자력협력재단, 한국원전수

출산업협회,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국방사선안전재단, 한국방사선진흥협회 등 기존 전

문기관의 교육기능 강화와 더불어 몇몇 기관이 신설되었다. 결국 교육기관의 분화는 기

관별로 원자력 교육훈련의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어져 국내에서도 교육

훈련 분야의 경쟁이 가속화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대학의 경우에도 ’10년 이후 경북대, 

세종대 등 8개 대학에서 원자력관련 학과를 개설하면서 현재 ’14년 현재 총 16개 대학

에서 관련 학과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 연구원은 국내 유일의 원자력 종합기술 연구기관으로서 원전기술의 자립을 선

도하고 원자력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축적된 인력, 시설, 장비 등을 포함하는 

국내 최고의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인력과 시설을 바탕으로 연구원은 원자력 

초창기부터 원자력산업의 중심에서 원자력 전주기 기술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원자력 분

야의 인력양성을 주도하여 왔다. 현재 산업과정, 학연협동과정, 다자간 또는 양자간 국

제과정, 원자력 이해증진과정 등 연간 90여개의 과정을 운영하면서 연평균 7,000 여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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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생을 배출하고 있으며, 과거 이래 교육의 양적인 성장을 지속하여 왔다.

   한편 2000년대 후반부터 세계 원자력시장의 수요가 확대되고 국내외 교육훈련 공급

기관 간의 경쟁이 점차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환경변화에 능동적 대응이 요구된다. 즉, 

과거 공급자 중심의 기술전수형 인력양성에서 수요자 기반의 시장중심 인력양성으로 교

육훈련의 패러다임을 전환함으로써 원자력 교육훈련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질적인 도약

을 추구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연구원의 고유임무와 원자력교육센터의 역할에 기반하

여 최적의 교육훈련 성과를 창출하는 원자력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

원 강점기술에 기초한 교육체계를 구축하며 교육과정의 품질개선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제2장은 원자력 교육훈련의 중기 발전전략과 연구원 전체의 인력수급 계획 수립의 

전단계로 수행된 4개 본부(단)에 대한 중장기 인력수급 계획 수립의 결과, 제3장에서는 

국제표준 교육모델인 Systematic Approach to Training(SAT) 방법론을 적용한 원자력 

교육훈련체계 선진화 및 교육과정의 품질개선 방안을 기술한다. 제4장은 연구원의 강점

기술에 기반하여 개발 및 개선한 교육과정을, 제5장은 e-learning 교육체계 구축 및 확산

의 일환으로 수행된 학습관리시스템 개선, 웹기반 국제 교육과정과 학습콘텐츠 개발 내

용을 포함한다. 그리고 제6장에서는 연구개발 결과와 활용계획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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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원자력 교육훈련 전략 및 인력수급 계획 수립

제 1 절 원자력 교육훈련 발전전략 수립

1. 환경분석

1.1 국외환경

  ○ 21세기는 지식정보화 사회로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교육훈련 역량이 국가 경

쟁력의 핵심요소로 부각됨에 따라 원자력 교육훈련의 가치 상승

  ○ ’30년까지 상용원전 보유국 및 원전설비용량의 급증 전망에 따라 원자력 인력양성

은 지속적인 현안 [1.1]

     - IAEA 전망 : 375GWe (’10년) ⇒ 501~746GWe (’30년)

     - 원전 선진국은 전문인력 고령화 • 은퇴, 신규인력 충원 어려움에 따른 인력수급 

차질 직면, 후발국은 원자력 전문인력 양성 인프라 미비

  ○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도 에너지 공급의 현실적 대안이 원자력으로 인지됨에 

따라 인력양성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전망 [1.2-1.3]

     - 원자력 도입 예정국이 약 65개국에 이르면서, 인력양성 지원은 원자력기술 수출 

전략이 되고 있음

  ○ 원자력시장의 경쟁돌입에 따라 시장선점을 위한 원자력 선진국 간의 교육훈련 마케팅 

경쟁 심화 [1.5-1.7]

     - 프랑스, 미국, 일본, 러시아 등은 정부 주도 하에 원자력기술 도입 예정국의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공격적인 원자력 교육 마케팅 추진

  ○ 원자력 전문인력의 퇴직 증가, 원자로 수명연장, 폐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등 분야에서 신규인력의 수요가 증가할 전망 [1.4]

1.2 국내환경

  ○ 2000년대 후반부터 국내외 원자력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원자력관련 기관의 기능분화에 

따라 해당 기관의 교육역할 분화

     ※  원전, 연구로 수출이 국내 원자력 기술 및 교육 수요 확대의 기폭제 역할

     - 전문기관 신설 및 교육기능 강화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자력협력재단, 한국원전수출

산업협회,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국방사선안전재단, 한국방사선진흥협회 등

     - ’14년 현재 총 16개 대학에서 원자력관련 학과 운영 (’10년 이후 8개 대학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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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년 이전) 과기원, 경희대, 동국대, 서울대, 조선대, 제주대, 한양대, UST

      • (’10년 이후 신설) 경북대, 부산대, 세종대, 울산과기대, 영남대, 중앙대, 포항공대, 

한전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 국내외 원자력시장의 경쟁돌입에 따른 원자력교육의 전략적 가치 상승으로 전문기

관별로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노력 가속화

1.3 내부역량

  ○ 원자력 초창기부터 국내에서 유일하게 원자력 전주기 기술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장

기간의 인력양성과 다양한 교육 노하우 축적

     - 산업과정, 학연협동과정, 다자간ㆍ양자간 국제과정, 원자력 이해증진과정 등을 통해 

연평균 약 7,000명(90개 과정)의 교육훈련 수행

  ○ 국내 유일의 원자력 종합기술 연구기관으로서 원전기술자립 선도 및 원자력 핵심

기술 개발과정에서 축적된 국내 최고의 인력, 시설, 장비 등 인프라 보유

     - (성과) 미래원자력시스템, 원자력융복합기술, 원자력안전기술 등 핵심기술 보유

     - (인력) 원자력, 기계, 재료 등 다양한 분야의 석박사급 1,000 여명

     - (시설) 연구로, 열수력안전성시험시설, 방사성동위원소연구시설, 양성자가속기연구

시설 등 대형 첨단 연구인프라 확보

  ○ 국제기구와의 교육협력 및 ANENT 활동을 통해 아시아지역 원자력 지식정보의 교

류창구 역할 수행

     - 연간 약 250명의 국제 원자력 전문인력 교육 수행

     - IAEA 의 아태지역 학습관리시스템 허브로 ANENT 공식지정 (’13.3)

  ○ 2000년대 후반부터 국내외 원자력 환경변화에 대응한 교육훈련 혁신요구 발생

     - 원자력기술 교육의 주도권 유지를 위한 교육의 차별화‧특성화 요구 증대

     - 국내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육의 질적도약을 위한 교육체계로의 전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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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WOT 분석 및 시사점 도출

그림 2.1 SWOT 분석에 의한 시사점 도출

3. 기본계획

3.1 기본방향

ㅇ연구개발 성과확산 및 교육생산성 향상

   - 교육과정의 품질 개선 및 자원의 효과적 배분

ㅇ경쟁우위 기술분야 전문인력 양성 확대

   - 임무와 고유 강점기술 기반의 특성화 교육과정 개발․운영

   - 교육훈련 마켓팅 전략에 기초한 교육훈련 패키지의 수출상품화

ㅇ교수방법의 다양화로 학습효과 제고

   - 원내 우수한 원자력 및 방사선 기반시설 활용

   - 교육과정에 첨단 ICT 기술의 적용 확대

ㅇ국내외 교육훈련 협력 선도

   - 교육훈련 기관간 자원 및 인적교류 활성화

ㅇ연구생산성 향상 및 조직과 개인의 동반성장

   - 직원 교육훈련체계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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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비전 및 전략

그림 2.2 원자력 교육훈련 비전 및 전략

4. 전략별 중점과제

전략 1 KAERI 교육․인력양성 브랜드 개발

【중점과제 1】강점기반 KAERI 브랜드 교육과정 개발

연구원 강점기술 기반의 특성화 교육과정을 통한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원의 브랜드 인지도 제고

   *브랜드 교육과정: 교육 인지도를 통해 연구원의 아이덴티티 향상에 기여하는 교육과정

 ❍ 연구원 강점기술 교육과정 발굴과 연구원의 브랜드화 추진

    - 연구원 강점기술에 기반한 국내 및 선진국-개발도상국 교육과정 개발

    - 개발후보 교육과정

∙ (기술선도과정) 미래형원자로시스템,소형일체형원자로,첨단원자력안전,냉중성자과학등

∙ (시장확산과정) 연구용원자로, 핵연료제조, 방사선융합기술, 방사선방호기술 등

     - ’14년 우선 추진 분야 : IAEA ICERR 지정과 연계한 연구용원자로 이용기술

        ※ ICERR : International Center based on Research Reactor

 ❍ 추진계획

    - 수요조사를 통한 개발대상 후보과정의 우선순위 선정 (’14)

      ※ IAEA 사업과 연계 가능성 및 자연 발생적 수요 유무에 우선

    - 교육과정 개발에 기초한 글로벌 원자력 R&D 아카데이 운영기반 구축 (’15~’16)

    - 교육과정 정규운영 및 국제화 등 국내외 경쟁력 확보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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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원자력 R&D 아카데미 : KAERI R&D 성과의 대규모 확산과 수출을 위해 경영목표와 

연계한 강점기술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교육체계를 전면 개편한 원자력 종합교육 프로그램

   【 KAERI 연구부문 경영목표 】

     - 세계 최고의 국민안심 원자력안전기술 확보 • 제공

     - 원자력기술을 이용한 창조경제 활성화 및 융 • 복합 신기술 개발

     - 원자력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미래원자력시스템 개발

그림 2.3 글로벌 원자력 R&D 아카데미 포트폴리고 구성(안)

【중점과제 2】연구원 고유 인력양성 모델 개발 및 사업화

연구원 인력양성 모델의 개도국 이전을 통한 우리 기술 친화적인 인적 네트워크 강화

  ❍ 축적된 인력양성 경험에 기초한 연구원의 인력양성 모델 개발과 개도국 이전 

     - 기술기록화 사업과 연계한 연구원의 인력양성 노하우 체계화

     - 국가인력양성체제(NHRD)의 원자력분야 적용 모델 개발

     ※ NHRD(Nation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 국가단위의 인력양성 수립‧지원 체제

  ❍ 추진계획

    - 연구원의 인력양성체제 모델 개발 (’14)

    - 원자력도입 예정국의 인력양성 현황 분석 및 이전 방안 수립 (’15)

    - 인력양성 모델의 이전 및 사업화 추진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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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2 원자력 교육훈련 경쟁력 강화

【중점과제 1】원자력 교육훈련 종합체계 선진화

ㅇ 원자력 전주기 기술의 연구성과 확산을 통한 인력양성과 기술확산의 선순환 

주기 확보 및 국내외 교육 주도권 강화

ㅇ 원자력 기술개발 환경 조성을 위한 원자력 이해증진 확대

  ❍ 원자력 교육훈련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 IAEA SAT 교육모델을 적용한 교육과정 표준화 및 품질개선

       ※ SAT(Systematic Approach to Training) :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모델로서 

『수요분석-설계-개발-운영-평가』 단계로 구성

     - 산·학·연·민·관 지원과정 개편 및 수출연계형 교육훈련 패키지 구축

     - 교육운영시스템(교육 운영절차, 교재, 교육인프라 등)의 체계화

  ❍ 추진계획

     - 교육과정 포트폴리오 기본설계 (’14) 및 구축 (’15)

     - 교육과정 수요분석 및 기존 교육과정 평가 (’14)

     - 과정별 평가지표 발굴 및 평가절차 개발 (’15)

     - SAT 적용 교과과정 확대 (’16)

【중점과제 2】국제 상위 수준의 교육훈련 기반 확립

최신 교육 트렌드 반영 및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학습효과 제고

  ❍ 최신 ICT 기술을 적용한 학습체계 혁신

    � u-learning(ubiquitous learning) 시스템 구축 ('14~)

       - 학습관리스템 구축, 학습 콘텐츠(앱 포함) 및 e-book 개발 

    � PC 기반 원자로 3차원 시뮬레이터 개발

       - 프로토타입 개발 (’14), 개발 완료 및 과정운영 ('15~'16)

    � 웹기반 e-learning 교육과정 개발및 운영 ('14~)

  ❍ 원자력교육센터 전문교수단 운영 ('14~'15)

     - 우수 강사와 퇴직(예정)자를 활용한 국내외 전문가풀 확보

     - 교과목-교재-교안-학습방법 개발 및 운영-평가 주도

  ❍ 교육훈련 기반시설 강화

    � 원자력 및 방사선 실험실습실 보강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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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생 숙소(누리관) 및 강의실 개선 ('14~)

       - (숙소) 1인 1실 (30개실), VIP 실(2-4개실) 확보 추진

       - (강의실) 노후화된 강의실(2개) 정비

  ❍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 교육참가자 참여 동기부여 : 인사제도와 연계, 평가결과에 따른 재교육

    � 강사진 동기부여 : 교수직함 부여, 우수강사 포상, 강사료 현실화

전략 3 아태지역 원자력 교육훈련 허브역할 강화

【중점과제 1】국내 교육훈련 협력체제 구축 • 강화

국내 원자력 인력양성, 교육훈련 정책ㆍ제도 협력 및 정보공유 선도

  ❍ 전문역량 기반 국내 교육훈련 협력 네트워크 선도 (’14~)

    � 원자력교육협력협의회 회원기관 선도

    � 기관별 전문교육과 공통교육 간의 연계 효과성 제고

    � 원자력 교육훈련 유관기관 간 협력 강화

       - KINS, KINAC, KHNP, KONICOF, KNA 등

       - 정보 교류, 자원 (강사, 시설, 장비 교류) 및 과정 공유

    � 교육훈련 유관기간 간 협력체제 구축 및 과정 공유

       - 한국국제협력재단(KOICA), 한국교육개발원(KEDI), 연구개발인력교육원(KIRD) 등

【중점과제 2】아태지역 원자력 교육훈련 협력 선도

원자력 교육훈련 협력을 통한 국외 시장수요 파악 및 교육훈련의 수출상품화 촉진

  ❍ 원자력 교육훈련 국제협력 전략지도 개발 (’14~’15) 

     - 목적지향적(수요와 공급) 협력 포트폴리오 및 전략 개발

     - 수요 확대와 공급 강화를 위한 양자간, 다자간 협력 강화

     - [전략 1] 과 연계하여 교육훈련의 수출상품화 추진을 위한 마케팅 기능 강화

* 시장수요 확대: 중동(UAE, 사우디, 이집트), 아시아(베트남, 말레이시아), 

아프리카(남아공, 탄자니아)

  ❍ ANENT 활성화를 통한 아태지역 IAEA 허브 기능 강화 (’14~)

     - ANENT 활동 다양화 및 e-training 을 통한 지역 교육훈련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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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4 글로벌 리더 수준의 KAERI-ACE 양성

【중점과제 1】KAERI 중장기 인력수급 전략 수립

연구원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인력수급 전략 도출

  ❍ 직종별(연구, 지원) 인력 수요예측 및 중장기 계획 수립

      - 연구원 연구개발 중장기 전략과 연계

  ❍ 추진계획

     - 인력수급 최적모형 발굴 (’14)

     - 인력 수요예측 및 확보 계획 수립 (’15)

     - 중장기 인력수급 절차 확립 (’16)

【중점과제 2】전주기 직원 교육훈련체계 내실화

글로벌 리더 수준의 연구개발 생산성 창출을 위한 직무역량 강화

     ※ KAERI-ACE(직원 교육훈체계) : 전문역량 강화, 조직역량 강화, 법정교육,

      자기계발 과정으로 구성

  ❍ 연구개발 성과확산 이해과정 전면 도입 (’14~)

     - 연구개발 성과확산 마인드의 조직 내재화를 위한 교과목 의무 편성

∙ 대상 : 신입직원 및 재직자(연구직)

     - 성과확산 전문 교육과정 개설

∙ 대상 : 기술이전 • 사업화 기술보유 연구자 및 기술사업화 전담인력

  ❍ 직무역량 강화 교육과정 개선 (’14~)

     - 연구원 비전 공유와 차세대 조직리더 양성을 위한 직무교육 및 관리자 교육과정 강화

     - 원자력 비전공자를 위한 원자력기초 교육과정 개발·운영

  ❍ 조직과 개인의 동반성장 교육 강화 (’14~)

     - 전인교육, 자기계발, 조직역량 강화 과정 다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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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KAERI 4개본부 중장기 인력수급 계획 수립 
 

1. 개요

1.1 필요성

  ○ 주요직무별 인력충원의 타당성과 인력활용의 정책방향 설정에 기초한 연구원 중장기 

인력수급 계획 필요

1.2 목적

  ○ 국가 원자력 R&D 정책 추진을 위한 연구개발 필요인력의 적기 충원

  ○ 내부인력 협업, 전환배치 등 필요인력 확보를 위한 자구노력에 기반한 인력수급 정책

방향 수립

1.3 조사대상 및 방법

  ○ 조사대상 부서 (4개 부서)

     - 미래원자로개발본부, 연구로기술개발단, 소형원자로개발단, 융복합기술개발본부

  ○ 대상선정 근거

     - 기관임무정립보고서의 연구원 주요 핵심성과 (~’20)

     - 제4차 원자력연구개발 5개년 계획의 중기(~’16) 중점추진과제

  ○ 조사방법

     - 본부별 인력수급 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양식 작성

  ○ 조사내용 및 범위

     - 본부별 사업현황

     - 연도별 필요인력 및 확보 계획 (정규/외부 인력 수요, 자구노력 등 기타)

1.4 향후 추진계획

  ○ ’14년 : 4개 단(본부)에 대한 기초자료 조사 및 인력수급 계획 우선 수립

  ○ ’15년 : 연구소 전체 중장기 인력수급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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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개 본부(단) 인력현황

2.1 미래원자로개발본부  

  ○ 총인원 : 113명 (’14. 12. 1 기준)

  ○ 직급별 인력현황

     - 책임급과 선임급 : 96.4%

구분 책임급 선임급 원급 기타(기원급 등) 합계

인원 77 32 2 2 113

비율 68.1% 28.3% 1.8% 1.8% 100%

  ○ 연령대별 인력현황

    - 50대 이상 60대 미만 인력 : 43.4%

    - 평균연령 48.5세 (※ 연구원 평균 연령 46.8세)

구분 60대 이상 50~60대 40대 30대 20대 합계

인원 12 49 27 24 1 113

비율 10.6% 43.4% 23.9% 21.2% 0.9 100%

  ○ 직무별 인력현황

주요 직무 인원 비율

SFR

(53명)

소듐냉각고속로 설계 31 27.7%

소듐냉각고속로 기술검증 22 19.6%

VHTR

(29명)

원자력수소 핵심기술개발 27 24.1%

초고온가스로 통합실증계통 2 1.8%

MMIS
로형 적응형 계측제어 기술개발 및 

특정설계
30 26.8%

합계 112 100%

     ※  직무별 인력현황은 ’14. 8월 기준이므로 현원과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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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구로기술개발단

  ○ 총인원 : 60명 (’14. 12. 1 기준)

  ○ 직급별 인력현황

    - 책임급과 선임급 : 95%

구분 책임급 선임급 원급 기타(기원급 등) 합계

인원 23 34 3 0 60

비율 38.3% 56.7% 5.0% 0% 100%

  ○ 연령대별 인력현황

    - 40대 이상 : 51.7%, 평균연령 : 42.5세 (※ 연구원 평균 연령 46.8세)

구분 60대 이상 50~60대 40대 30대 20대 합계

인원 1 12 18 27 2 60

비율 1.7% 20% 30% 45% 3.3% 100%

  ○ 직무별 인력현황

    - 설계인력 : 66.4%

주요 직무 인원 비율

노심 설계 8(1.5) 14.8%

유체계통 설계 11(1.0) 20.1%

기계 설계 9(1.5) 16.7%

계측제어 설계 8(1.0) 14.8%

안전 해석 8(1.0) 14.8%

공정기기/부대시설/조사물계통설계 7(1.0) 13.0%

기술 관리 3 5.6%

합계 54(7.0) 100%

     ※  (   )안의 수는 미계상 참여인원

     ※  직무별 인력현황은 ’14. 8월 기준이므로 현원과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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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소형원자로개발단

  ○ 총인원 : 70명 (’14. 12. 1 기준)

  ○ 직급별 인력현황

    - 책임급과 선임급 : 95%

구분 책임급 선임급 원급 기타(기원급 등) 합계

인원 45 23 2 0 70

비율 64.3% 32.9% 2.9% 0% 100%

  ○ 연령대별 인력현황

    - 40대 이상 : 75.7%, 평균연령 : 47.7세 (※ 연구원 평균 연령 46.8세)

구분 60대 이상 50~60대 40대 30대 20대 합계

인원 5 28 20 16 1 70

비율 7.1% 40% 28.6% 22.9% 1.4% 100%

  ○ 직무별 인력현황

    - 설계인력 : 78.1%

주요 직무 인원 비율

기술관리/사업관리/공정관리 4 6.3%

노심설계 14 21.8%

유체계통설계 16 25.0%

기계(구조)설계 9 14.1%

주요기기 설계 5 7.8%

계측제어설계/ES 6 9.4%

안전해석 10 15.6%

합계 64 100%

     ※  직무별 인력현황은 ’14. 8월 기준이므로 현원과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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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융복합기술개발본부

  ○ 총인원 : 98명 (’14. 12. 1 기준)

  ○ 직급별 인력현황

    - 책임과 선임급 : 93.4%

구분 책임급 선임급 원급 기타(기원급 등) 합계

인원 69 23 3 3 98

비율 70.4% 23.4% 3.1% 3.1% 100%

  ○ 연령대별 인력현황

    - 40대 이상 : 82.7%, 평균연령 : 49.9세 (※ 연구원 평균 연령 46.8세)

구분 60대 이상 50~60대 40대 30대 20대 합계

인원 13 43 25 17 0 98

비율 13.3% 43.9% 25.5% 17.3% 0% 100%

  ○ 직무별 인력현황

    - 세부과제별 21개 주요직무 구분

주요 직무 인원 비율 주요 직무 인원 비율

원자력로봇 13 13.7% 환경복원 2 2.1% 

원전기기 감시/진단 5 5.3% 폐기물감용시설구축/운영 10 10.5% 

핵전자 3 3.2% ITER 시험용블랑켓 7 7.4%

동위원소 분리기술 9 9.5% 14 MeV 중성자원 3 3.2% 

레이저 응용 및 절단 5 5.3% 핵융합 가열장치 등 4 4.2% 

고출력 레이저 4 4.2% 중이온가속기 등 2 2.1% 

레이저 핵융합 기반 2 2.1% 광전자총 기반 RF 가속기 1 1.1% 

제염 8 8.4% 빔제어 및 진단 1 1.1% 

해체공정 및 원격제어 6 6.3% 레이저 가속 1 1.1% 

해체폐기물처리 6 6.3% 소형 THz 자유전자레이저 1 1.1% 

방사선학적 특성평가 2 2.1% 합계 95 100%

     ※  직무별 인력현황은 ’14. 8월 기준이므로 현원과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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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개 본부(단) 인력수급 계획

3.1 인력수급 총괄 현황

  ○ 정규인력의 확대

    - (미래원자로개발본부) 소듐냉각고속로(SFR) 원형로 특정설계 인력 충원

    - (연구로기술개발단) OYSTER 사업의 설계인력 충원

    - (소형원자로개발단) SMART 수출을 대비한 원자로계통 설계인력 충원

    - (융복합기술개발본부) ’21년까지 원자력시설 해체 핵심기술개발 완료 인력 충원

 

【기본 가정】

○ 당해연도 퇴직인력은 해당부서에서 당연 충원함

○ 본문에서 신규충원 인력은 순수하게 신규로 증원되는 인력을 일컬음

그림 2.4 4개 본부(단) 연도별 정규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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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4 ’15 ’16 ’17 ’18 ’19 ’20 비고

미래원자로개발본부 112 137 141 143 145 146 146

연구로기술개발단 54 67 67 66 36 15 15

소형원자로개발단 64 107 153 158 159 159 159

융복합기술개발본부 95 108 122 134 145 150 153

합계 325 419 483 501 485 470 473

표 2.1 연도별 정규인력 수요  

구분 ’14 ’15 ’16 ’17 ’18 ’19 ’20 합계

미래원자로개발본부 0 25 4 2 2 1 0 34

연구로기술개발단 1 13 0 0 0 0 0 14

소형원자로개발단 0 43 46 5 1 0 0 95

융복합기술개발본부 1 13 14 12 11 5 3 59

합계 2 94 64 19 14 6 3 202

표 2.2 연도별 신규인력 충원 계획

  ○ 원내외 인력의 활용도 제고

    - 자구노력을 통한 인력활용 평균(’14~’20) : 본부별 30.6%, 11.8%, 12.0%, 35.1%

    - 타 본부 정규인력 및 외부인력(고급전문인력, 위촉직 등) 다수 활용

    - 외부용역을 통한 시설관리 및 운영 등 비핵심 업무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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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외 인력활용 비율 ’14 ’15 ’16 ’17 ’18 ’19 ’20

미래

원자로

개발본부

(평균 30.6)

타 본부 정규인력 17 20 20 18 10 12 12

과제계약직/고급전문인력 18 28 24 24 18 26 28

위촉직 7 12 11 11 10 8 8

기타(외부용역) 12 29 14 14 7 7 7

합계 54 89 69 67 45 53 55

원내외 인력활용 비율(%) 32.5 39.3 32.8 31.9 23.8 26.6 27.4

연구로

기술

개발단

(평균 11.8)

타 본부 정규인력 20 19 11 1

과제계약직/고급전문인력 6 6 5

연구실험직 2

위촉직 1

기타(외부용역)

합계 29 25 16 1 0 0 0

원내외 인력활용 비율(%) 34.9 27.1 19.3 1.49 0 0 0

소형

원자로

개발단

(평균 12.0)

타 본부 정규인력 활용

과제계약직/고급전문인력 3 14 18 15 27 27 27

위촉직 0 3 3 3 0 0 0

기타(외부용역)

합계 3 17 21 18 27 27 27

원내외 인력활용 비율(%) 4.48 13.7 12.0 10.2 14.5 14.5 14.5

융복합

기술

개발본부

(평균 35.1) 

타 본부 정규인력 4 7 8 11 11 10 10

과제계약직/고급전문인력 46 52 51 53 54 54 59

위촉직 1 5 9 7 7 8 8

기타(외부용역) 4 2 2 2 1 1

합계 51 68 70 73 74 73 78

원내외 인력활용 비율(%) 34.9 38.6 36.5 35.4 33.9 32.7 33.7

표 2.3 4개 본부(단) 원내외 인력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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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본부(단)별 인력수급 계획

 (1) 미래원자로개발본부

  ○ 사업현황

     - 소듐냉각로(SFR) 원형로 특정설계

      • ’17년 특정설계 완료 및 인가 신청/ ’20년 특정설계 인가 획득 예정

     - 원자력수소 핵심기술개발 및 통합실증계통 설계

      • ’16년 핵심기술 개발완료/’17년 초고온가스로(VHTR) 실증을 위한 설계 착수 

     - 로형 적응형 계측제어 기술개발(MMIS) 및 특정설계  

      • '17년 원전 사이버위협 영향성 평가완료 예정

      • ’18년 후쿠시마 대처 계측제어 기술 시작품 개발완료 예정

  ○ 사업별 인력수급 및 활용계획 

     - 소듐냉각로 원형로 특정설계

      • ’15년도 특정설계 인력 145명 소요예상(설계 98명, 기술검증 47명)

      • ’15년도 신규인력 22명 충원 필요(설계 12명, 기술검증 10명)

     - 원자력수소 핵심기술개발 및 통합실증계통 설계

      • ’16년까지 46명 인력소요 예상되나 자구노력으로 인력수급 해결

      • ’17년도 핵심기술개발 완료 후, 43명에 대하여 통합실증계통 설계에 25명, GenⅣ

연구에 18명 전환배치 예정  

       ※  ’19년부터 추가 소요인력은 자구적 해결

     - 로형 적응형 계측제어 기술개발 및 특정설계

      • ’20년까지 총 10명 신규인력 충원

        ․ ’17년까지 원전 사이버위협 영향성 평가 : 7명

        ․ ’20년까지 로형 적응형 계측제어 상세설계 및 인허가 : 3명

  ○ 외부용역 및 위탁 활용 등

     - 소듐냉각로 원형로 특정설계의 기타 설계 분야의 계산, 분석, 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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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4 ’15 ’16 ’17 ’18 ’19 ’20

SFR
소듐냉각고속로 설계 31 43 43 43 43 43 43

소듐냉각고속로 기술검증 22 32 34 34 34 34 34

소계 53 75 77 77 77 77 77

VHTR

원자력수소 핵심기술개발

(Gen IV 연구인력 포함)
27 25 25 13 13 13 13

초고온가스로

통합실증계통
2 4 4 16 16 16 16

소계 29 29 29 29 29 29 29

MMIS
로형 적응형 계측제어 

기술개발 및 특정설계
30 33 35 37 39 40 40

정규인력 소계(a) 112 137 141 143 145 146 146

SFR
소듐냉각고속로 설계 12

소듐냉각고속로 기술검증 10 2

VHTR
원자력수소 핵심기술개발

초고온가스로 통합실증계통

MMIS
로형 적응형 계측제어 

기술개발 및 특정설계
3 2 2 2 1

신규충원 소계(b) 0 25 4 2 2 1 0

타 본부 정규인력 17 20 20 18 10 12 12

과제계약직/고급전문인력 18 28 24 24 18 26 28

위촉직 7 12 11 11 10 8 8

기타(외부용역) 12 29 14 14 7 7 7

 원내외 인력활용 소계(c) 54 89 69 67 45 53 55

합계(a+c) 166 226 210 210 190 199 201

SFR 소계 90 145 127 127 105 100 100

VHTR 소계 46 46 46 43 43 56 58

MMIS 소계 30 33 35 37 39 40 40

표 2.4 미래원자로개발본부 인력수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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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구로기술개발단

  ○ 사업현황 

     - JRTR 사업

      • ’03년부터 수출전략형 연구로 모델 개발 착수, ’09년 JRTR 수주 성공

     - OYSTER 사업

      • ’14년 8월 네덜란드 OYSTER 연구로 개조사업 수주 및 사업 착수

  ○ 사업별 인력수급 및 활용계획 

     - JRTR 사업

      • '16년 사업종료 후 15명 유지하여 후속 운영지원 업무수행

      • 잉여인력은 수출용신형연구로 등 타 사업으로 전환배치

     - OYSTER 사업

      • '15년 13명의 설계업무 신규충원

      • '17년 사업 종료에 따른 잉여인력은 후속 연구로 사업에 활용

     - 수출용신형연구로 사업

      • '17년 JRTR 사업종료로 설계인력 전환배치 활용

      • '18년 사업종료 후 후속 연구로 사업 및 수출용신형연구로 운영인력으로 활용

 ※ 후속과제

  ○ 네덜란드 PALLAS, 남아공 DIPR 발주국가 사정에 의해 입찰연기

  ○ 그리스 GRR-1, 말레이시아 RTPTER 등 연구로 개조사업에 입찰 참여 예정

  ○ 외부용역 및 위탁 활용 등

     - OYSTER 사업

      • 보조계통 설계, 제작 등 현장업무는 컨소시움 업체(현대건설 등) 활용

     - 수출용신형연구로 사업

      • 방사선방호, 방사선방재 등 분야는 원내 담당부서 인력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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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4 ’15 ’16 ’17 ’18 ’19 ’20

JRTR

노심 설계 4 4 4 3 3 3 3

유체계통 설계 5 5 4 2 2 2 2

기계 설계 4 3 3 2 2 2 2

계측제어 설계 2 3 3 2 2 2 2

안전 해석 3 3 3 2 2 2 2

공정기기/부대시설/조사물계통설계 3 3 3 2 2 2 2

기술 관리 3 3 3 2 2 2 2

소계 24 24 23 15 15 15 15

OYSTER

노심 설계 (1.5) 2 2 2

유체계통 설계 (1.0) 2 2 2

기계 설계 (1.5) 2 2 2

계측제어 설계 (1.0) 2 2 2

안전 해석 (1.0) 3 3 3

공정기기/부대시설/조사물계통설계 (1.0) 2 2 2

소계 (7.0) 13 13 13 0 0 0

수출용

신형

연구로

노심 설계 4 4 4 5 3

유체계통 설계 6 6 7 9 4

기계 설계 5 6 6 7 4

계측제어 설계 6 5 5 6 4

안전 해석 5 5 5 6 3

공정기기/부대시설/조사물계통설계 4 4 4 5 3

소계 30 30 31 38 21 0 0

정규인력 소계(a) 54(7.0) 67 67 66 361) 15 15

신규충원 소계(b) 1 13 0 0 0 0 0

타 본부 정규인력 20(1.0) 19 11 1

과제계약직/고급전문인력 6 6 5

연구실험직 2

위촉직 1

원내외 인력활용 소계(c) 29(1.0) 25 16 1 0 0 0

합계(a+c) 83(8.0) 92 83 67 36 15 15

표 2.5 연구로기술개발단 인력수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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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형원자로개발단

  ○ 사업현황

     - SMART 사업

      • 완전피동안전계통, 고성능 시뮬레이터 개발 등 SMART 안전성 향상 연구수행

      • ’12년 표준설계인가를 획득한 SMART의 해외수출 및 국내건설 추진

      • SMART 관심국가와 공동타당성조사 추진 등 국제 협력 추진

        ․ 사우디: 공동타당성조사 수행 중(’14.2~’14.11)

        ․ 말레이시아, 캐나다, 영국 등과 SMART 협력 추진  

     - 동력로 사업

      • ’12~’14년 동력로 설계 및 핵심기기 검증 사업 수행 중

  ○ 사업별 인력수급 및 활용계획 

     - SMART 사업

      • ’15년까지 SMART 안전성 향상 및 계통설계를 위한 인력 확보

      • ’15년부터 SMART 수출시 원자로계통 설계인력 2배 이상 소요 예상

     - 동력로 사업

      • ’15년부터 차기단계 사업 수행으로 엔지니어링 업무인력 증대 필요

  ○ 외부용역 및 위탁 활용 등

     - 공통요소기술 분야(연구로, 중소형로, 미래원자로 등)에 원내 전문인력 활용

     - 보조계통 설계 등 외주가능 부문은 민간인력(KEPCO E&C) 적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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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4 ’15 ’16 ’17 ’18 ’19 ’20

SMART

사업

기술관리/사업관리/공정관리 1 4 6 6 6 6 6

노심설계 5 8 9 10 10 10 10

유체계통설계 9 12 13 14 15 15 15

기계(구조)설계 4 10 12 12 12 12 12

주요기기 설계 　 　 　 　 　 　 　

계측제어설계/ES 5 9 11 12 12 12 12

안전해석 5 8 10 11 11 11 11

PSA/중대사고 　 　 　 　 　 　 　

원자로공학 　 　 　 　 　 　 　

소계 29 51 61 65 66 66 66

동력로 

사업

기술관리/사업관리/공정관리 3 3 7 7 7 7 7

노심설계 9 11 11 11 11 11 11

유체계통설계 7 9 17 18 18 18 18

기계(구조)설계 5 7 9 9 9 9 9

주요기기 설계 5 7 9 9 9 9 9

계측제어설계/ES 1 7 7 7 7 7 7

안전해석 5 10 15 15 15 15 15

PSA/중대사고 　 　 7 7 7 7 7

원자로공학 　 2 10 10 10 10 10

소계 35 56 92 93 93 93 93

정규인력 소계(a) 64 107 153 158 159 159 159

표 2.6 소형원자로개발단 인력수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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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4 ’15 ’16 ’17 ’18 ’19 ’20

SMART

사업

기술관리/사업관리/공정관리 　 3 2 　 　 　 　

노심설계 　 3 1 1 　 　 　

유체계통설계 　 3 1 1 1 　 　

기계(구조)설계 　 6 2 　 　 　 　

주요기기 설계 　 　 　 　 　 　 　

계측제어설계/ES 　 4 2 1 　 　 　

안전해석 　 3 2 1 　 　 　

PSA/중대사고 　 　 　 　 　 　 　

원자로공학 　 　 　 　 　 　 　

소계 0 22 10 4 1 0 0

동력로

사업

기술관리/사업관리/공정관리 　 　 4 　 　 　 　

노심설계 　 2 　 　 　 　 　

유체계통설계 　 2 8 1 　 　 　

기계(구조)설계 　 2 2 　 　 　 　

주요기기 설계 　 2 2 　 　 　 　

계측제어설계/ES 　 5 5　 　 　 　 　

안전해석 　 6 　 　 　 　

PSA/중대사고 　 　 7 　 　 　 　

원자로공학 　 2 8 　 　 　 　

소계 0 21 36 1 0 0 0

신규충원인력 소계(b) 0 43 46 5 1 0 0

타 본부 정규인력 활용

과제계약직/고급전문인력 3 14 18 15 27 27 27

위촉직 0 3 3 3 0 0 0

원내외 인력활용 소계(c) 3 17 21 18 27 27 27

합계(a+c) 67 124 174 176 186 186 186

표 2.6 소형원자로개발단 인력수급 계획(계속)



- 26 -

 (4) 융복합기술개발본부

  ○ 사업현황

     - 기존 원자력연구개발과제, 출연금사업, 국방기술개발과제 수행, 대형 융합연구개

발 과제의 수주 확대 계획

  ○ 사업별 인력수급 및 활용계획 

     - 원자력융합기술개발부

      • 원자력로봇, 원전기기/진단, 핵전자 분야의 인력충원 (매년 2~3인) 

     - 양자광학연구부

      • 핵확산 저항성 동위원소 분리기술, 원전해체용 레이저절단/계측기술 개발에 따른 

인력충원(2명)

     - 원전제염해체기술개발부

      • ’21년까지 원자력시설 해체 핵심기반기술 개발 완료를 위한 인력충원

      • ’18년 해체종합연구센터 구축 및 운영 인력충원 (5명)

     - 핵융합공학기술개발부

      • ITER 한국사업단 국제핵융합로공동개발 사업 협동 및 수탁과제로 인력충원 (2명)

      • 대용량 14MeV 고속중성자원 개발 등 주요사업 수행 (1명)

     - 양자빔기반방사선연구센터

      • 양자빔기반 극초단 방사선발생 및 응용기술 개발 등에 따른 인력충원 (’16년부터 

매년 2~3명)

  ○ 외부용역 및 위탁 활용 등

     - 과제계약직, 고급전문인력, 위촉직 다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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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4 ’15 ’16 ’17 ’18 ’19 ’20

원자력융복합

기술개발부

원자력로봇 13 14 15 16 17 18 18

원전기기 감시/진단 5 6 7 8 8 9 9

핵전자 3 4 5 5 5 5 6

소계 21 24 27 29 30 32 33

양자광학

연구부

동위원소 분리기술 9 9 10 10 10 10 10

레이저 응용 및 절단 5 5 5 6 6 6 6

고출력 레이저 4 4 4 4 4 4 4

레이저 핵융합 기반 2 2 2 2 2 2 2

소계 20 20 21 22 22 22 22

원전제염해체

연구부

제염 8 9 11 12 12 12 12

해체공정 및 원격제어 6 8 10 12 13 14 14

해체폐기물처리 6 8 9 11 11 11 11

방사선학적 특성평가 2 3 4 4 4 4 4

환경복원 2 3 4 4 4 4 4

해체종합연구센터 5 5 5

폐기물감용시설구축/운영 10 13 13 13 13 13 13

소계 34 44 51 56 62 63 63

핵융합공학

기술개발부

ITER 시험용블랑켓 7 7 8 8 9 9 9

14 MeV 중성자원 3 3 3 3 3 4 4

핵융합 가열장치 등 4 3 3 3 3 3 3

중이온가속기 등 2 3 3 4 4 4 4

소계 16 16 17 18 19 20 20

양자빔기반

방사선

연구센터

광전자총 기반 RF 가속기 1 1 1 1 2 2 2

초고출력 극초단 레이저 1 2 2 3 3

빔제어 및 진단 1 1 1 1 1 2 2

레이저 가속 1 1 1 1 2 2 2

소형 THz 자유전자레이저 1 1 1 2 2 2 2

극초단 방사선 발생 기술 1 1 1 1 2

극초단 방사선 응용 기술 1 1 1 2

소계 4 4 6 9 11 13 15

정규인력 소계(a) 95 108 122 133 144 150 153

표 2.7 융복합기술개발본부 수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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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4 ’15 ’16 ’17 ’18 ’19 ’20

원자력융복합

기술개발부

원자력로봇 1 1 1 1 1 0 0

원전기기 감시/진단 1 1 1 0 1 0

핵전자 1 1 0 1 0 1

소계 1 3 3 2 2 1 1

양자광학

연구부

동위원소 분리기술

레이저 응용 및 절단

고출력 레이저

레이저 핵융합 기반

소계 0 0 0 0 0 0 0

원전제염해체

연구부

제염 1 2 1

해체공정 및 원격제어 2 2 2 1 1

해체폐기물처리 2 1 2

방사선학적 특성평가 1 1

환경복원 1 1

해체종합연구센터 5

폐기물감용시설구축/운영 3

소계 0 10 7 5 6 1 0

핵융합공학

기술개발부

ITER 시험용블랑켓 1 1 1 1 1 1 1

14 MeV 중성자원 1 1 1 1 1 1 1

핵융합 가열장치 등 1 1 1 1

중이온가속기 등 1 1 1 1 1 1 1

소계 3 3 3 4 4 4 4

양자빔기반

방사선

연구센터

광전자총 기반 RF 가속기 1

초고출력 극초단 레이저 1 1 1

빔제어 및 진단 1

레이저 가속 1

소형 THz 자유전자레이저 1

극초단 방사선 발생 기술 1 1

극초단 방사선 응용 기술 1 1

소계 0 0 2 3 2 2 2

신규충원 인력 소계(b) 1 13 14 12 11 5 3

타 본부 정규인력 4 7 8 11 11 10 10

과제계약직/고급전문인력 46 52 51 53 54 54 59

위촉직 1 5 9 7 7 8 8

기타(외부용역) 4 2 2 2 1 1

원내외 인력활용 소계(c) 51 68 70 73 74 73 78

합계(a+c) 146 176 192 206 218 223 231

표 2.7 융복합기술개발본부 수급계획(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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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사점 및 제언

4.1 고려사항

  ○ 본부(단) 자체의 직무분석에 의해 인력수급 계획이 작성됨에 따라 계획의 적절성은 

전적으로 본부(단) 자체의 의사결정에 의존함

     - 4개 본부(단) 인력수요

 

구분 ’14년 ’20년 비고

정규인력 325명 473명 148명 증가

원내외 인력활용 137명 160명 23명 증가

  ○ 신규충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구노력(원내외 인력활용) 계획이 오히려 신규인력 

충원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본부 인터뷰 中)

4.2 시사점

  ○ 노심설계 및 계통설계에 필요한 인력이 ’15~’16년에 동시다발적으로 증가

     - 동 기간 동안 본부 간 유사직무에 종사하는 인력의 전환배치는 어려움

  ○ 연구로기술개발단은 일몰형 사업이 순차적으로 종료됨에 따라 ’18년부터 30명 이

상의 잉여인력 발생

     - 개발단은 잉여인력을 후속 연구로 수출사업에 전환배치 할 계획

     - 개발단의 인력 전환배치 계획은 후속사업의 성공여부에 의존함

  ○ 인력수급을 위한 본부 단위의 자구노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 타 부서 인력 및 외부인력(고급전문인력, 위촉직 등) 활용

     - 외부용역을 통한 시설관리 및 운영 등 비핵심 업무 수행

4.3 결론

  ○ ’18년부터 연구로기술개발단에서 발생하는 잉여 설계인력의 운용방안 중점 검토 필요

     - 잉여인력 발생시점인 ’18년부터는 다른 3개 본부(단)의 인력이 포화되는 시점

     - 4개 본부(단)외 타 본부의 인력수급 계획과 연계하여 운용방안 마련 필요

      • 설계인력 필요 부서 : 원자력안전연구본부, 핵연료기술개발단

     - 인력수급 계획은 사업 분야 및 범위의 확대와 축소에 직접 연동되므로 주기적 

수정 • 보완 필요

      • 후속 연구로 수출, 동력로 수출, 고속로 실증시설 건설 여부 등에 따라 소요인력

은 크게 변동



- 30 -

  ○ 본부(단) 간 전환배치, 타 부서 인력의 부분적 활용의 탄력성을 제공하기 위한 시

스템 마련 필요

     - 본부별 TO가 존재하는 조건에서 타 본부로의 인력유출에 대한 우려

     - 사업 및 과제의 확대 노력과 연계한 미래 필요인력의 우선 확보 경주

  ○ 인력운용과 관련한 전사적 차원에서의 정책방향 수립 필요

     - ’18년부터 발생하는 잉여인력의 전환배치 등 인력활용 계획

     - 신규인력 충원에 앞서 연구원 단위의 효율적 자구노력 방안 마련

4.4 인력수급 계획의 개선사항

  ○ ’15년 수권인력이 이미 확정됨(’14. 12월 현재)에 따라 이에 기초한 수급계획으로 

수정 필요

  ○ 본부별 인력수급 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위한 근거 필요

    (예) 소형원자로, 연구로, 소듐고속냉각로 등에서 요구하는 연도별 원자로설계 필요인

력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KOPEC 등 유관기관의 해당분야 인력규모와 비교분석

이 요구됨

  ○ 인영운용 방침에 대하여 경영진이 결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 실용적 제언 필요

     - 인력수급 기본자료의 타당성, 자구노력과 구체적 전환배치(안)에 근거한 신규충원 

필요성의 논리로 인력수급 계획(안) 구성

    (예) 연구로기술개발단 잉여인력의 활용 계획, 유사직무 간 인력의 전환배치 등 시사

점에서 도출된 현안을 해결하는 인력운용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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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원자력 교육훈련 종합체계 선진화

제 1 절 교육훈련 과정 및 운영 표준화
 

1. 교육과정 및 운영시스템 기본체계 구축  

   국내외 원자력교육훈련 과정의 기본체계 구축을 위해 Systematic based Approach to 

Training(SAT) 방법론을 적용, 5개 단계별 이행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교

육과정 설계/운영 지침서를 개발하였다. 

1.1 SAT 단계별(수요분석-설계-개발-운영-평가) 과정 프로세스

   SAT는 원자력관련업무 종사자에게 요구되는 역량(KSA: Knowledge, Skill and 

Attitude) 제고를 위해 IAEA에서 제시한 체계적훈련접근법으로서, 원자력교육훈련에 대

해 5단계의 표준절차에 의거하여 교육개발 및 운영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림 3.1 교육훈련의 체계적 접근법 (S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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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T 각 단계별로 원자력교육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내외 원자력교육훈련에 적합

한 표준체계를 개발하였으며 이에 기반 한 이행 프로세스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수요분석

   교육과정 수요분석은 교육훈련의 대상, 내용, 방법, 시점 등 교육 수요의 동기를 규명

하는 단계로서 성공적인 교육훈련의 운영 및 성과를 위해 필요한 기본체계에 해당한다. 

원자력교육훈련 수요분석 체계는 다음과 같이 5개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지며 요소별 주

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3.2 원자력교육훈련 수요분석 체계 

  ○ 교육과정 평가 및 방향 정립

    원자력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와 교육훈련 방향을 우선적으로 정립함으로써 이와 연

계된 교육수요의 분석과 운영, 성과와 연계될 수 있다. 

  ○ 수요동기

    원자력교육훈련 수요분석 체계는 환경 분석 등 수요조사를 통해 교육수요의 동기를 

규명하고 교육대상에 요구되는 역량을 분석하여 적정 수준의 교육방법 및 내용이 

다음 단계인 교육설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교육수요는 주로 원자력인력양성(HRD) 정책, 원자력관련 사업수행, 외부의 교육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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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국내외 기관과의 협력 등에 의해 발생한다. 각 요인별 교육수요의 특징은 다음

과 같다.

     - 인력양성(HRD) 정책에 의한 교육수요

       국가 또는 원자력교육센터 단위의 원자력인력양성 정책에 의해 발생하는 교육수

요로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수요분석을 통해 신규과정을 개발  

     - 사업 수행에 의한 교육수요

       원자력교육센터의 사업수행(예: 연구로 수출 대상국 교육) 상 필요로 하는 신규

수요로서 사업에 따른 교육대상과 분야가 정해져 있어 일정 범위 내에서 수요특

성을 파악하여 신규과정을 개발 

     - 외부 요청에 의한 교육수요

       외부기관의 요청으로 교육을 위탁받는 교육수요로서 이미 기관이 필요로 하는 

대상과 수준이 정해져 있으므로 정의된 수요를 충분히 이해 및 반영하여 신규과

정을 개발

     - 협력에 의한 교육수요

       국내외 기관과의 협력에 의해 발생하는 교육수요로서 협력대상과 공동으로 수요

를 파악, 분석하여 신규과정을 개발

  ○ 수요조사

    수요조사 방법은 위와 같은 동기에 의해 발생하는 과정 수요를 포함, 자체적으로 

신규과정을 발굴하기 위해 다음의 몇 가지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 환경분석

     - 국가/국제기구 정책, 입장 수용

     - 자료조사

     - 설문조사(교육훈련 대상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

     - 전문가 자문

     - 자체 판단(원자력교육훈련에 대한 경험, 지식, 과정운영 관련정보의 활용)

     - 외부요청 수용

  ○ 요구역량 분석(Gap 분석)

    교육대상은 기본적으로 교육훈련을 통해 역량(Competence/Competency)을 높이고

자 하므로 교육대상에 대한 기존 역량과, 교육훈련에서 요구하는 역량의 차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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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Gap Analysis) 교육과정의 수준과 내용 및 방법 등이 역량분석을 통해 결정된

다. 역량은 일반적으로 지식, 기술, 자세(KSA: Knowledge, Skill, Attitude)의 3요소

로 구성되어 교육의 특성에 따라 역량의 수준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요구

되는 역량에 따라 대상의 수와 과정의 시기 및 기간 등이 다르게 규명될 수 있으므

로 과정설계를 결정하는 중요한 단계라 볼 수 있다.

  ○ 피드백

    수요분석에서 얻은 경험(자료수집 방법 및 주의사항 등)과 분석 자료는 추후 유사한 

수요분석 시 적절히 활용한다.

 (2) 과정설계

   과정설계는 앞서 교육수요 분석을 통해 얻어진 자료를 기반으로 과정별 수요를 충족

시키기 위한 교육훈련 내용 요건을 정의하고, 이를 개발 및 운영하는 데 필요한 총괄적 

요건들을 정의하는 단계로서 기본체계 및 구성요소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3.3 원자력교육훈련 과정설계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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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 분야별 포트폴리오 기본(안) 설계

    기존 원자력교육센터의 원자력교육훈련은 크게 국제과정, 국내과정, 직원교육, 

e-learning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수행 중이다. 이에 대해 원자력 분야 기술과 대상

을 기준으로 교육 분야를 재분류하여 기본 프로그램과 새로운 교육패키지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원자력 기술 분야 분류: 원자력 발전, 핵연료주기, 연구용 원자로, 방사선 이용, 

방사선 안전관리, 원자력 안전규제, 핵통제, 원자력 정책/협력/인력 개발, 연구관

리/자기개발

     - 교육훈련 대상 분류 

       (국제과정) 양자 및 다자간 협력 대상 중 고위/중간 관리자, 실무자로 세분화

       (국내과정) 정책관리자, 산업체 요원, 대학생 대상 과정, 학위과정

       (직원교육) 신입직원, 관리자, 비 원자력 전공자, 법정교육 대상 과정

       (학습전달 방법) : 집체교육, e-learning, 현장학습 등

그림 3.4 프로그램/과정 체계(포트폴리오)

     ※  A, B, C는 패키지가 가능한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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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요의 대응방안 수립

    수요분석 단계에서 규명된 요구역량을 기반으로 한 과정에 대해 우선적으로 과정의 

수용성을 검토해야 한다. 요구역량이 교육훈련기관(원자력교육센터)의 역할에 부합

하는지, 전문성(강사, 실습장비 등)을 충족시킬 수 있는 지 등 여러 가지 요건들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요구역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과정 기획이 가능한지 

여부, 마지막으로 수립된 프로그램/과정에 대한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명하여 

기존 과정과의 차별성과 창의성 등을 분석함으로써 기술설계서를 작성할 수 있다.

  ○ 교육과정 기준설계서 작성

    교육과정 기준설계서는 수요분석에 근거하여 학습내용 및 전달방법, 개발, 운영, 평

가에 이르기까지 교육과정 전 단계의 요건들을 규명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설계를 제시하도록 한다. 실제 적용에서 과정 특성 및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작성 가능하다. 기준설계서에 명시하는 세부사항은 [표 3.1] 과정설계/운영 지침서를 

참조한다.

  ○ 기준설계 내용 조정

    기준설계서의 내용을 실제 과정에 적용하며, 기준설계에서 제시하는 주요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에 따라 제한적 여건이나 기간의 조정, 일부 학습내용 

및 방법의 조정 등 유연성 있게 조정이 가능하다. 

  ○ 피드백

    과정설계서를 실제 과정에 적용해 본 경험과, 발생된 문제점 등을 포트폴리오 수립

과 기준/적용 설계서 작성 등에 적절히 반영한다.

 (3) 과정개발

   과정개발은 과정설계에서 제시한 요건들을 충족하여 과정계획과 학습내용 및 강사 

선정, 교재개발 등 과정 운영에 필요한 모든 요소들을 고려하여 개발한다. 구성요소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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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원자력교육훈련 과정개발 체계

  ○ 과정개발 계획 (개발지침서 작성)

    과정개발 계획은 우선적으로 과정설계에서 제시한 요건/지침에 따라 개발지침서를 

작성한다. 이때 과정 담당자는 자료 분석 또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 지침서를 작성

하며 다음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 과정개요 : 과정개발 참여자들에게 과정과 관련된 사전 정보제공 (목적 및 필요

성 등)

     - 내용요건 : 개발물(교재, 보조자료 등)을 명시하고, 설계서에 제시된 학습내용 요

건에 의거하여 학습내용 요건을 제시

     - 형식요건 : 개발물의 외형적 형태/크기, 디자인, 포맷 등에 대한 지침 작성

     - 개발방식 : 개발물에 대해 자체개발, 위탁개발, 전문가 자문 등 개발 방식을 명시

     - 품질관리 : 개발 과정에서의 품질관리 기법 명시 (예: 자체 검토, 전문가 검토 등)

     - 특기사항 : 지적자산 보호 및 수출입 통제 등 특기사항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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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식교재 개발

    정식교재의 개발은 교육훈련기관(원자력교육센터)이 주도적으로 개발하는 방식과, 

기존의 것을 활용하는 방식이 있다. 전자의 경우 과정 담당자, 해당분야 전문가, 집

필진 및 감수자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개발기간 동안 운영하여 개발지침에서

에 따라 내용체계 수립, 분야별 집필, 감수 등을 수행한다. 이러한 방법은 개발기간

이 오래 소요되며 개발 횟수도 제한적인 것이 특징이므로 신중하게 고려하여 수행

한다.

  ○ 강의자료 개발

    강의자료는 교재와 별도로 강사가 강의에 사용할 자료에 해당하며, 주로 주도적으

로 개발하기 보다는 전문강사 또는 섭외한 강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때 

자료는 개발지침서에 따라 강사섭외, 강의자료 작성, 검토 및 조정(과정 담당자 참

여), 발간의 절차를 걸쳐 개발한다. 특히 강의자료는 교재의 내용과 부합하도록 개

발 및 검토한다.

  ○ 보조자료 개발

    보조자료는 과정에 필요한 홍보 및 안내 등을 위해 필요한 자료로서, 개발방법은 

자체적인 개발, 외부기관 의뢰/위탁, 기존의 것을 활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개발지

침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개발한다.

  ○ 피드백

    과정개발 동안 얻은 경험과 문제점 및 정보를 향후 수요분석 및 과정설계 단계에 

적절히 반영하도록 한다.

 (4) 과정운영

   과정운영은 설계/개발된 내용을 토대로 준비된 절차에서 따라 체계적으로 프로그램

을 제공하는 것으로 충분한 서비스도 이에 포함된다.

   과정운영의 수행단계는 계획, 준비, 실시, 결과 정리 순이며, 운영 중 과정 요소(수강

자, 강사, 교재, 인프라, 관리 등)들을 적절히 투입하여 운영한다. 과정운영의 기본체계

(기준운영절차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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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원자력교육훈련 과정운영 체계 

  ○ 과정운영 계획

    과정운영 계획 시 우선적으로 정책, 예산, 과정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기본적인 운영

방침을 정한다. 또한 과정개발 단계에서 제공된 교재와, 설계단계로부터 제공된 운

영 요건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국제협력에 의해 과정이 개설되는 경우 TOR(Terms 

of Reference), Information Sheet, Prospectus를 받아 참고하며 공식적인 합의는 

Host Government Agreement를 통해 이루어진다. 

    과정운영에 대한 기본방침이 정해지면 설계서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운영계획을 최

종 수립하며, 이때 프로그램의 일정, 강사, 기타 활동, 문제 발생 시 대비책 등을 중

점으로 작성한다.

  ○ 과정운영 준비

    과정운영 준비 단계에서는 강사섭외와 수출허가 획득(필요시), 인프라 확보(강의실/

장비, 방문시설, 숙소, 교통 등), 수강자 선정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강사

위촉, 간담회 및 강사 자문회의 등을 통한 강의자료 개발, 인프라 확보 확인(예약, 

협조공문 등), 수강자 참가 안내 및 등록/참가조치 등을 수행한다. 이때 운영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제반사항을 정리하여 체크리스트를 작성, 점검함으로써 실시 준비를 

완료하게 된다.

  ○ 과정운영 실시

    준비된 과정운영 프로그램에 따라 개강, 강의 및 학습활동, 평가 및 수료의 단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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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한다. 사전에 준비한 리스트를 점검하면서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정 운

영 동안 수강생과 강사 등 진행관리 및 충분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 과정운영 결과 정리

    과정 종료 후 과정운영 결과에 대한 총괄 평가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며 결과물은 

과정의 평가와 연계된다.

     ※  세부운영 절차서 작성 

기준운영절차에 따라 과정운영 시 필요에 따라 과정특성에 적합한 세부운영절

차서와 체크리스트를 작성, 운영한다. 

  ○ 피드백

    과정운영에서 얻은 경험과 문제점 및 정보를 향후 수요분석, 과정설계, 과정개발 단

계에 적절히 반영하도록 한다.

 (5) 과정평가

   과정평가는 과정의 목적과 목표에 대한 달성도를 측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학습자의 

학습 성취도를 측정하는 것도 포함된다. 또한 수요분석-설계-개발-평가 수행으로부터 얻

은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차기 과정에 적절히 반영(피드백)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과정

평가 체계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3.7 원자력교육훈련 과정평가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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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기적 종합평가 체계

    교육훈련기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종합적인관점에서 훈련기관

의 역량(Capacity) 및 성과(Performance)를 평가하는 체계이다. 이에 대한 연구는 현

재 진행 중이며, 과정수행 성과와 관련된 지표도 함께 발굴할 예정이다.

  ○ 자체 기준평가 체계

    과정 목적/목표의 달성도를 구체적으로 평가하고, 과정특성과 연계된 평가가 이루

어질 필요가 있다. 기준평가 체계는 기준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단위과정 평가, 연

간/단계별 총괄 및 평가, 개선사항 도출 및 피드백으로 구성된다.

     - 기준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교육훈련 기관의 평가지표와 평가방법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관점에서 제시하였다.

      • 훈련기관이 개발 또는 제공한 과정 수, 훈련생 수 및 분포(국가, 기관, 직무 등)

      • 교육훈련에 대한 수강자의 만족도, 성취도, 현업 적용도

      • 훈련기관의 전략목표 성취도 및 목표 실현 적용도

     - 단위과정 평가

      • 단위과정 평가는 평가시점을 기준으로 사전평가, 과정 중 평가, 사후평가로 구분

     - 종합평가/보고

      • 단위과정 평가로부터 얻은 결과물을 토대로 주기적인 종합평가와 보고서 작성이 필요 

     - 피드백

      • 단위과정 평가를 통해 얻어진 종합성과를 기반으로 주기적인 종합평가에 반영

  ○ 단위과정 맞춤형 평가체계

    단위과정의 특성에 맞게 맞춤형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평가하는 기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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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교육과정 설계/운영 지침서 개발

   SAT 단계별 기본체계를 실제 원자력교육센터에서 수행 중인 국내외 교육훈련 과정

에 적용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설계/운영 지침서를 다음과 같이 개발하였다. 본 지침서

는 수요분석-설계-개발-운영-평가의 각 단계별 수행방법을 구체화 한 것으로, 이해를 돕

기 위해 국내 과정을 사례로 적용하여 부록 [1]과 같이 제시하였다.

SAT단계 명시 요건 기술 지침(안)

수요

분석

과정 특성
○ 과정의 수요 동기와 연계한 성격 및 특성 명시  

   (예)HRD정책, 사업수행, 외부요청, 협력, 과정공모 등

조사 방법

○ 과정 성격 및 특성에 따른 조사방법 제시 

  - 환경 분석, 국가/국제기구 정책/입장 수용, 자료조사,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 자체판단, 외부/협력 요청 수용 등

요구역량 

분석 및 명시

○ 분석 접근방법 : 자체 분석/전문가 자문 등 분석 

접근방법 명시

○ 요구역량 분석 : 해당 대상 및 기술 분야의 

요구역량(KSA: 지식, 기술, 자세)과 기존 역량의 

차(Gap)를 도출하여 정성적으로 기술(필요시 보충자료 

첨부)

설계

과정명
○ 해당과정의 공식 명칭 : 국문/영문(국내과정), 

영문/국문(국제과정)

배경, 필요성 

및 피드백 

요건

○ 배경 : 과정의 성격 및 특성을 이해하도록 추진 근거 및 

경위 설명 

  - 기술적 환경, 자체개발, 외부요청, 협력 등 과정개설 의도

○ 필요성 : 배경 및 수요분석에 근거한 과정의 당위성 기술

○ 피드백 요건 : 이전 과정 운영결과의 피드백이 있는 경우, 

설계에 반영되어야 할 개선사항을 기술(※ 참조: 수요분석)

과정목적 및 

학습목표

○ 과정목적 : 과정의 필요성 및 수요 동기와 연관된 

것으로 궁극적인 과정 개설의 이유 명시

○ 학습목표 :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으로 기대되는 

학습결과(가급적 측정 가능한 개념의 용어로 제시)를 명시

주관기관 및 

과정 담당자

○ 주관기관 : 주관기관 및 후원/협조/지원 기관 명시 

○ 담당자 : 표준과정에서 언급할 사항은 아니며, 

과정실시계획 및 보고서에 명시

기간 ○ 과정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간 

표 3.1 SAT 단계별 교육과정 설계/운영 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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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 장소 필요요건 명시 (강의실 형태, 장비, 부대시설, 교통, 

편의시설 접근성 등)

대상

○ 필요한 경우, 대상 선정기준 명시

○ 운영의 효율성을 감안한 적정 수용 인원/범위 명시

○ 수강자의 자격(전공, 학력/경력 수준, 직급, 업무분야) 명시 

○ 국가/기관과의 협력관계 등의 요건 또는 우선순위 명시

선수 과목 ○ 본 과정 수강 시 필수적으로 수강해야 하는는 과목(필요시)

사용 언어 ○ 과정운영에 사용되는 공식 언어 

과정관리자 

및 강사 요건 

○ 과정관리자의 기본 자격요건 명시

○ 강사요건 : 강사, 멘토 등의 자격요건(경력, 전문성, 전달력 

등) 명시

학습 내용

○ 학습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모듈과, 필요시 관련 요소의 

상호관계를 보여주는 개념적 체계(도) 제시

○ 모듈별 세부기술 주제, 학습방법(강의, 그룹토의, 견학, 

실습, 이러닝 등), 및 시간배분 제시

○ 단위 학습활동별 요건 제시 (첨부)

인프라 요건
○ 일반요건 : 일반 강의실 등의 요건 명시

○ 특수요건 : 실습실 및 장비 등의 요건 명시

개발 요건
○ 교안의 자체개발 또는 내/외부 전문가에 의뢰 등을 

구분하여 개발지침 명시 (※ 참조 : 과정개발)

운영 요건

○ 특기사항이 있는 경우 명시

○ “기준운영절차서”에 준하여 과정 특성에 맞는 

운영절차서 및 체크리스트 요건 명시 (※ 참조 : 

과정운영, 기준운영절차서)

수료 기준
○ 출석, 시험, 실습, 발표, 보고서 등에 대한 수료 인정 

기준 제시(점수화 한 경우 합격 기준 점수)

평가 요건

○ “과정특성별 평가지표 및 방법”에 준하여 과정 특성에 

맞는 평가지표 및 방법 제시 (※ 참조 : 과정평가, 

과정특성별 평가지표 및 방법)

기대 효과 ○ 과정목표 달성도와 연계하여 본 과정의 파급효과 명시

수행 사례
○ 기존에 운영한 교육과정 중, 해당과정과 같은 범주에 

속하는 과정 목록 명시 및 데이터화

관련 자료 ○ 해당 기준과정에 사용되는 교본/교재, 관련 과정 및 정보 제시 



- 44 -

개발

○ 과정설계에서 제시된 “개발지침”에 따라 해당 과정 

특성에 맞는 개발지침서 작성

  - 개발지침서 작성 요건 : 과정 개요, 활동별 학습 목표, 

학습 형태, 개발방식, 품질관리 방안, 특기사항 등

○ 개발결과 정리 및 피드백 명시(운영결과 보고서 양식 참조)

운영

○ 과정운영계획서 작성: 

  - 과정설계에서 제시된 “학습내용”에 따라 과정 실시 

프로그램 작성

  - 과정설계에서 제시된“절차서 및 체크리스트 요건”에 따라 

과정 특성에 맞는 운영절차서 및 체크리스트 작성(첨부) 

   (운영절차서 : 운영관리, 수강자, 강사, 교재, 인프라 등  

운영요소들을 연계한 준비, 실시 및 정리 단계로 구성)

○ 과정운영결과보고서 작성 : 운영결과 정리 및 피드백 명시

평가

평가

○ 과정설계에서 제시된 “평가지표 및 방법”에 따른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설문서 및 평가자료 작성 후 평가 실시

○ 평가결과를(테이터 분석방법 포함) 과정운영 

결과보고서로 정리(과정운영결과보고서 양식 참조)

개선사항 반영

○ 평가결과로부터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과정운영 

결과보고서에 명시

○ 도출된 개선사항을 차기 과정 실시계획서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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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SAT 모델 적용 교육품질 개선
   

1. 평가대상 과정 선정   

   원자력교육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내외 교육훈련 과정에 대하여, 최근 3년간 지

속적으로 개설, 운영해 온 과정을 위주로 국내 6개 과정, 국제 3개 과정에 대한 과정 평

가를 진행하였다. 

1.1 국내과정

   4개 산업과정 및 2개 학연협동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 방사성동위원소이용 일반 과정

  ○ 방사선장해방어감독자 과정

  ○ 방사선스펙트럼분석기술 중급과정

  ○ 확률론적안전성평가 및 리스크정보활용 과정

  ○ 원자로 실험실습(원자력공학과/관련학과 대상_학연협동)

1.2 국제과정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교육과정 3개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 KOICA/KAERI Regional Training Course on Nuclear Energy Policy, Planning, 

and Project Management 

  ○ RCARO/KAERI Regional Training Course on Radiation Application Technology 

  ○ WNU Course on "Key Issues in the World Nuclear Industry Today”

1.3 평가를 위한 참고자료 

   선정된 과정들을 평가하기 위하여 각 해당과정에 대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수집하였다.

  ○ 공통자료 : 과제 운영보고서

  ○ 교육훈련 계획서

  ○ 교육훈련 결과 보고서

  ○ 교육훈련 교재(강의자료, 교재 등)

  ○ 설문지, 운영절차서, 체크리스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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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정평가 기준 설정    

   기존과정의 평가를 위해 SAT 각 단계별로 방법 및 내용에 대한 평가기준과 항목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외 교육훈련 과정 평가 사례 선행연구[3.1-3.4] 및 IAEA의 

EDUTA Mission[3.6]에서 사용하는 방사선 방호분야 교육훈련 프로그램 평가 항목들을 

참조하였다. 

   각 항목들은 SAT방법론에 따라 주로 단계별 수행여부를 1차적으로 묻는 형식이며, 

구체적인 현황도 진단에 함께 기재하도록 하였다. 또한 총괄에서 종합성, 혁신성, 실용

성, 평가결과의 반영, 과정의 특수성 등의 관점에서의 평가의견을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였다.

단계 평가지표 평가문항 Y N 진단

수요

분석

분석

방법의 

체계성

1. 교육과정을 위한 수요를 분석하는가?

2. 분석 주체는 누구인가?

 2-1. 운영주체(과정 담당자, 과정 담당부서)

 2-2. 강사

 2-3. 강사 외 내용 전문가

 2-4. 외부 기관에서 요청

3. 분석 방법은 무엇인가?

분석방법의 

적절성
4. 수요 분석 수준이 적절한가?

과정

설계

설계 

방법의

체계성

5. 설계 절차가 명시되어 있는가?

6. 수요 분석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는가?

7. 설계 과정에서 다음의 요소를 명시하는가?

 7-1. 목적(Mission)

 7-2. 목표(Objective) 

 7-3. 대상(Target) 

 7-4. 범위(Scope)

 7-5. 강사 

 7-6. 평가 방법

  7-6-1. 반응(만족도) 평가

  7-6-2. 학습(성취도) 평가

  7-6-3. 행동(현업적용도) 평가

 7-7. 학습 자원(장비, 시설, 교보재 등)

설계 

내용의 

8. 설계 과정에서 다음의 사항을 적절히 반영하는가?

 8-1. 교수학습 필수내용(지식, 기술, 행동)

표 3.2 기존과정 평가기준 및 진단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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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성  8-2. 교수학습 기본지침 

과정

개발

개발 

방법의 

체계성

9. 개발 주체는 누구인가?

 9-1. 운영주체(과정 담당자, 과정 담당 부서)

 9-2. 강사

 9-3. 강사 외 내용 전문가

개발

내용의 

적절성

10. 운영주체가 개발과정을 검토하는가?

11. 개발 과정에서 다음의 사항을 적절히 반영하

는가?

 11-1. 교수학습 내용과 학습 목표와의 부합성

 11-2. 교수학습 내용과 학습자 수준과의 부합성

 11-3. 각 과목 세부 내용의 체계성(논리, 중복)

 11-4. 강의 교안의 외형적 품질(자료형식, 오타)

과정

운영

운영 

방법의 

체계성

12. 운영 과정에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는가?

 12-1. (절차위주) 지침서

 12-2. 강사자격 요건

 12-3. 모니터링 방법(운영주체 또는 제3자)

 12-4. 적절한 학습자원 지원(강의장, 숙소, 빔프

로젝터 등)
운영내용의 

적절성
13. 위 사항을 고려하여 적절히 운영하는가?

과정

평가

평가

방법의 

체계성

14. 과정 평가 체계가 있는가?

15. 평가 과정에서 다음이 포함되는가?

 15-1. 평가지표

 15-2. 평가체계

  15-2-1. 반응(만족도) 평가

  15-2-2. 학습(성취도) 평가

  15-2-3. 행동(현업적용도) 평가

 15-3. 학습성취도 평가방법

  15-3-1. 필기

  15-3-2. 실기

  15-3-3. 구술, 발표 

16. 평가 결과의 피드백 체계가 존재하는가?

평가내용의 

적절성

17. 평가결과에 대한 분석이 적절히 이루어지는가?

18. 평가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적절히 이루어지는가?

(총괄진단) 

(총괄제안) 

(참고자료)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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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결과 및 개선점  

   국내외 9개 과정에 대해 앞서 제시한 진단항목별로 평가를 진행하였다. 평가 방식은 

각 과정 담당자와의 인터뷰와 평가를 위한 과정 참고자료를 참조하였으며, 과정 평가에 

대한 총괄은 다음과 같다.

3.1 총괄평가 

 (1) 방법에 대한 평가

   원자력교육센터의 교육훈련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SAT를 적용하고 있다. 특히 최근 

시도하고 있는 PGEC 과정, 원자력이해증진 과정 및 KAERI-NWU 협력 이러닝 과정 등

에서는 SAT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다만 과정별로 최적화된 체계를 가지고 있거

나, 체계의 수준이 개념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총괄적인 체계로 가시화되어있지는 않

다. 따라서 과정별 특수성에 따라 SAT의 적용 방법 및 수준이 차별화 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센터의 프로그램 및 과정들이 센터 비전 실현을 뒷받침할 수 있는 혁신성, 실

용성 및 특수성(센터, 팀, 과정 차원)을 감안한 SAT 기반의 총괄적이고 고도화된 공식적 

교육훈련 기본체계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와 같은 기본체계를 토대로 단계적인 세

부체계 수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2) 내용에 대한 평가

   교육센터의 교육훈련 프로그램/과정들은 원자력의 다양한 분야에 대하여 유익하고 

전문성 있는 지식을 담고 있으며, 선진화된 전달방식(체험학습, Action learning, 이러닝, 

현지학습 등)의 활용을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외형적으로도 품질이 양호한 교재를 제공

하는 한편, 양질의 인프라와 전통적인 운영 경험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 제공으로 수강

생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얻어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적인 경쟁의 심화와 원자력기술의 발전, 교육훈련 기술의 

발전, 교육훈련 대상들의 변화, 원자력 이슈 및 관심 분야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

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수요분석, 총괄적으로 전략화(KAERI 강점기술 

기반 패키지화)되고 혁신적이며 유기적인 프로그램/과정 도출 및 설계, 고품질의 내용개

발, 고객 만족 중심의 운영 서비스 제공, 그리고 목적 및 목표에 충실한 실질적인 평가 

및 이의 지속적이고 성실한 반영(feedback)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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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SAT 단계별 평가

 (1) 과정 수요분석 관점

   교육훈련 프로그램 또는 과정의 수요 분석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해증

진 과정과 같이 대상 집단에 대한 설문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외부요청(국제기관, 협력 대상국, 정부, 국내기관)에 의하여 수요가 정의된 것

을 받아들이거나, 센터 차체의 경험적, 전문적 판단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

다. 예를 들면, 외부로부터 요청을 받는 경우 단순 공지에 의한 수강생 모집보다 과정의 

잠재수요와 보다 구체적인 수요(지식, 기술, 행동)를 파악해야 이를 통해 과정의 연속성

을 유지하고 교육대상자들의 요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다만, 이는 교

육의 목적과 수강대상을 사전에 명확히 설정해야만 가능함). 또한 자체적으로 수요를 판

단하는 경우에도 보다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개선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프로그램 및 과정의 특수성 및 실용성을 감안한 공식화된 종합적인 수요분석 체계

가 수립되어야 함

  ○ 수립된 종합체계하에서 과정별 여건을 감안한 실제적인 수요분석 방법이 강구되어야 함

  ○ 수립된 종합체계와 개별 방법은 Feedback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개선됨은 물론 주

기적인 종합평가를 통하여 개선되어야 함

   수요분석 내용의 관점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방법론의 수준과 연계되어 대체적으로 

포괄적인 수준의 개별적인 수요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되며, 지속적으로 

여러 해 동안 수행되고 있는 과정들의 경우에는 경험으로부터 얻은 실질적인 수요분석

이 과정별로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능동적으로 수요를 발굴하고 있는 부

분도 있으나, 상당수는 관행적이고 수동적인 수요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경쟁력 확보

를 위한 교육훈련 제공을 위해서는 현재의 수요분석 수준은 대체적으로 미흡한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센터 및 팀 차원의 비전에 맞춘 대상 및 기술 분야 수준에서의 수요분석이 필요함

  ○ 원자력연구원의 강점을 반영한 프로그램 및 과정을 발굴할 수 있도록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과정 수요분석이 필요함 

 (2) 과정 설계 관점

   과정담당자는 일반적으로 기존과정 계획서를 참조하여 관련 정보를 활용하고 있으며

(배경, 필요성, 목적, 내용, 대상, 기간, 장소, 기대효과 등), 이를 기반으로 프로그램(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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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강사 등)을 개발/작성하여 계획서를 작성하고 있다. 또는 외부기관의 요청(예: 

Prospectus, Syllabus)을 수용하여 현지화(Localization)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공식화된 설계 절차 및 요건은 없으며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 프로그램 및 과정의 특수성 및 실용성을 감안한 공식화된 종합적인 설계 체계가 

수립되어야 함

  ○ 설계체계 요소로서 교육센터 전체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과정들을 총괄하는 틀

(Framework)이 필요함

  ○ 각 프로그램 및 과정의 설계를 위한 표준화된 설계서가 필요함 : 기존의 항목에 

목표, 강의/활동 별 세부요건, 강사요건 및 평가요건 등 총괄적으로 필요한 항목들

이 포함되어야 함

  ○ 수립된 종합 설계체계, 프로그램 틀 및 표준 설계서는 Feedback을 통하여 지속적

으로 개선함은 물론 주기적인 종합평가를 통하여 개선되어야 함

   프로그램 및 과정 설계 내용은 전반적으로 과정 목적에 부합되는 것으로 평가되며 

풍부한 지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점차적으로 혁신적인 방법들이 설계에 도입되고 있

다. 그러나 한 단계 높은 수준의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능동적 수요분석 결과를 설

계에 잘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의 대부분의 과정 또는 일부 과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보완이 필요하다.

  ○ 센터 및 팀 차원의 비전 및 전략과 유기적으로 연계된 목적 설정과, 이에 따른 지

식/실무/기술 달성 수준 등 구체적인 목표 설정이 필요함 : 센터 및 팀의 전략목

표(네트워킹, 국가/원연/센터 위상제고 등)가 포함되어야 함

  ○ 교육 대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교육내용을 대상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 강사의 경력, 전문성, 전달력 등 본 과정에 필요한 몇 가지 강사의 자질 및 자격 

요건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프로그램 및 과정 특성에 따른 혁신적인 KSA 전달방법들의 도입 강화를 통하여 

교육훈련 효과의 극대화 및 경쟁력 제고가 필요함

  ○ 프로그램 및 과정 특성에 따른 평가요건의 강화가 필요함 : 예를 들어 면허 및 특

수 전문기술분야와 관련된 것의 경우 현업적용도 평가가 필요함

    - 대상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 가능함

      • 시험응시자 : 객관적으로는 시험 합격률 조사, 주관적으로는 시험 응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본 과정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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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종사자 : 1년 경력 인정만큼의 전문성 강화 및 현업적용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조사

  ○ 총괄적인 수준에서 프로그램 및 과정 담당자의 교육훈련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해당 프로그램/과정 관련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3) 과정 개발 관점

   강의 및 실습 등의 자료는 주로 교육훈련 담당자가 섭외된 강사에게 나름대로 간단

한 지침을 주어 개발하도록 위임하고 개발된 자료는 물리적으로 취합하여 교육 자료로 

생산하고 있다. 일부 과정은 취합 과정에서 형식 및 오탈자 등을 점검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정식 교재는 제한된 분야들에 대하여 교육센터의 관행에 따라 나름대로의 절차를 

정하여 개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교육센터 차원에서 과정개발에 대한 공식화된 절차

는 없는 상황이다. 개선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프로그램 및 과정의 특수성 및 실용성을 감안한 공식화된 종합적인 개발 체계가 

수립되어야 함

  ○ 개발 분야로는 정식교재, 강의 자료(기법, 실습 등 포함), 이러닝 콘텐츠 및 보조 

자료가 고려되어야 함

  ○ 수립된 종합 개발체계는 Feedback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함은 물론 주기적인 

종합평가를 통하여 개선되어야 함

   개발된 결과물들은 외형적으로 품질이 양호하고 내용적으로도 다양하고 전문성이 높

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내용이 중복되거나, 오탈자가 발견되는 경우

가 있고 내용의 심도나 범위가 과정목적/목표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정식 교

재의 경우에도 개발된 지 오래되었거나 내용의 보완이 요구되는 사례가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

  ○ 프로그램 및 과정 특성에 따라 적절히 주도적 개발 비중을 높이고 조정기능을 강

화하여 개발 내용물의 품질을 더 높일  필요가 있음

  ○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정식 교재의 신규 개발을 활성화하고 기존 자료의 적정 사용

주기 및 feedback을 고려하여 교재 개정이 필요함(예: 원전 정책 및 사업관리, 원

자력 실험실습 과정 교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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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과정 운영 관점

   프로그램 및 과정운영은 각 담당자 별로 세분화된 체크리스트, 시간 개념이 포함된 

활동요소들을 절차화(산업과정의 경우)한 체크리스트, 또는 단순한 메모형식의 체크리스

트를 사용하는 등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 동안 센터 내에는 여러 형태

의 운영절차들이 만들어 졌으나 센터 또는 팀 차원에서 정식으로 합의되고 공식화 된 

것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다음의 개선사항이 필요하다.

  ○ 프로그램 및 과정의 특수성 및 실용성을 감안한 공식화된 종합적인 운영 체계가 

수립되어야 함 : 프로그램 및 과정 운영의 기본적 고려사항, 요소 및 절차의 이해 

및 대 내외적 체계 가시화, 그리고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절차 구축에 

기여 가능

  ○ 운영의 기본적 고려사항에는 기술적 사항은 물론, 안전, 보안 및 상황변화 대응 등

이 포함되어야 함

  ○ 운영절차는 총괄적인 상위수준의 공통절차, 프로그램 및 과정 특성에 따른 절차 

그리고 단위 프로그램 및 과정에 대한 세부절차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실용성 있

게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수립된 종합 운영체계는 Feedback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함은 물론 주기적인 

종합평가를 통하여 개선되어야 함

   운영의 내용면에서, 설문에 의한 만족도에 따르면 대체적으로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

다. 한 단계 높은 운영을 위해서는 다음의 개선이 필요하다.

  ○ 제3자에 의한 객관적 모니터링이 필요함(거부감을 유발할 수 있음)

  ○ 동기 부여(운영자에 대한 국내외 모범적인 운영 벤치마킹/체험 제공)와 운영에 대

한 비 강제적 교육(외부교육, 초청 세미나 등)이 필요함   

 (5) 과정 평가 및 평가결과의 반영(Feedback) 관점

   평가지표로서는 기술분야/대상, 과정 수, 수강생 수, 그리고 수강생 만족도(설문 조사

에 의한)를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수강생 대상 설문지는 팀별로 다른 것을 사용하

고 있으며(이해증진 과정에서도 별도 설문지 사용), 과정 시작 및 종료 시에 설문을 하

는 과정이 있는가 하면 과정 종료 시에만 하는 과정들도 있다. 학업성취도는 학점취득 

및 기술 자격 관련 과정의 경우 필기 및 실기 시험을 수행하고 있으며, 설문으로 성취

도를 묻는 과정들도 있다. 현업 적용도는 과거 과정 종려 후 일정한 시간이 지난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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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조사를 한 적이 있으나 현재에는 수행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비교적 기본적인 

평가를 프로그램 및 과정에 주어진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한편 평가

결과에 대한 반영(Feedback)은 결과 보고 및 연말보고서에 언급하고 과정담당자 임의로 

반영하고 있다. 개선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프로그램 및 과정의 특수성 및 실용성을 감안한 공식화된 종합적인 평가 체계가 

수립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평가결과의 반영체계도 포함되어야 함

  ○ 종합평가체계는 프로그램 및 과정들에 대한 공통적인 평가항목과 개별적 특수사항

을 고려하여야 함 : 총괄 평가지표 및 과정 특성별 평가지표 설정이 필요함

  ○ 평가지표는 실질적으로 가능하고 실용적인 의미가 있는 범위에서 프로그램의 특수

성과 목적/목표에 부합되게 강화되어야 함. 또한 평가 방법도 가능한 실용적인 범

위 내에서 다면화 되어야 함(예: 수강생에 대한 평가/분석, 과정 모니터링, 강사대

상 설문 등)   

  ○ 수립된 종합 평가체계는 Feedback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함은 물론 주기적인 

종합평가를 통하여 개선되어야 함    

   과정평가의 내용을 보면 나름대로 적용되는 평가지표와 방법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평가결과에 대한 반영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서에 나타난다. 특히, 프로그램 및 과정 담당자가 해당 프로그램/과정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경우 평가 및 반영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 보인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다음과 같은 좀 더 향상된 평가와 반영이 요구된다.

  ○ 해당 프로그램 및 과정이 다루고 있는 기술적인 내용이 목적/목표에 부합 되는가?, 

그리고 수강생들의 진정성 정도는 어떠한지? 등에 대한 면밀한 평가 및 분석이 필

요함 

  ○ 지속적이고 의지적인 Feedback이 필요함

  ○ 외형적이고 가시적인 평가 및 반영을 넘어 내면적이고 능동적인 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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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현황 고도화 방향

총

괄

방

법

○SAT를 기본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비교적 단순한 방법을 사용함

○과정별로 개별적이며, 

공식화(문서화) 되어있지 않음

○과정 특성을 감안한 선진화된 방법 

도입 필요

○종합적이고 문서화된 체계 필요

내

용

○과정운영자의 축적된 경험을 기반으로 

과정별로는 나름대로 내용이 충실함 

○종합적이고 전략적이며 능동적인 

내용이 필요함

수

요

방

법

○주로 경험에 의한 내부적 판단 또는 

외부요청에 의존함

○과정 특성별로 보다 주도적이고 

체계적인 수요분석 방법 도입 필요 

내

용
○수요가 포괄적, 개념적, 정성적임

○수요의 구체화 필요

○능동적인 새로운 수요 발굴 

필요(선택과 집중)

설

계

방

법

○과정별로 목적, 대상, 

내용(강의제목), 기간 등의 

주요사항을 담아 실시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음 

○과정 특성에 따른 설계절차 문서화 

필요 

○기존 항목을 확장/정비한 표준화된 

설계서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설계가 수행되어야 함(실제 수행된 

과정들과 연동 필요)  

내

용
○설계 내용이 충실함

○센터 전략과 목적에 따른 차별화 된 

과정 구성이 필요함

○논리전개(흐름)의 명확화, 목적에 

맞는 심도 조절, 단위 활동 간의 

조화 등을 통하여 모든 요소가 목적 

달성을 위한 하나의 패키지가 

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음

○과정특성에 맞는 다양한 전달기법 

도입이 필요함

○관리자의 기술적 내용/운영기술 숙지 

필요

개

발

방

법

○교재는 센터 주관으로 집필진을 

구성하여 개발하고 있음 

○대부분 강사에게 위탁하여 강의 

자료를 작성함(개발지침 제공 및 

개발된 내용의 조정 체계를 

개별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과정도 

○교재 및 강의 자료에 대하여 주도적 

또는 위탁 개발, 개발지침 제공, 

내용조정 등이 포함된 문서화 된 

개발체계가 필요함

표 3.3 국내외 교육훈련 과정 총괄평가 요약



- 55 -

있으나, 많은 경우 미약함)

○공식화(문서화) 된 개발체계는 없음

내

용

○발간된 지 오래된 교재들이 있음

○강의자료들은 가치가 높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부분적으로 심도의 불균형, 내용 

중복, 외형적 결핍 등이 있음 

○교재의 개발 활성화(개정, 

추가개발)가 필요함

○주도적 개발로 강의자료 외형 및 

내용의 향상(강의 자료 간 일관성, 

심도/흐름의 조화 등)이 필요함 

운

영

방

법

○여러 가지의 운영절차가 존재하나 

인식되지 않고 통합되지 않음

○과정별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있거나 경험적으로 운영함(KOICA 

과정 참조)  

○통합된 기준운영절차서 및 과정 

특성별 기준운영절차서가 필요하며 

단위과정에 대해서는 해당 

과정관리자가 맞춤형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체크리스트는 운영절차서의 한 

부분으로 수립되어야 함

○과정운영자의 체험교육(우수사례) 필요 

내

용

○양호하게 운영되어오고 있음(수강자 

설문 만족도를 통해 판단이 가능함)

○과정 설계 내용의 취지에 맞추어 

모든 운영 요소가 목적 달성을 위한 

하나의 패키지가 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음

평

가

방

법

○주로 수강자 대상 설문에 의존하고 

있음(일부 과정에서 시험 실시)

○설문지가 통일되지 

않음(국제과정에서는 공통 설문지를 

사용 중) 

○많은 과정에서 평가지표가 

명시되어있지 않음

○관습적으로 상황에 따라 Feedback을 

하고 있음

○센터 차원 및 팀 차원에서 공통성과 

특수성 관점에서 종합이 가능한 

평가체계(설문 포함)가 필요함

○과정 목적 달성의 의지와 구체성을 

강화하여, 과정특성과 평가 실현성을 

감안한 다변화 및 강화된(강사 설문, 

모니터링, 등) 실질적인 평가체계 

구축이 필요함

○공식화 된 Feedback 체계가 필요함

내

용

○설문관점이 다름

○Feedback

○좀 더 실질적이고 적극적인(전략 

목표 달성 등) 관점에서의 평가 필요

○의지적이고 지속적이며 실질적인 

Feedback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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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KAERI 강점기술 교육과정 개발

제 1 절 방사선장해방어 감독자과정 개선

   

1. 과정개요

   방사선장해방어 감독자과정은 1983년 연구원이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에 관한 연수기

관으로 지정된 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교육과정이다. 본 교육과정은 이론교육과 실

습교육을 통해 원자력이론, 방사선취급기술, 방사선장해방어, 관련 원자력안전법[4.1]에 

관한 전문지식을 전달하여 해당 분야의 직무능력 향상 및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시험 응

시를 위해 실무경력 1년을 인정하는 과정이다. 

   본 과정은 매년 300~400명이 방사선취급감독자 면허시험에 응시함에 따라 지속적인 

교육수요가 발생하는 과정이다. 특히 교육생이 분명한 목표의식과 함께 능동적 참여의

사를 지니고 입교함에 따라 본 과정에 대한 교육생의 기대치가 높은 과정으로서 연구원 

브랜드 교육과정으로의 발전 조건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최근 3년간의 과정운영 평가

결과[4.3-4.5]를 분석함으로써 교육생 중심의 목적지향적 교육과정으로 개선하고자 하였

다. 본 과정의 과정명, 목적 등은 아래와 같다.

  ○ 과 정 명 : 제57회 방사선장해방어감독자과정

  ○ 교육기간 : ’14. 6. 9 ~ 7. 18 (6주)

  ○ 대   상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18조[4.2]에 따라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를 취득

하고자 하거나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에 관한 실무경력 1년을 득하고자 

하는 자

  ○ 목   적 : 산업, 의료, 교육 등의 분야에서 방사선안전관리자 역할 수행을 위한 전문

가 양성

  ○ 수강생수 : 29명

2. 개선사항 도출

   최근 3년간(’11~’13) 과정운영 평가결과와 강의교안을 검토함으로써 본 과정의 개선

사항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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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과정운영 평가결과 검토

구 분 2011년(제54회) 2012년(제55회) 2013년(제56회)

교육생수 37 명 35 명 35 명

 1. 기대치 94 % 97 % 88 %

 2. 과정 만족도 81 % 48 % 50 %

 3. 교육내용 및 이해 55 % 35 % 48 %

 4. 현업 적용도 60 % 55 % 54 %

 5. 강사 만족도 89 % 55 % 53 %

 6. 교육환경 89 % 81 % 89 %

 7. 도움된 부분

방사선에 대한 이해

새로운 지식 습득

다양한 분야의 내용이해

방사선방호원리및계측기술

실습을 통한 이론 재정립

교육생간 정보교환

자료 및 인적 네트워크

질의/응답으로 의문점 해결

비전공자를 위한 이론교육

 8. 개선/보완(건의)

문제위주의 교육 필요

다양한 실습 필요

기초 수학시간 필요

시험위주의 교육

실무교육 강화

점심무료 제공

문제풀이 시간 확대

실무교육 강화

교육일정 조정

표 4.1 최근 3년간(’11~’13) 과정운영 평가결과

2.2 강의교안 검토

  ○ 과정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전문적인 내용 다수 포함

    - 범위 이탈 : RI 제조, 생산, 이용 내용 중 50% 이상

    - 지나친 전문성 : 중성자방사화분석, 방사선처리기술, 환경방사능 등

  ○ 다수의 교안이 영문으로 작성되어 교육생의 이해 어려움

    - 방사화학, 중성자방사화분석, 방사선처리기술, LSC 측정시험 등

  ○ 내용의 중복 및 누락

    - (중복) 교과목간 또는 방사선취급기술내 강사간의 내용중복 다수

    - (누락) 방사선계측 통계, 방사선폐기물 운반·보관·폐기, 방사선 구역관리 등

2.3 개선필요 사항

  ○ 교육과정의 높은 기대치에 부합하도록 교육내용, 강사, 현업 적용성 등에서 만족도 개선 

  ○ 면허시험 준비를 위한 강사별 교안개선 및 문제풀이 시간 강화

  ○ 교과내용의 중복 최소화 및 누락 방지

  ○ 실무관리자 양성과정의 목적에 부합하는 실무중심 교육과정으로 개편



- 58 -

3. 과정개선

3.1 교과과정 재구성 및 학습평가(문제풀이) 시간 전격 도입

  ○ 이론강의, 실험실습, 학습평가로 교과과정 재구성

구분 개편 전 개편 후 비고

이론강의 152 시간 123 시간
과정범위 이탈 및 과도한 

전문적 내용 폐지 및 축소

실험실습  41 시간  26 시간
과정범위 이탈 실험 폐지 및 

축소

학습평가 -  51 시간 신규도입

합계 193 시간 200 시간

표 4.2 개편 전‧ 후 과정의 구성

  ○ (주요 변경사항) 이론 및 실습

폐지 신설 비고

∙ 방사선물리 특강 (3시간)

∙ RI 농업적 이용 (3시간)

∙ 환경방사능 분석기술 (3시간)

∙ 표지화합물이론(2시간)/실습(1시간)

∙ 미적분학 기초 (3시간)

∙ 방사선장해방어 특강 (4시간)

  ○ (주요 변경사항) 학습평가 및 문제풀이

∙ (신규)조 배치고사 : 20문제

∙ (신규)연습문제 : 과목당 120문제 (4개 과목 총 480문제)

∙ (신규)모의고서 : 과목당 10문제 (4개 과목 총 40문제)

∙ (기존)수료평가 : 과목당 20문제 (4개 과목 총 80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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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조별활동 및 자율학습 도입

  ○ 자체 해결능력 향상과 정보공유를 위한 조별활동 도입

  ○ 정규시간 후 학습분위기 조성을 위한 자율학습 시행 권고

그림 4.1 조별활동

 

그림 4.2 자율학습

3.3 신규 강사 및 교과목 개설

교과목 시간 강사 소속
강사 및 교과목
만족도 (%)

비고

미적분학 기초 3 정해선 KAERI 76 신규강사/교과목

방사선장해방어 특강 4 정규환 KINS 92 신규강사/교과목

방사선방호원리 4 권정완 KINS 84 신규강사

3.4 과정평가용 설문지 개선

  ○ 신규 설문문항 도입 : 학습성취도, 강사별 강의, 교재, 학습방법 유효성

  ○ 기존 설문문항 보강 등 : 교과과정 및 강사 전반, 교육환경, 종합의견

설문내용 내용 개선사항

기본사항 수강목적 등 응답자 신상 신규

교과과정 전반 기대치, 교육 내용 및 목표, 시간 등 문항 보강

강사 전반 전문성 등 강사의 자질 개선 전과 동일

교육전후 학습성취도 과목별 학습성취도 신규

강사 및 강의내용 평가 강사별 강의 만족도 신규

단행본 교재 평가 과목별 교재 만족도 신규

학습방법 유효성 평가 집체교육, 실험실습, 학습평가, 조별활동 신규

교육환경 교육시설 및 운영자 개선 전과 동일

종합의견 개선점 및 건의사항 강사, 교재, 학습방법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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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결과 평가

   본 과정 개선의 결과를 표 4.3와 그림 4.3에 제시하였다. 특히 본 과정의 개선에서 목

표로 했던 학습성취도 측면에서 교육전 44 % 보다 교육후 72 %로 28 % 향상되었다. 이

는 과정의 만족도에 직결되므로 향후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85 % 이상 수준으로 학습성

취도를 향상할 필요가 있다. 한편 표 4.4에서 보듯이 모든 설문항목에서 최근 3년간 설문

평가 평균과 대비하여 전체적으로 과정에 대한 만족도가 개선되었다. 강사의 교육 전달

능력, 전문성, 강의내용의 적합성 등을 평가하는 항목에서 만족도가 70 % 이하인 강사가 

3인으로 나타나 강사의 교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단행본 교재의 만족도가 

82 %로 그리 높지 않음에 따라 이에 대한 개정을 필요로 하였다.

내용 설문 결과

기대치 

및

만족도

1.  기대치 90 %

2.  전체 만족도 81 %

3.  단행본 교재 82 %

4.  교육내용 및 이해 76 %

5.  현업 적용도 86 %

6.  과정실시 시기의 적절성 81 %

7.  학습방법 유효성 82 %

8.  교육환경 92 %

9.  강사 전반 85 %

10. 강사 및 강의내용 76 %

11. 학습성취도
교육 전 44 %

교육 후 72 %

12. 도움이 된(유익한) 부분

- 이론 및 실습을 통한 전문지식 습득 

- 특강 등 일부 과목 실무 및 시험에 매우 유익

- 학습평가 및 문제풀이

13. 개선 혹은 보완

- 시험일정을 고려해 교육시기 조정

- 원자력이론 등 일부 강의 보완

- 시험대비 교육내용 및 강사 보완, 숙박불편

표 4.3 방사선장해방어 감독자과정 개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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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방사선장해방어 감독자과정 개선결과

구 분 최근 3년 평균 (’11~’13) ’14년(제57회) 비고

교육생수 36 명 29 명

 1. 기대치 93 % 90 % 이전과 유사

 2. 과정 만족도 60 % 81 % 21 % 증

 3. 교육내용 및 이해 46 % 76 % 30 % 증

 4. 현업 적용도 56 % 86 % 30 % 증

 5. 강사 만족도 66 % 85 % 19 % 증

 6. 교육환경 86 % 92 %  6 % 증

표 4.4 최근 3년 설문평가 평균 대비 당해연도 과정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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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방사성동위원소이용 일반과정 개선

1. 과정개요

   방사성동위원소이용 일반과정은 1983년 연구원이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에 관한 연수

기관으로 지정된 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교육과정이다. 본 교육과정은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통해 원자력이론, 방사선취급기술, 방사선장해방어, 관련 원자력안전법[4.1]에 

관한 전문지식을 전달하여 해당 분야의 직무능력 향상 및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면

허시험 응시를 위해 실무경력 1년을 인정하는 과정이다. 

   본 과정은 매년 3,000~3,500명이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면허시험에 응시함에 따

라 지속적인 교육수요가 발생하는 과정이다. 특히 교육생이 분명한 목표의식과 함께 능

동적 참여의사를 지니고 입교함에 따라 본 과정에 대한 교육생의 기대치가 높은 과정으

로서 연구원 브랜드 교육과정으로의 발전 조건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최근 3년간의 과

정운영 평가결과[4.3-4.5]를 분석함으로써 교육생 중심의 목적지향적 교육과정으로 개선

하고자 하였다. 본 과정의 과정명, 목적 등은 아래와 같다.

  ○ 과 정 명 : 제76회 방사성동위원소이용 일반과정

  ○ 교육기간 : ’14. 10. 13 ~ 11. 7 (4주)

  ○ 대   상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18조[4.2]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를 취득하고자 하거나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에 관한 실무경력 1년을 득

하고자 하는 자

  ○ 목   적: 산업, 의료, 교육 등의 분야에서 방사선안전관리자 역할 또는 방사선안전관리 

직무수행을 위한 실무자 양성

  ○ 수강생수 : 17명

2. 개선사항 도출

   최근 3년간(’11~’13) 과정운영 평가결과와 강의교안을 검토함으로써 본 과정의 개선

사항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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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과정운영 평가결과 검토

구 분 2011년(제71회) 2012년(제72회) 2013년(제75회)

교육생수 31 명 44 명 40 명

 1. 기대치 85 % 98 % 84 %

 2. 과정 만족도 83 % 75 % 84 %

 3. 교육내용 및 이해 65 % 55 % 74 %

 4. 현업 적용도 87 % 86 % 77 %

 5. 강사 만족도 97 % 86 % 78 %

 6. 교육환경 100 % 94 % 87 %

 7. 도움된 부분

실습 및 견학

현업적용

연습문제

핵물리, 방사선계측 유익

실습 및 하나로 견학

다양한 자료 제공

기초지식 습득

핵물리, 방사선계측 유익

면허시험 정보 획득

 8. 개선/보완(건의)

교육범위 이탈

면허시험 중심으로 개선

문제풀이 확대

교육의 시기 조정

교재내용 개정

문제풀이 확대

기출문제 제공

강의자료 배포일정 조정

문제풀이 확대

표 4.5 최근 3년간(’11~’13) 과정운영 평가결과

2.2 강의교안 검토

   방사선장해방어 감독자과정에 나타난 문제점과 유사하게 기존 강의교안은 과정의 범

위를 벗어나거나(RI 제조, 생산, 이용 등) 지나치게 전문적인 내용을 상당부분 포함하였

다. 또한 교과목간 또는 동일 교과목 내에서도 강사간에 내용이 다수 중복되었으며, 방

사선계측 통계, 방사선폐기물 운반·보관·폐기, 방사선 구역관리 등의 분야는 내용이 누

락되어 있었다.

2.3 개선필요 사항

  ○ 교육과정의 높은 기대치에 부합하도록 교육내용, 강사, 현업 적용성 등에서 만족도 개선 

  ○ 면허시험 준비를 위한 강사별 교안개선 및 문제풀이 시간 강화

  ○ 교과내용의 중복 최소화 및 누락 방지

  ○ 실무관리자 양성과정의 목적에 부합하는 실무중심 교육과정으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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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정개선

3.1 교과과정 재구성 및 학습평가(문제풀이) 시간 전격 도입

  ○ 이론강의, 실험실습, 학습평가로 교과과정 재구성

구분 개편 전 개편 후 비고

이론강의 68 시간 61 시간
과정범위 이탈 및 과도한 
전문적 내용 폐지 및 축소

실험실습 27 시간 20 시간
과정범위 이탈 실험 폐지 및 
축소

학습평가  9시간 30 시간 신규도입

기타  3시간  3시간

합계 107 시간 114 시간

표 4.6 개편 전‧ 후 과정의 구성

  ○ (주요 변경사항) 이론 및 실습

폐지 신설 비고

∙ 섬광계수기 실습

∙ 방사선원분실 및 선원 손상사고 대

책 실습

∙ 방사선관리용 측정기기 실습

∙ 방사화학분석 실습

∙ 표지유기화합물 실습

∙ 방사선계측통계

∙ 원자력관계법령 실무

∙ (실습) 거리의 역자승법칙 및 

표면오염

∙ (실습) 감마선핵종분석

∙ (실습) 방사선안전보고서 작성

  ○ (주요 변경사항) 학습평가 및 문제풀이

∙ (신규)연습문제 : 과목당 120문제 (4개 과목 총 480문제)

∙ (신규)모의고서 : 과목당 10문제 (4개 과목 총 40문제)

∙ (기존)수료평가 : 과목당 20문제 (4개 과목 총 80문제)

3.2 조별활동 및 자율학습 도입

  ○ 자체 해결능력 향상과 정보공유를 위한 조별활동 도입

  ○ 정규시간 후 학습분위기 조성을 위한 자율학습 시행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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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신규 강사 및 교과목 개설

교과목 시간 강사 소속
강사 및 교과목
만족도 (%)

원자핵물리학 6 김태형 KAERI 87

방사선계측통계 2 이동훈 〃 86

외부피폭과 내부피폭 3 장기원 KINS 90

방사선안전취급(밀봉,발생장치) 2 박병현 KINS 87

방사선안전취급(비밀봉) 2 박윤환 KINS 90

거리의 역자승 법칙 및
표면오염 측정 실습

4 장인수 KAERI 90

원자력 관계 법령의 실무 적용 5 정경기 〃 87

방사성폐기물관리 3 홍대석 〃 89

방사선안전관리 실무 6 이윤종 〃 93

방사선안전보고서 작성 4 김현기 〃 90

4. 교육결과 평가

   본 과정 개선의 결과를 표 4.7과 그림 4.4에 제시하였다. 본 과정의 개선에서 목표로 

했던 학습성취도 측면에서 교육전 23 % 보다 교육후 63 %로 40 % 향상되었다. 이는 과

정의 만족도에 직결되므로 향후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85 % 이상 수준으로 학습성취도

를 향상할 필요가 있다. 한편 표 4.8에서 보듯이 모든 설문항목에서 최근 3년간 설문평가 

평균과 대비하여 전체적으로 과정에 대한 만족도가 개선되었다. 특히 교육생중심으로 

과정을 개선하고자 강의내용 개편과 이에 적합한 강사의 선정에 노력을 기울인 결과 강

사의 교육 전달능력, 전문성, 강의내용의 적합성 등을 평가하는 항목에서 모든 강사에 

대하여 85 % 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었다. 반면 단행본 교재의 만족도가 82 %로 

그리 높지 않음에 따라 이에 대한 개정을 필요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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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설문 결과

기대치 

및

만족도

1.  기대치 90 %

2.  전체 만족도 91 %

3.  단행본 교재 82 %

4.  교육내용 및 이해 81 %

5.  현업 적용도 92 %

6.  과정실시 시기의 적절성 92 %

7.  학습방법 유효성 89 %

8.  교육환경 92 %

9.  강사 전반 92 %

10. 강사 및 강의내용 90 %

11. 학습성취도
교육 전 23 %

교육 후 63 %

12. 도움이 된(유익한) 부분

- 문제풀이 및 체육활동

- 방사선장해방어 과정 유익

- 시설견학

13. 개선 혹은 보완
- 교육시간 추가 필요

- 조별활동 의무화

표 4.7 방사성동위원소이용 일반과정 개선결과

그림 4.4 방사성동위원소이용 일반과정 개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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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최근 3년 평균 (’11~’13) ’14년(제76회) 비고

교육생수 38 명 17 명

 1. 기대치 89 % 90 % 이전과 유사

 2. 과정 만족도 81 % 91 % 10 % 증

 3. 교육내용 및 이해 65 % 81 % 16 % 증

 4. 현업 적용도 83 % 92 %  9 % 증

 5. 강사 만족도 87 % 92 %  5 % 증

 6. 교육환경 94 % 92 %  2 % 감

표 4.8 최근 3년 설문평가 평균 대비 당해연도 과정 만족도

제 3 절 글로벌 비즈니즈 원자력 사업관리 특별강좌  
  

1. 개요

  ○ 목표 : 국내외 원자력 사업 확대에 따른 원내 사업책임자의 원자력 사업관리 능력 

함양

  ○ 대상 : 사업관리 개념을 요하는 부서의 부서장 및 실무담당자, 관련 과제책임자

  ○ 일시/장소 : ’14. 6. 18~19 (2일) / 장소 : KAERI 연수원동 2층 계단강의실

2. 강좌구성

강좌명 시간(hrs) 주요내용

원자력 사업관리 Ⅰ 1.5

◦경제적 의사결정

◦화폐의 시간적 가치 및 자본비용

◦사업관리 프로세스(Plan–Do–See)
◦Pre-project 단계 사업관리

◦원전건설사업 계약관리

원자력 사업관리 Ⅱ 1.5

◦사업타당성 조사 (Feasibility Study)

◦사업관리 (Project Control)

  - Project Numbering

  - Schedule Control 

  - Procurement Control

  - Cost Control

  - Document Control

  - Quality Control (QA, QC, QS, QE)

국내외 원자력 비즈니스 사례 1.5
◦국내 원자력 사업관리 경험과 사례

◦해외 원자력 진출 사업관리 경험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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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결과 평가

  ○ 설문평가 결과 (5점 척도 평가)  

    - 과정 전반에 대한 평균 만족도 : 4.0 ⇒ 수강대상에 맞춘 강좌기획

   ※  본 과정에서 습득한 지식 및 기술이 현업적용에 유익함

  ○ 교육전후 학습 성취도 : 1.5 포인트 향상(2.5 → 4.0)

    - 강의주제 및 강사 평균 만족도 : 4.2 ⇒ 주제 및 강사선정 적합

    - 강사의 자질, 전문성, 현업 적용성, 강의내용 측면에서 강사별 큰 편차 없이 높은 

만족도

  ○ 개선점 위주의 종합의견

    - 각 분야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심화 또는 전문강좌 개설 필요

      • 실무자급 강사를 통한 보다 실무적인 내용 제공

      • 시스템 엔지니어링에 대한 전문강좌 개설

  ○ 교육운영자 의견

    - 전문성과 실무능력을 갖춘 강사진 편성으로 활발한 질의 • 답변

    - 강사와 수강자 간의 접촉 채널 제공

    - 관련 연구부서의 사업관리 이해 필요

4. 향후계획

  ○ 수요조사에 기반한 원자력 사업관리 일반과정과 심화과정 운영 모색

    - 필요 시 본 강좌 설문대상자와 인터뷰 실시

  ○ 원내외 사업관리자 대상 전문강좌(3~4일 교육과정)로 발전적 운영

◦원전 국제경쟁력 확보

전략물자 통제 1.0 ◦전략물자 통제 국제체계 및 국가체계

계약관리 및 리스크관리 1.5

◦법률적 리스크의 개념과 방비

◦사업 입찰 및 계약협상 전략

◦EPC 계약의 주요 이슈(UAE, OL4 계약 중심)

◦분쟁의 대비 및 해결

해외 원전사업 금융조달 1.5

◦금융관리에서 원전사업의 특수성

◦원전금융 조달의 제약요인

◦원전금융 재원조달 방안

원전사업 인허가 관리 1.5

◦법규, 규제체계 및 허가

◦건설/운영 허가 신청서류 작성 및 심사

◦허가조건 사항 및 인허가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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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원자력이해증진 교육과정 개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 안전 및 방사선 이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원

자력 이해증진 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다시 한 번 강조되었다. 원자력 현안을 근본적으

로 해결할 수 있는 기술적 수단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이와 함께 원자력에 대한 

대중사회의 이해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원자력 이해증진교육을 적

용한 프로그램 시스템 접근기반 교육방법(SAT)의 개발을 통해 교사 및 학생대상 교육과

정을 개발하여 운영하였다. 원자력 이해증진 교육개발의 최종 목표는 아래의 표 4.9과 

같다.

1. 교사대상 원자력이해증진 과정

1.1 교육수요 분석 및 설계

   교사 직무연수의 교육수요를 파악하고, 교육과정의 기본 운영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2013년 7월부터 현직교사 및 전문가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원자력 및 에너지와 

관련된 현 이슈와 방사선과 관련된 안전 이슈에 관심이 많았고, 실험 및 체험 위주의 

현장 적용도가 높은 교육을 필요로 함을 알 수 있었다. 교육프로그램 체계 개발 회의를 

세부연구목표 주요연구개발 내용

교육대상 

수요분석

○ 원자력 교육현황 조사

○ 학생대상 설문조사 및 분석 

○ 현직교사 및 전문가 인터뷰

이해증진 교육프로그램 

설계

○ 교육과정 기본 운영전략 수립

○ 원자력 이해증진 교육프로그램 체계 개발

○ 교육과정 평가 계획 수립

이해증진 교육프로그램 

개발

○ 교사대상 직무연수과정 개발

○ 학생대상 원자력 탐구교실 개발

○ 학습자료 및 평가도구 개발
기준 교육프로그램 

시범운영

○ 교사대상 직무연수과정 운영

○ 학생대상 원자력 탐구교실 운영

이해증진 교육프로그램 

평가

○ 교사대상 직무연수과정 평가를 통한개선사항 도출

○ 원자력 인식 및 지식 사전사후 분석

○ 교육프로그램 개선방안 제시

실무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 교사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성

○ 현직교사 간담회 및 전문가회의 개최

○ 평가회의를 통해 운영결과 점검 및 개선사항 도출

표 4.9 원자력 이해증진 교육개발 최종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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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쳐 교사 직무연수 과정의 목적과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교육의 목적: 최근 사회적 관심이 되고 있는 원자력 및 방사선 이슈에 대한 교사

의 이해증진과 학생들의 올바른 원자력 지식함양을 위한 융합교육 방안 모색

  ○ 교육 목표: 원자력 인식 및 관심의 긍정적인 향상과 원자력 지식의 향상

   교육과정은 원자력 및 방사선의 이해, 인식 및 지식의 증대를 위한 실험과 견학, 현

장 교육활용도 증가를 위한 STEAM 활동으로 나누어 다음의 표 4.10와 같이 구성하였다. 

분류 강좌명 시수 주요내용

강의

에너지와 생활 1.0
○ 에너지 일반 및 우리나라 원자력 현황

○ 세계의 에너지 현황과 전망

원자력발전 이해하기 1.0
○ 전력발생의 원리

○ 핵분열반응과 원자로, 발전용 원자로 이해

원자력 및 방사선에 

대한 의문풀기
2.0

○ 방사선조사식품과 방사능오염식품

○ 방사선 피폭과 인체장해

○ 원자력발전의 이익과 손해

생활속 방사선 이야기 1.0

○ 방사능과 방사선의 발견, 정의, 특성

○ 자연방사선 피폭량 및 피폭원

○ 방사선의 의료, 산업, 연구 이용

실험 

및 

체험

원자력과 방사선탐험

(국립중앙과학관 견학)
3.0

○ 방사선의 위해도, 방사선량률 지도 그리기

○ 국립중앙과학관 탐방

실험을 통한 방사선이해 2.0

○ 방사선 검출기 사용법

○ 방사선의 종류별 물질 투과력, 감쇠

○ 안개상자를 이용한 알파입자의 궤적 관찰

가상원자력체험 2.0 ○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원자력 운전 체험

HANARO 및 

원자력 체험관 견학
3.0 ○ HANARO, 원자력 체험관 견학

STEAM

STEAM의 이해 2.0
○ STEAM 교육 개념 및 국내 추진현황의 이해

○ STEAM 프로그램 체험

STEAM Workshop Ⅰ 2.0
○ 방사선 동아리 조직 및 활동

○ 원자력 융합 실험 실습

STEAM Workshop Ⅱ 4.0
○ 교육용 토론 수업의 이해

○ 토론 수업을 통한 원자력 발전 인식 변화

연수활용방안 탐구 2.0 ○ 연수활용방안 발표 및 논의

표 4.10 교사대상 직무연수 교육과정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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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교육과정 개발

   원자력이해증진 교사 직무연수는 STEAM 융합교육방법론을 도입하여 기존 교육과의 

차별화를 시도하며 이론중심 교육에서 현장실무 중심 교육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였다. 

또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우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한 교육과정으로 재구성하여 교육의 

효과를 제고하고, 실험 실습 등 참여형 강의의 비율을 높여 참가생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였다. 

   교사대상 원자력 직무연수과정은 총 4일 과정 25시간으로 구성하였으며, 이론 및 강

의 7시간, 실험 • 실습 12시간, 견학 6시간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STEAM workshop을 8

시간 편성하여 현장에서 가장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융합교육의 예를 제시하고, 함께 실

습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직무연수 참가생의 자격은 “전국 초‧ 중‧ 고교 교원으로, 과학, 기술가정 교과교사 및 

과학 동아리 지도교사 24명”으로 정하였다. 본 과정은 이해증진 기준교육과정으로 다양

한 학년을 지도하고 있는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소속 학교에 구분을 두지 않았으나 

교육현장에서 원자력과 에너지에 대해 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될 과학교사와 기술

가정 교과교사, 과학 동아리 지도교사를 우선 선발함으로써 교육의 효과성을 증대시키

고자 하였다. 또한 참여형 강좌와 실습강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참여인원을 24인으

로 제한하였다. 

   강사는 원자력 전문가 5인, STEAM 전문가 1인, 현직교사 2인, 견학시설 관계자 2인

으로 구성하였다. 강의 내용의 전문성, 현업 적용성 등을 고려하여 강의를 의뢰하였고, 

강사회의를 통해 교육과정의 취지와 목표를 공유하고, 세부 강의내용을 조율하였으며 

기타 강의 진행과 관련된 의견을 수렴하였다.

   교사대상 원자력 직무연수과정의 평가도구는 강의 및 강사평가, 학습성취도 평가(원

자력 인식 및 지식 사전사후 평가), 강의전반에 대한 평가로 세 분야로 나누어 개발하였다. 

   강의 및 강사평가는 교육 참가생으로부터 본 과정에 대한 피드백을 얻기 위해 교육

과정의 종료 시점에 강사의 전문성 및 강의력, 현업적용도, 강의추천의향 등 강사 당 각 

5개 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형으로 질문하였으며, 연수 참가목적 및 기타의견은 기술형

으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4일 과정동안 총 44문항의 리커트 척도형 응답과 14문항의 기

술형 응답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원자력 인식 및 지식 사전사후 평가는 교육의 전후에 원자력 인식, 지식의 변화를 

비교하며, 교육과정의 성취도 평가를 위해 원자력 인식관련 16문항과 원자력지식의 사

전사후 평가문항을 총 1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동일문항으로 과정 전후에 평가를 실시

하여 그 차이를 비교하였다.

   강의 전반평가는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평가를 위해 과정기대, 과정만족도 등 총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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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문항을 리커트형 5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기타의견은 서술식 문항으로 유익

한 점과 개선점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1.3 교육과정 운영

   교사대상 원자력 이해증진 교육 과정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 과정명 

   원자력 STEAM 교육을 위한 교사 직무연수

   ※  대전광역시교육청의 2014년 특수분야연수기관 지정승인(대전-교학-2014- 11)에 의

거한 직무연수

  ○ 과정목적  

   최근 사회적 관심이 되고 있는 원자력 이슈에 대한 교사의 이해 증진과 학생들의 올

바른 원자력 지식함양을 위한 융합 교육방안을 모색함

  ○ 참가대상

   전국 초‧ 중‧ 고교 교원으로, 과학, 기술가정 교과교사 및 과학 동아리 지도교사 24명

  ○ 연수기간 및 장소 

    - 일시 : 2014. 8. 11(월) ~ 8. 14(금) (4일, 총 25시간)

    - 장소 : 한국원자력연구원 연수원동 3층 제 3강의실

  ○ 연수인증 : 22시간 이상 출석 시 이수 인정 

 (1) 교육 참가자

   교사대상 원자력 직무연수과정은 24명 모집인원에 78명 지원하였으며, 3.25:1의 경쟁

률을 보였다. 참가안내서에 명시한대로 과학교사, 기술‧ 가정 교과교사를 우선 선정하였

으며 학년, 지역을 고려하여 총 24명을 선발하였고, 23명이 최종 수료하였다. 교육참가자 

명단은 표 4.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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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이 름 소 속 지 역 지도교과

1 강지혜 삼성고등학교 충남 물리학

2 권영태 상원초등학교 경기 초등교육

3 권태영 기장고등학교 부산 한문

4 김관철 학산고등학교 전북 상업/기술가정

5 김미애 조치원여중 세종 물리

6 김수현 광판중학교 강원 과학 

7 김지명 백양중학교 전남 기술가정

8 노영효 중화중학교 서울 과학 

9 박선희 대월중학교 경기 기술

10 박원연 동촌중학교 대구 물리/과학

11 박혜정 순천삼산초등학교 전남 초등(과학)

12 심진희 대남초등학교 부산 초등교육

13 윤명희 의랑초등학교 세종 초등(과학) 

14 윤청희 고대부고등학교 서울 화학

15 이대호 삼광초등학교 부산 영어

16 정근원 성일고등학교 전북 과학 

17 정재성 만호초등학교 광주 초등교육

18 정지호 오산중학교 경기 과학 

19 조은설 보성남초등학교 전남 초등교육

20 주장수 하남초등학교 부산 초등교육

21 차영미 신태인중학교 전북 과학 

22 최용운 동광양중학교 전남 기술

23 한수현 연서초등학교 부산 초등교육

24 홍범식 당감초등학교 부산 영어/도덕

표 4.11 교사대상 직무연수 참여교사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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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교사대상 직무연수 단체 사진

그림 4.6 교사대상 직무연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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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교육과정 평가

 (1) 원자력 인식 사전사후 평가

   원자력 인식관련 16문항의 사전, 사후 값을 비교해본 결과 전체 문항이 교육과정 시

작 전 ‘3.55+0.64’이었으나, 교육과정 이수 후 ‘4.08+0.54’로 교육 참가생의 원자력 인식은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다. 관심 부분의 ‘나는 에너지 문제에 관심이 있다(4.43/4.7)’와 ‘나

는 환경보존에 관심이 있다(4.39/4.7)’ 문항이 가장 높았고, 수용성 부분의 ‘내가 사는 지

역에 원자력발전소가 건설되는 것에 동의한다(2.48/2.91)’,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주변에 

사는 것은 위험하다(2.7/3.35)’ 문항이 가장 낮았다. 문항별로는 신뢰성, 안전성, 유용성 

항목에서의 향상정도가 컸다(평균 3.13점 → 3.97점). 결과에 따라서 본 과정의 참여가 

원자력 인식 증가에 효과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4.7 교사대상 직무연수 원자력 인식 사전사후 평가  

 (2) 원자력 지식 사전사후 평가 

   원자력 지식 평가는 총 18문항으로 원자력과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의 습득과 이해에 

대해 동일 문항으로 과정 전후에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균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

하면 과정 참여 전 정답률이 67.95+0.75 과정 종료 후 정답률이 91.3+0.75점으로 크게 향

상되었다. 특히 과정 과정참여 전 정답을 모르겠다의 비율이 14.25%에서 0.97%로 크게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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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교사대상 직무연수 원자력 지식 사전사후 평가 결과값

 (3) 강의내용 및 강사평가 결과

   교육 참가생으로부터 본 과정에 대한 피드백을 얻기 위해 교육과정의 종료 시점에 

과정의 유효성, 강의별 교육생의 지식 및 흥미, 강의 및 실습과정, 현장견학의 만족도, 

교육시설 및 편의시설에 대한 만족도 등에 대한 설문을 수행하였다. 설문의 주요 결과

는 다음과 같다. 

  ○ 연수 참가 목적(중복응답)

    본 과정에 참가한 교육생의 연수 참가 주요 목적을 확인하고, 향후 교육과정 개발

에 반영하고자 연수 참가 목적을 기술하도록 하였다. 응답 분석 결과 원자력에 대

한 이해증진 및 인식제고가 8명으로 가장 많았고, 2명이 원자력 안전성을 함께 언급

하였다. 또한 STEAM 교육과 관련된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 4명이 참가하였으며, 

현업의 직무능력향상 및 수업에의 활용을 위해 5명이 참가하였다. 교육 참가자들이 

현업에의 원자력 교육 적용과 원자력에 대한 이해증진에 관심을 갖고, 참가한 것으

로 확인되었다.  

  ○ 과정의 유용성(4개 문항)

    전반적으로 강의 내용 및 강사평가에 대한 평점이 높아 양적 분석으로는 문항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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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인 비교에 의미가 없었다. 반면 과정 종료 후 참가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보

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피드백을 얻을 수 있었다. 향후 교육과정 평가문항 개발 

시 보다 구체적인 문항이 추가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 강사 및 강의내용의 만족도(5개 문항)

    강사평가는 각 강사별로 강의 전달력, 전문성 보유여부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강사

의 전달력은 평균 4.55+0.25점으로 높은 편이지만 교육과정 진행자가 참관해본 결과 

참가생들과의 소통이 활발한 강사일수록 상대적으로 평가 점수가 높았다. 강사의 

전문성 보유여부는 4.75+0.19로 전반적으로 모든 강사에 대한 평가가 높았다. 강사 

선정 시 전문성 및 교수능력에 집중하여 커뮤니케이션, 소통 능력에 대해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강의내용은 강의주제와 내용의 일치도(4.64), 과정내용 만족도(4.50), 이해하기 쉬운 

구성(4.10) 순으로 강의내용이 이해하기 어려웠다는 의견이 있었다. 강의 내용의 이

해도는 향후 교육과정에서 보다 세밀한 평가기준을 요하며, 교육과정참가자의 이해

수준을 사전에 고려하여 선정해야함을 확인하였다.

  ○ 교육시설 등 기타 만족도(2개 문항)

    교육 참가자들은 강의실 및 연수시설에 매우 만족하였으며, 교육진행자의 서비스에 

만족하였다. 인터뷰 결과 HANARO 출입이 번거롭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 방문한 

것에 비해 직접 견학하지 못해 아쉬워한 참가자들이 있었고, 반면 그렇기 때문에 

흥미로운 경험이었다는 의견도 있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본 과정의 연수시간 및 일

정의 편성에 대해 연수시간이 조금 더 길고 심화과정이 있었으면 하는 의견과 조금 

더 짧고 포커싱된 교육이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이를 통해 연수시간 

및 일정의 조정이 필요하며, 연수 목적 및 목표에 따른 참가자 선정에 더욱 신중해

야 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연수 인정학점 기준으로 15시간 이내(1학점), 혹은 30시간

(2학점)으로 연수일정 구성하여 참가자들의 선호를 고려하고, 연수기간을 고려할 때 

다양한 지식의 전달보다는 연수목적을 보다 구체화하여 목적에 충실한 교육과정을 

설계해야 함을 확인하였다. 

2. 학생대상 원자력이해증진 과정

2.1 교육수요 분석 및 설계

   학생 대상 원자력 이해증진 교육 수요조사를 위해 2014년 3월, 3주에 거쳐 전국 4개 

도시의 1,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현재 학생들의 원

자력 인식 및 지식의 수준과 원자력 교육수요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학년이 증가할수

록 원자력의 필요성과 효율성은 높게 인식하였지만 안전성은 낮게 인식했고, 원자력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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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력에 대한 신뢰는 높지만, 정책과 기관에 대한 신뢰는 낮았다. 원자력 지식점수는 학

년(나이)이 증가할수록 모든 항목에서 높아졌고, 방사선 지식이 원자력 원리나 발전 및 

이용지식보다 월등히 높았다. 전체적으로 질문에 ‘모르겠다’고 답한 비중이 높았다. 특히 

초등학생의 ‘모르겠다’의 비중이 고등학생(23.9%)에; 비해 매우 높았다(43.2%). 교육수요 

부분에서는 초 • 중 • 고생 모두 사회적 이슈에 대한 교육수요가 가장 높았다. 후쿠시마 

사고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 북한의 핵무기와 우리의 안전 그 다음으로 방사선 특

성 및 이용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 교육방법에 대한 수요는 초 • 중 • 고등학생 모두 게

임을 이용하거나 퀴즈를 이용한 놀이식 교육수요가 가장 높았으며, 문항 개별적으로는 

견학을 통한 현장체험(3.86), 실험을 통한 원리의 이해(3.66), 게임을 통한 내용 이해

(3.66), 순으로 나타났다. 전 학년에서 토론식 강의(2.76)과 명사초청강의(2.90)의 수요가 

낮았다. 

   설문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학생대상 원자력 이해증진 교육의 목적과 목표

를 설정하였고, 아래의 표 4.12와 같이 교육과정을 구성하였다. 

  ○ 교육의 목적: 체험 및 실험을 통한 원자력 및 방사선에 대한 올바른 이해 증진

  ○ 교육 목표: 원자력 인식도(관심)의 긍정적인 향상

2.2 교육과정 개발

   학생대상 원자력 탐구교실은 실험 및 체험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재구성하여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원자력에 대한 관심을 증진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한국원자

력연구원만의 우수한 인프라를 적극 활용한 실험실 체험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원자력 

진로를 탐구하고, 이공계 진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자 하였다. 

   학생대상 원자력 탐구교실은 1일 과정 6시간으로 구성하였으며, 이론 및 강의 0.5시

간, 실험 • 실습 5시간, 평가 및 수료 0.5시간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초전도체 실험실 체

분류 강좌명 시수 주요내용

강의 에너지와 원자력 1.0

○ 에너지 일반 및 우리나라 원자력 현황

○ 세계의 에너지 현황과 전망

○ 우리나라 에너지 활용과 전망

체험 

및

견학

방사선측정 실습과 

생활방사선
2.0

○ 방사선 측정 기초 실습

○ 주변 방사선 측정
노벨상을 다섯 번 수상한 

초전도 현상의 체험
1.0

○ 초전도 현상의 이해 및 체험

○ 초전도 현상 기초 실험

원자력 로봇연구실 체험 1.0
○ 원자력 로봇 체험

○ 원자력 로봇 이용 분야 탐구

표 4.12 학생대상 원자력 탐구교실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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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및 원자력 로봇연구실 체험을 2시간 편성하여 원자력의 다양한 응용 연구 분야를 이

해하고, 진로 탐구를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원자력 탐구교실 교육 참가생의 자격은 “대전시 중학교 소속 학생으로 과학, 원자력 

동아리 및 영재학생 20명”으로 정하였다. 본 과정은 정규 교육과정 중에 운영하는데 무

리가 없는 범위에서 시범과정으로 시행하고자 하였으며 이공계 진로선택에 도움이 되고

자 과학에 흥미를 느끼는 학생 및 학교를 우선 선발함으로써 교육의 효과성을 보다 증

대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참여형 강좌와 실습강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참여인원을 

20인으로 제한하였다. 

   본 교육과정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강의로 강의 내용의 전문성 뿐 아니라 커뮤니

케이션 능력, 체험중심의 강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원자력 전문가 4인에 강의를 의뢰

하였고, 강사회의를 통해 교육과정의 취지와 목표를 공유하고, 세부 강의내용을 조율하

였으며 기타 강의 진행과 관련된 의견을 수렴하였다.

   원자력 탐구교실의 평가도구는 강의 및 강사평가, 원자력 인식 사전사후 평가, 강의

전반에 대한 평가로 세 분야로 나누어 개발하였다. 강의 및 강사평가는 교육 참가 학생

으로부터 본 과정에 대한 피드백을 얻기 위해 교육과정의 종료 시점에 강사의 전문성 

및 강의력, 현업적용도, 강의추천의향 등 강사 당 각 5개 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형으로 

질문하였으며, 기타 개선 의견은 기술형으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총 26문항의 리커트 척

도형 응답과 2 문항의 기술형 응답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원자력 인식 조사는 원자력 인식과 관련된 16문항을 동일문항으로 과정 전후에 평가

를 실시하여 그 차이를 비교하였다. 강의 전반평가는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평가를 위

해 과정기대, 과정만족도 등 총 11개 문항을 리커트형 5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기타의견은 서술식 문항으로 유익한 점과 개선점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2.3 교육과정 운영

   학생대상 원자력 탐구교실 교육 과정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 과정명 

    청소년 원자력 탐구교실, 아톰스쿨 1기

  ○ 과정목적

    체험 및 실험을 통해 원자력 및 방사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증진시킴

  ○ 참가대상: 대전 둔원중학교, 과학영재반 20명

  ○ 연수기간 및 장소 

    - 일시 : 2014. 10. 7(화) (1일, 총 6시간)

    - 장소 : 한국원자력연구원 연수원동 3층 제 4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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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육 참가자

   원자력 탐구교실은 1개교(20명) 모집에 총 00개교에서 지원하였다. 참가안내서에 명

시한대로 과학 및 원자력 동아리 우선선발 조건에 의해 대전 둔원중학교 1학년 과학영

재반 학생 총 20명을 선정하였고, 전원이 최종수료 하였다. 교육참가자 명단은 아래의 

표 4.13와 같다.

그림 4.9 학생대상 원자력 탐구교실 사진

순번 성명 학년 소속 순번 성명 학년 소속

1 박상빈 1학년 둔원중학교 11 서윤제 1학년 둔원중학교

2 이유빈 1학년 둔원중학교 12 김웅기 1학년 둔원중학교

3 최종국 1학년 둔원중학교 13 신준하 1학년 둔원중학교

4 김영준 1학년 둔원중학교 14 김지민 1학년 둔원중학교

5 김장훈 1학년 둔원중학교 15 유가현 1학년 둔원중학교

6 김준석 1학년 둔원중학교 16 유규리 1학년 둔원중학교

7 안치완 1학년 둔원중학교 17 이상은 1학년 둔원중학교

8 임근영 1학년 둔원중학교 18 박채연 1학년 둔원중학교

9 전성은 1학년 둔원중학교 19 최윤경 1학년 둔원중학교

10 김석현 1학년 둔원중학교 20 양혜원 1학년 둔원중학교

표 4.13 학생대상 원자력 탐구교실 참가학생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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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교육과정 평가

 (1) 원자력 인식 사전사후 평가

   원자력 인식관련 문항의 사전, 사후값을 비교해본 결과 교육과정 시작 전‘3.28+0.54’

이었으나, 교육과정 이수 후‘3.89+0.42’로 교육 참가생의 원자력 인식이 전반적으로 향상

되었다. 원자력 및 방사선 기술력과 관련된 문항의 인식이 가장 높았고, 위험성 문항이 

가장 낮았다. 원전기관신뢰, 원자력 발전소 추가 건설과 관련된 6개 문항의 인식도가 크

게 상승하였다(평균 2.90점→ 3.72점). 안전성 항목은 사전(2.47)과 사후(3.3) 결과값의 차

이가 0.83으로 크게 상승하였지만, 유용성(4.12), 신뢰성(4.15)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

은 인식수준을 나타냈다. 인식도 조사 결과에 따라 본 탐구교실의 참가 경험이 원자력 

인식 증가에 효과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강의내용 및 강사평가 결과

   교육 참가생으로부터 본 과정에 대한 피드백을 얻기 위해 교육과정의 종료 시점에 

과정의 유용성, 교육내용 및 강사, 교육환경, 종합의견으로 나누어 설문을 수행하였다. 

문항 유형별로는 리커트형 11문항, 기술형 2문항, 총 13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설문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과정의 유용성(4개 문항)

    전반적으로 강의 내용 및 강사평가에 대한 평점이 높아 양적 분석으로는 문항별 상

대적인 비교에 의미가 없었다. 이는 향후 교육과정 평가문항 개발 시 보다 구체적

인 문항이 추가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 강사 및 강의내용의 만족도(5개 문항)

    강사평가는 각 강사별로 강의 전달력, 전문성 보유여부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강사

의 전달력은 평균 4.66+0.08점으로 높은 편이었다. 교육과정 진행자가 참관해본 결

과 강의의 경우 실험을 가미하여 참가학생의 주의를 집중시키거나 흥미를 유발 할 

수 있는 보조 자료를 활용한 강좌의 경우 상대적으로 평가 점수가 높았다. 강사의 

전문성 보유여부는 4.63+0.01로 전반적으로 모든 강사에 대한 평가가 높았다. 과목

별로는 ‘노벨상을 다섯 번 수상한 초전도 현상의 체험(김찬중)’, ‘방사선측정 실습과 

생활방사선(김현기)’ 과목이 4.74점으로 높게 평가되었다. 청소년 탐구교실의 강사 

선정 시 전문성 및 교수능력 만큼 커뮤니케이션, 소통 능력에 대해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강의내용은 과정내용 흥미도(4.80), 강의주제와 내용의 일치도(4.64), 이해하기 쉬운 

구성(4.40) 순으로 나타났다. 강의내용의 이해도는 향후 교육과정에서 보다 세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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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을 요하며, 교육과정 참가자의 이해수준을 사전에 고려하여 선정해야함을 

확인하였다.

  ○ 교육시설 등 기타 만족도(2개 문항)

    교육 참가 학생들은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는 강의실 등 연수시설(4.8), 교육진행자의 

서비스(4.85)를 높게 평가했다. 종합 기술형 의견에서는 방사능에 대한 정보 및 방사

선 측정실습이 유익하고, 재미있었다는 의견이 1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초전도 현

상의 체험이 신기하고, 유익했다(5건)는 의견, 원자력에 대한 새로운 지식과 안전함

을 알게 되었다(각 1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연수시간 및 일정의 조정이 필

요하며, 연수 목적 및 목표에 따른 참가자 선정에 더욱 신중해야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연수 인정학점 기준으로 15시간 이내(1학점), 혹은 30시간(2학점)으로 연수일정 

구성하여 참가자들의 선호를 고려하고, 연수기간을 고려할 때 다양한 지식의 전달

보다 연수목적을 보다 구체화하여 목적에 충실한 교육과정을 설계해야 함을 확인하

였다. 

그림 4.10 학생대상 원자력 탐구교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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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e-learning 교육체계 구축 및 확산

제 1 절 웹기반 국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1. KAERI-NWU 원자력정책 석사과정 시범 교육

1.1 배경

  ○ 남아공은 2000년 이래로 전력생산 및 소비량은 연간 25%씩 증가하였음. 최근 원자

력의 비중확대를 현재 5%에서 2030년에는 25%까지 늘리는 통합전력수급계획안을 

수립하였음 [5.4].

  ○ 이에 따라 남아공은 2010년경부터 한국과의 다양한 분야에서 원자력공동연구를 진

행하였으며, 우리센터와 원자력정책석사과정 이러닝 콘텐츠 공동개발하고 시범교

육을 실시를 준비하여 왔음.

  ○ 올해 8월부터 공동개발된 원자력정책석사과정 원자력기술 분야의 이러닝 콘텐츠를 

활용하여 남아공 대학생, 전문가를 대상으로 사이버러닝을 실시하였음.

1.2 과정개요

  ○ 과정명 : KAERI-NWU Pilot e-Learning Course on Nuclear Energy for Nuclear 

Policy of the Post-Graduate Course  

  ○ 목적

     - 원자력 관련 전문가의 원자력정책 실무 습득 

     - 원자력정책과정(원자력기술) 시범 교육 실시를 통한 문제점 발견 및 보완 

  ○ 일시 및 장소

     - 일시: 2014. 07. 01 ~ 10.31 (4개월간)

     - 장소: NWU efundi 웹사이트 (http://efundi.nwu.ac.za)

1.3 교육 참가자 및 강사진 

  ○ 대상

     - NWU 원자력과 이러닝 담당자, 원자력 전공자, 전력회사 직원

  ○ 참가 자격 및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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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정책 분야에 종사하거나, 학위과정에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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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가생 수 및 구성 : 10인 ([표 5.1] 참조)

     - 외국인 이러닝 전문가 및 학생 : 약 10인

  ○ 강사진 : 국내전문가 12인([표 5.2] 참조) 

1.4 교육 프로그램 

  ○ 특성 :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Technology)를 활용하는 이러닝 위주

로 구성하며 kick-off meeting은 실시간화상회의 활용([그림 5.1] 참조)

1.5 과정 운영 결과

  ○ 교육 훈련 패러다임의 ICT 활용도 증가에 따른 운영 능력 확대

     - 학습관리시스템 도입한 원격교육 경험 축적

     - 국가간 실시간 화상 회의 활용한 이러닝 교육 경험 know-how 습득

  ○ 국제 원자력정책전문가과정의 표준화된 일반교육 모듈로 직접 활용

     - 원자력 기술 및 선행·후행 핵주기 기술 등

  ○ 본 교육모델을 원자력기술 등의 교육과정으로 확대 적용함으로써 ICT 활용한 교육훈련 

전반의 국제화 • 표준화 도모

     - 이러닝 교재 표준화, 교육과정 품질관리, 평가기법의 확대 적용

Initials Business Unit Email

AJ Klerkscale antiniej.botha@gmail.com

KFJ SPX jeffrey.chan@spx.com

PD Group Five pcoleman@qroupfive.co.za

S Group Five sjhunt@groupfive.co.za

AJ andrew.mostert98@gmail.com

HM Sasol hmrasebopye@gmail.com

M NWU 10216376@nwu.ac.za

RW Klerkscale robert@klerkscale.co.za

JP superserong@hotmail.com

PH Klerkscale phzietsman@gmail.com

표 5.1 참가생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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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강의시간) 강사

I. Introduction 

to Nuclear 

power 

1. Atomic and Nuclear Physics(2)
김교윤

2. Radiation Physics and Environment(2)

3. Reactor Physics(3) 지성균 

4. Heat Generation and Transport(1) 권혁

II. Nuclear 

Power Plant 

Technology

1. Principles of Power Generation(1)

이두정 

2. Nuclear Power Reactor Characteristics(1)

3. Thermodynamics of Nuclear Power Plants(2)

4. Nuclear Power Plant Systems(2)

5. Advanced Nuclear Energy Systems(2)

Ⅲ. Small and 

Medium 

Reactor (SMR) 

Technology

1. Introduction to SMR(1) 김긍구

2. Integral Pressurized Water Reactors (iPWR) (1)

- Overview of iPWR 박근배

- Case study - Standard Design of SMART(1)

- Case study - Technology Validation Program of 

SMART(1)
이원재

3. High Temperature Gas Cooled Reactor (HTGR) (2) 장종화

4. Fast-neutron Reactor(2) 김영인

IV. Nuclear 

Fuels and Fuel 

Cycle 

1. Introduction of the Fuel Cycle Activities(1)

김시환2. Front End of the Fuel Cycle(1)

3. In-Core Fuel Management(1)

4. Back End of the Fuel Cycle(3) 최종원

5. Fuel Cycle Economics(2) 이만기

표 5.2 강사단 및 강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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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KAERI-NWU kick-off meeting  

시간 Short course 학습 일정 비고

1주 월 kick-off meeting (30분) ○ 총40시간 학습

  - 이러닝 강의 8시간

  - self-study 30시간

○ 이러닝 강의자료: 8 hours  

pre-recorded video 

material, study guide and 

other recourses

  - Electronic e-learning via 

eFundi

  - Video recording from 

presenter

  - Course outline in pdf 

format

  - PPT material with slide 

notes
  

○ Self-study: 30시간 

  - Week 1-4

  - Assignment 부여

  - 8 hours per week 

(Kick-off, assessment 시간 

제외)

1주 화 Self study 시작 : 1st Assignment 

1주 수

1주 목

1주 금 1st Quiz on eFundi 

2주 월 2nd Assignment

2주 화

2주 수

2주 목

2주 금 2nd Quiz on eFundi 

3주 월 3rd Assignment

3주 화

3주 수
Online Q&A session

(in 3rd week for 2 hours)

3주 목

3주 금 3rd Quiz on eFundi 

4주 월 4th Assignment

4주 화

4주 수

4주 목 Self study (week 1-4)  종료

4주 금 Assessments / Final Test

과정 후 Certificate will be send to student

표 5.3 단기과정(주제:원자력기술)학습일정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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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NENT 지역 학습관리시스템 운영기술과정

2.1 배경

  ○ 2004년부터 시작된 ANENT 사업은 한국을 포함한 19개국의 참여로 원자력지식의 

보급과 인적네트워킹 등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되었음[5.5].

  ○ 광대한 지역에 걸쳐있는 아시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원격교육의 필요성 대두되었

으며 이를 대처하기 위하여 IT 기반의 사이버학습 플랫폼 개발되었고, 2013년3월

에 아시아 지역학습허브로 한국원자력연구원 개발한 학습관리시스템이 공식 운영됨.

  ○ 오픈 소스인 MOODLE 기반 학습관리시스템 e-training 과정 운영하여 ANENT 회

원국 자체적인 이러닝 실시능력 함양하고 기 설치된 학습관리시스템 활용도 증대.

2.2 과정개요

  ○ 과정명 : e-Training Course on How to Use ANENT Regional  Learning Management 

System

  ○ 목적

     - ANENT 회원국 이러닝 이해도 향상과 학습관리시스템 활용 이러닝 실시능력 함양 

     - 오픈 소스 학습관리시스템 운영방법 훈련과 시범과정개발 실습

  ○ 일시 및 장소

     - 일시: 2014. 10. 15 ~ 11월 14 (1개월)

     - 장소: https://ilms.kaeri.re.kr (100% 사이버과정 web site 운영)

2.3 교육참가자 및 강사진 [표 5.4, 5.5]

  ○ 교육 참가자 : 아시아 HRD, 원자력과학기술 전문가(12개국 48인)

  ○ 강사진 : 4인(국내전문가 2명, 국외전문가 2인)

 

2.4 교육 프로그램 

  ○ 100 % 사이버 이러닝 과정으로 학습사이트 등록 후 자기주도 학습실시

     - kick-off meeting(과정개막식 : 10월 16일, 20일, 21일, 23일) : 과정개요, 학습방법 

설명

     - 학습사이트 접속 후 자기주도 학습(10월15일~11월14일) : 학습관리시스템 운영 등

     - 폐회식(11월 13일) : 학습 중 의문사항 질의응답, 시범과정 모범 사례 발표 등 

     - 학습장소 : ANENT 지역학습사이트(https://ilms.kaeri.re.kr)

  ○ 자기주도 학습 내용 및 프로그램([표 5.6] 참조)

     - 학습사이트 접속 후 각자 편리한 시간을 이용한 교육훈련실시 : 10월15일~11월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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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정 내용 시청(이러닝 개요, 과정개설 요청, blog·forum 참가, 퀴즈작성 등)

      • 학습자 제안하고 과정책임자 인가한 시범과정 설계 및 과제결과물 제출   

      • 이러닝 학습 성취도 평가를 위한 실시간 시험 실시

  ○ 훈련학습 효과 증진을 위한 전문 강사에 의한 실시간 화상강의 실시 

     - 실시간 화상강의를 통한 반복학습 및 수강생과 강사 간 질의응답 실시

     - 학습자 이러닝 긴장 유발과 학습 중 의문사항 해결로 학습효과 증진

     - 화상회의 종료 후 녹화된 콘텐츠를 즉시 학습시스템에 탑재하여 추후 학습자료

로 활용 

  ○ ANENT 의장과 가입국의 강사 공동참여를 통하여 지역적인 행사로 승화시킴 

     - 개막식에 ANENT 의장(인도네시아)의 축사, 방글라데시 대표의 원자력분야 이러

닝 실시 필요성 주제 발표를 통하여 회원국 공동 참여의식을 높임

     - 폐막식에는 시리아 대표의 본 과정에 대한 강평 실시와 과정 참가자에 의한 본

인이 개발한 이러닝 과정 발표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

     - 이러닝 단점인 학습자 나태 방지와 학습 중 의문사항 해결로 학습효과 증진 

     

2.5 과정 운영 결과

  ○ ANENT 지역학습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최초의 100%  사이버 과정 실시 

     - 원자력지식관리 기본 개념 등에 대한 사전 학습으로 강의 이해 높음 

     - 훈련과정 후 학습자료 보존으로 사후 복습이 가능하며, 지식보관소로 이용

  ○ 한국 원자력관련기관 지식관리 현황 전파를 통한 원자력 선진국 인식 확산 

     - ‘13년 IAEA에 의하여 지정된 ANENT 지역학습시스템을 활용한 최초의 공식    

과정임

     - 한국 강사들이 개발한 이러닝 콘텐츠(비율: 80%)활용하여 한국 IT기술력 과시 

  ○ 참가생 참여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참가생 수 측정으로 관심도 파악

     - 참가국 국가별로 그룹핑하여 화상회의 실시하여 참가자들의 참여도를 높임 

     - 과정 기간 중 학습자들의 학습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실시간 강의 2차례 운영

     - 과정 시작 전(kick-off meeting)과 과정 종료 후(종강식)행사 실시로 참여 독려

  ○ 참가생의 과정 평가  

     - 과정 종료 후 과정에 대한 참가생 평가를 LMS feedback 기능을 활용(5.0 만점)

      • 이러닝 참가 경험(2.6)

      • 이러닝에 대한 학습자 흥미(4.4)

      • 공개학습s/w MOODLE 관심도(4.8)

      • 향후 MOOLDE 강사로서 참가 여부(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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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료증 발급을 위한 점수의 배분(4.4)

      • 과정 학습 기간 적절성(4.4)

      • 향후 유사 고급과정 참가 의사(4.7)

      • 타 동료 과정 권유(4.2) 

      • 본 과정의 본인에게 유익(4.7)

     - 대부분 참가생은 이러닝 경험이 없었으나, 과정 종료 후 이러닝에 대한 호감 증

가하고 본인에게도 유익했다는 의견

     - 대부분 고급과정 참가의사 표명, 동일과정에 대하여 강사 참가의사 희망

     - 수료증 발급 기준에 대하여 공정 평가, 학습시간길이도 만족함 

  ○ 참가생 수료증 발급 기준  

     - 과제 제출, quiz, 사이버실시간 시험, 설문조사 등의 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학습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

country name country name

Bangladeshi

Rakibul Hasan

Mongol

Ts.Amartaivan: 
Anisur Rahman L.Odontsatsral

Ananda Kumar Das T.Jamiyansuren
Kamrun Naher G.Enkhbaata

Mosharraf Hossain Bhuiyan Ulziitogtokh Ulzii Badamragchaa
Momtaz Fatima Waheed Munkhbat Batsaikhan

Salma Sultana
Pakistan

Awais Zahur
Shafiqul Islam Aman-ur Rehman
Aliuwwaman Sultan wahad

Serajus Salekin Chowdhury
Syrian

IMAD KHUDEIR

Indonesia

Yustina T. Handayani RAGHDAA BILAL
Bagiyono Kashlan Azza

PramaningHastari Phil Abigail Delima Clemente
ErwinFakhrurozi 

Thai
Kranrod Chutima

PRAMANING TRI HASTARI Kritsananuwat Rawiwan

Lebanon
Bou Khouzam Rola

Yemen
Al-Akwaa Mohmood Abdo

Msayleb Toufic Saleem A. Abdulaziz Mohammed

Korea
Juhyun Kim

Vietnam

Tran Thi Ngoc Diep
hansuk ko VO HONG HAI

Jordan

Ahmad Hesham  Alsabbagh NGUYEN MINH DUC
Al-ShboulKhaled NGUYEN THI DIEU  HUYEN/

Mohammed Fawzi Abuzeneh NGUYEN THI MINH SANG/
Mahmoud Assaf VU THI HAI VAN/

Mohammad Tareq Bani Ahmad Nguyễn Minh Hùng/
Adbullah Alali

표 5.4 참가자 명단(12 개국) 



- 90 -

  ○ 이러닝 과정 주요 내용

     - 도입부

      • Kick off meeting

      • About ANENT and ANENT R-LMS

     - 과정 중심 내용

      • Course prospectus

      • Introduction to MOODLE based LMS

      • Explanation of LMS introage

     - 필수 제출 과제물

      • blog, forum 제작 등 

      • 시범 과정 설계, 온라인 시험

date learning schedule note

1W

17th, Oct. (Fri.)

Web-Conferencing
(16:30~17:30)

opening
(Middle East)

○ total learning time : 10h
 - e-learning lecturer 2h
 - self-study & homework 8h
  ○ e-learning material
: 2hours  pre-recorded 
video material, study 
guide and other 
recourses (e_LMS upload)

 - Electronic e-learning 
via e_LMS

 - Video recording format: 
MP4

 - Course outline in pdf 
format

  ○ Self-study: 8h 
 - 3 weeks
 - Assignment grant
 - 1 hours per day 

(Kick-off, assessment 
excluded)

20th, Oct. (Mon.)
opening
(Asia)

21th, Oct. (Tue.)
opening

(Mongol. Viet)

23th, Oct. (Thur.)
opening

(Bangla, others)

21th, Oct. (Tue.)
~

25th, Oct. (Sat.)
Self Study through
ANENT R-LMS

(https://ilms.kaeri.re.kr)

quiz &
practicing

2~4W

26th, Oct. (Sun.)
~

14th, Nov. (Fri.)

14th, Nov. (Fri.)

○ On-line Quiz 
(1 day, once) 

○ Closing the Course 
assessment & feedback

deadline
homework

표 5.6 e-training 과정 일정

강 사 명 국적/근무지/직위 강 사 명 국적/근무지/직위

노시표 한국/KAERI/책임연구원 Azza Kashlan 시리아/ACES/Director

유인식 한국/Ubion/부장 Md Zahedul Hassan 방글라데시/BAEC/책임연구원

표 5.5 강사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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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수강생의 과정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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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AEA　원자력지식관리 지역훈련과정

3.1. 배경

  ○ 체르노빌 원자력사고 후 2000년 들어서면서 유럽을 중심으로 탈원전 경향을 보이

며 원자력관련 전공자의 급감이 나타나고 있음.

  ○ 이에 따라 IAEA에서는 세대 간의 원자력지식의 단절을 예방하고 원자력 기술의 

개도국 보급을 위하여 원자력기식관리 전담 부서를 설치하여 원자력지식관리보급

하고 있음.

  ○ 원자력과학기술에 관심을 가진 개발도상국 및 세대 간 원자력지식의 체계적  전수

를 위한 선진국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IAEA/NKM부서와 공동으로 원자력지식관

리 과정을 실시함.

3.2 과정개요

  ○ 과정명 : Regional Training Course on Innovative Approaches for Nuclear 

Knowledge Management Using e-Learning through Learning Management System

  ○ 목적

     - 원자력 관련 기관의 지식관리운영 실시 기획 훈련 

     - 원자력지식관리의 핵심 개념 이해와 성공 사례 학습 

  ○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4. 11. 24 ~ 28 (5일간)

     - 장소 : 한국원자력연구원 국제원자력교육훈련센터 2층 대강의실

3.3 교육 참가자 및 강사진 [표 5.7, 5.8]

  ○ 교육 수료자 : 아시아원자력지식관리 관련전문가(17개국 19인)

  ○ 강사진 : 8인 (국내 전문가 4명, 국외 전문가 4인)

3.4 교육 프로그램 

  ○ pre-training 통한 사전 학습 시행과 실시간 사이버 시험 실시

     - e-Learning 실시 기간 : 8월 25일 ~ 9월 18일

     - 선발 시험일 : 9월 18일(온라인으로 실시함) 

     - 학습사이트 : ANENT 지역학습사이트(https://ilms.kaeri.re.kr)

  ○ 집체 교육 실시 및 교육프로그램([ 그림 5.3] 참조)

     - 집체 교육 실시 기간 : 11월 24일 ~ 11월 28일

      • 원자력 지식관리 필요성 등 주요 개념 위주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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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자력 선진국의 지식관리 모범 사례 소개

      • 제시된 소규모 project를 팀 단위로 수행 결과를 발표함

3.5 과정 운영 결과

  ○ 학습관리시스템 활용 사전교육·사후자료보존 참가자의 학습훈련 효과 증진

     - 원자력지식관리 기본 개념 등에 대한 사전 학습으로 강의 이해 높음 

     - 훈련과정 후 학습자료 보존으로 사후 복습이 가능하며, 지식보관소로 이용

  ○ 한국 원자력관련기관 지식관리 현황 전파를 통한 원자력 선진국 인식 확산 

     - KEPCO E&C 원자력발전소 설계 know-how 보존과 전파, KAERI 원자력지식관

리 등의 모범 사례 학습을 통한 기술력 과시

     - 그룹 프로젝트 멘토링 실시로 원자력지식관리 실행에 필요한 경험 습득

  ○ 학습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사전 학습·과정 중 모니터링 실시

     - 학습관리시스템 활용 사전교육·사후자료보존 참가자의 학습훈련 효과 증진

     - 훈련 과정 leaflet에 사이트 사전 홍보와 사전학습 상황 모니터링 

  ○ 사전 훈련과정, 과정 내용, 진행 등에 대한 참가생 만족도 4.5/5.0로 높음

     - 학습관리시스템의 설문응답자동취합기능 활용

  ○ 훈련 과정 중 학습 자료 upload 하여 불필요한 자원 낭비 방지 

     - 강사, 강의자료, 일정변경, 긴급 공지 사항 등에 학습관리시스템 활용

     - 참가자간의 네트워킹 강화를 위한 공통 관심사 토의, 사진 공유 이용

참가생 국가 참가생 국가

Jalan Cowie Australia Amartaivan Tsenddavaa Mongolia

Md. Dual Hossin Bangladesh Thandar Thwin Myanmar

Rinawatin Anwar Indonesia Sultan Wahab Pakistan

Falah Al-Rubaye Iraq Sol Jeong Korea

Mina Zohar Israel Sung Nam Kim Korea

Luay Alrawashdeah Jordan Yoojin Lee Korea

Mayuki Gonda Japan Wimada Srinin Thailand

Nor Hadzalina Sukarseh Malaysia Thi Ngoc Diep Tran Vietnam

Mona Shbrao Lebanon Ibrahim Amer Yemem

Vanthy Chak Cambodia

표 5.7 과정 참가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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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명 국적 근무처 기타

M. Sbaffoni 아르헨티나 IAEA/NKN group leader

IAEA 경비 지원David Heler 미국 workforce capital advisors

A. Tolsenkov
러시아

Consultant(IAEA)

Natalia Belenkaya Rosatom

KAERI 경비 지원

이태준

한국

한국원자력연구원

이재규 KEPCO E&C

송기찬 한국원자력연구원

노시표 한국원자력연구원

표 5.8 국내외 강사단

그림 5.3 IAEA원자력지식관리 지역훈련 과정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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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IAEA 원자력지식관리 과정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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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학습관리시스템 및 학습콘텐츠 개발

1. 원자력기술 콘텐츠 개발

   개발된 학습관리시스템에서 활용될 콘텐츠는 본 과제를 진행하면서 계속적으로 제작

되고 있다. 작년까지는 주로 우리 연구원에서 진행하는 과정 강의를 녹화하고 편집 위

주로 하였다. 그 결과로 KOICA/KAERI/IAEA 과정(에너지기획·프로젝트관리과정), 

RCARO과정(방사선 동위원소이용과 연구용원자로)과정, WNU RT, WNU One Week 과

정 등이 개발 완료하였다. 

   올해는 한국의 원자력 개발경험, 성공요인 그리고 한국의 경제 개발사 등에 대하여 

콘텐츠를 학습자와 상호 작용이 가능한 flash 기반으로 제작하기로 하였다. 본 과정들은 

위에서 제작된 부분에서 누락되어 있는 부분으로, 대부분의 자료가 출간되어 있어 내용

을 정리하기가 용이하였다. 본 자료는 향후  단기과정 외국인을 한국의 원자력성공 경

험을 이해할 수 있는 과목으로 활용되며 주로 국내에 입국 전에 본국에서 사전에 실시

하는 이러닝 학습 자료로 활용된다. 

1.1 콘텐츠 제작 기법

   교육공학적 이론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전략을 가지고 개발하였다 [5.7].

  ○ 개발 방법론

     - 개발 방법론 : 기획/분석/설계/개발/평가를 통한 최적화된 방법론 적용

     - 인지학·교육학적 측면을 고려

  ○ 교수설계전략

     - 교수 목표 달성 위한 설계 전략 수립

     - 동기 유발과 상호 작용 설계

  ○ 콘텐츠 전략

     - 멀티미디어(플래시 기반, 애니메이션, 음향) 활용

     - 실제 학습 환경과 연계된 교육 실시

1.2 제작실례 : 한국원자력개발사

   콘텐츠는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쳐 제작되었다. ADDIE 모델을 활용하였으며, 분석

의 단계에서는 주로 수요 분석과 학습자 분석을 진행하였다. 과정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외국 교육생이 한국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이 입국한다고 가정하였다. 그런 상황에서는 

한국의 경제 발전에 대한 대략적인 역사를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포함된 중공업 투자

에 대하여 살펴본다. 그 다음으로 콘텐츠 제작 설계를 고려하였다. 콘텐츠의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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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정하고 그 내용에 맞는 스토리 보드를 제작하였다([그림 5.5] 참고).

   완성된 제작물은 그림 5.6과 같다. 제작물은 문자, 이미지, 음성, 애니메이션 그리고 

동영상을 요소로 하여 구성되었으며, 글자체, 색상 그리고 이미지 선정에 유의하였다.  

화면의 상단은 과목명과 차시 제목, 학습콘텐츠 제시 영역, 부가자료 그리고 닫기 버튼

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단에는 학습 콘텐츠 평점 보기 닫기, 학습진행 제어 메뉴(재생, 

시간), 자막제시, 음량 그리고 페이지 이름으로 구성되어 학습자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학습은 시작하기(학습목표 제시, 주제 소개), 본 학습, 학습한 내용 정리 그리고 평가로 

이루어 있어 학습자의 주의를 집중하여 흥미를 유발하게 하였다. 향후 본 콘텐츠는 연

구원에서 개발한 학습관리시스템(https://ilms.kaeri.re.kr) 탑재하여 교육과정 참여자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그림 5.5 제작된 한국원자력개발사 이러닝 콘텐츠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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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상세 분류

분석
과제 분석 수요 분석 학습자 분석

교육용 콘텐츠 개발 계획 수립

설계
교수 설계 화면 설계 스토리보드 제작

콘텐츠 세부 내용 확정 및 세부 개발 방안 마련

개발
프로토 타입 제작 매체 제작 화면 개발

콘텐츠 제작

적용
서버 탑재 시험 운영 사용자 테스트

콘텐츠 기능 구형 및 테스트

평가
검수/납품 교육 및 평가 운영·유지 보수

콘텐츠 세부 내용 확정 및 세부 개발 방안 확정

표 5.9 교육용 콘텐츠 제작을 위한 개발 방법론

그림 5.6 한국원자력개발사 콘텐츠 제작에 활용된 스토리보드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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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아공 NWU 원자력정책석사과정 e-Learning 학습콘텐츠 개발

   남아공은 2010-2030 통합전력수급계획안을 통해 5 개의 원자력프로젝트를 재개했으

며,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현재의 5%에서 2030년에는 25%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

고 있다. 이를 위하여 남아공국영전력회사(ESCOM)에서는 개발할 원자력발전소 모델로 

중국의 CRP1000이나 한국의 OPR 등 2세대 모형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런 배경하에서 

우리나라와의 원자력기술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2.1 학습콘텐츠 공동 개발

   남아공은 2011년 하반기부터 한·아프리카협력기반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웹기반훈련용 

콘텐츠개발을 위한 공동연구를 한국과 진행하고 있다. 남아공측에서는 자국의 원자력 

현황과 교육수요를 분석하여 6 개의 모듈로 구성된 다음과 같은 웹기반 “원자력에너지

정책석사과정”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제1 모듈 : 원자력기술

    제2 모듈 : 원자력발전소 기술

    제3 모듈 : 중소형원자로 기술

    제4 모듈 : 핵연료와 핵연료 주기

    제5 모듈 : 핵물리과학 

    제6 모듈 : 원자력 governance

   이에 따라 년 1~2회 공동세미나를 개최하여 원자력교육과정 과목 선정, 시범콘텐츠

개발 및 운영시험, 실시간 화상회의 등을 실시하여 단계적으로 콘텐츠를 개발하였다

[5.7]. 본 절에서는 간략하게 원자력에너지정책석사과정 중 한국에서 개발하기로 한 “원

자력기술” 분야의 콘텐츠 제작과정을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개선점을 기술한다. 

2.2 학습콘텐츠 제작

   본 남아공 NWU 원자력정책석사과정 e-Learning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하여 널리 활

용되고 있는 ADDIE(Analysis, Design, Develop,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모델을 

근간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수차례 남아공측과 과정 내용에 대하여 협의하였으며, 이

를 효율적으로 콘텐츠화 하기 위하여 대표강사(김시환 박사)와 강사단과의 회의를 수차

례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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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분석

  ○ 학습대상자 : 남아공의 일반공과대학교 졸업 또는 졸업예정자, 전력회사직원

  ○ 콘텐츠 난이도 : 대상자 범위가 다양하여 내용의 난이도를 결정하기 어려웠으나 

남아 공측과 통의하여 과정의 내용은 원자력분야 공학사 취득자 수준으로 하되, 

시험문제의 난이도를 조절하고, 그 문제를 학습자가 선택하는 방식으로 함

 (2) 설계  

  ○ 콘텐츠 범위 : 원자력기술 전반의 기초와 심화 내용

    (예: 원자력공학과 방사선 물리 기초, 원자로 기본 특성과 일반 열역학, 원자력발전 

기초기술과 최신기술, 핵연료전주기 이해, 수강자의 이해도 측정을 위한 Quiz와 과

제부여, 수강자로부터의 과정에 대한 feedback)

  ○ 제작방법 : 스튜디오에서 강사의 강의 장면을 녹화하고 고화질의 영상으로 편집하

며, 수강자의 편의를 위하여 강사의 스크립트를 삽입

 (3) 개발

  ○ 강사와 영상물 제작업체 그리고 교수설계자가 공동참여 하여 영상물 초안을 감수

하였으며, 수렴된 의견을 적용하여 업체에서 편집함

  ○ 남아공측의 수강생과 교수 들이 참여하여 KAERI에서 송부한 콘텐츠를 감수하였으

며, 그 의견을 반영하여 재편집함

 (4) 적용

  ○ NWU학습관리시스템(http://efundi.nwu.ac.za) 제작된 콘텐츠 탑재 후 동작 상황점검

  ○ 학습사이트 접속 후 동영상 강의를 시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인터넷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수강자에게 콘텐츠를 직접 다운로드 받게 함

 (5) 평가

  ○ 과정개막식을 남아공측에서 제공한 실시간 화상회의시스템(Adobe, Connect)으로 진행

  ○ 과정 중 주고받는 이메일을 통한 남아공측과 학습관리시스템 운영에 대한 의견 교환

  ○ NWU 학습관리시스템의 설문 기능을 이용하여 본 과정에 대한 사후 평가 실시예정

2.3 이러닝 콘텐츠 제작

   일차적으로 강사의 강의 장면을 촬영하고 편집한 후 MP4(MPEG-4, 영상음성압축기

술) 파일로 제작하였다. 초기에는 Flash 파일로 제작하였으나, 남아공측에서 강사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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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화면의 크기가 작아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어 MP4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현재 제작된 콘텐츠는 Full HD 규격인 1024×768 해상도를 가져 파일 크기가 단점이 있

으나, 학습자의 입장에서는 현장감이 있어 학습에 몰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참고

로 한 영상물의 크기를 100 Mb이하로 분할하여 eFundi 학습사이트에 올리거나 배포하

였다.

그림 5.7 원자력정책석사과정 이러닝 콘텐츠 샘플과 내용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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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에 대하여 남아공 측은 전반적으로 만족하였으나, 비영어권 강사의 영어 

표현에는 만족도가 낮았다. 향후 원자력분야의 이러닝 콘텐츠의 국제시장 진출을 위하

여 이에 대한 준비와 대비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제작된 내용의 연결이 

부드럽지 못한 점은 우리 측에서 교수설계전문가의 감독을 받아 제작하지 않았기 때문

으로 생각된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향후 이러닝 콘텐츠 분야의 교수설계전문가

의 자문을 받아 제작해야 할 것이다. 현재 제작 완료된 원자력기술분야 학습콘텐츠는 

running 시간 기준으로 32시간이다.

3. ANENT 지역학습관리시스템 운영기술과정 학습콘텐츠 개발

   ANENT(Asian Network for Education in Nuclear Technology)는 한국에서 제안한 

아이디어를 IAEA에서 받아들여 2004년에 설립한 아시아지역의 원자력기술보급·확산, 인

적교류 확대를 위한 사업이다. 설립 후 국가코디네이터 기획회의, 기술회의 그리고 강사

교육 등을 통하여 개발도상국과 한일중 등의 원자력 선진국과의 활발한 교류를 시도하

고 있다.

  

3.1 학습콘텐츠 개발 필요성

   원자력발전을 계획하고 있는 아시아 지역은 원자력지식습득을 위한 강한 동기와 교

육수요를 가지고 있다. 그에 따라 IAEA에서는 이들 국가의 원자력전문인력에게 다양한 

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IT 기술 발전함에 따라 기본기초 교육훈련에 이러닝 

실시를 결의하고 그 방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한국의 앞선 

이러닝 기술(이러닝 콘텐츠 제작, 공개용 s/w 기반 학습관리시스템, 학습관리시스템 활

용 자기주도학습 시행 경험)을 바탕으로 IAEA와 협력하여 웹 포탈 개발

(https://www,anent-iaea.org), 학습사이버플랫폼 개발(2007년)하고 운영하여 왔다. 최근

에는 공개용 s/w이면서 안정성이 탁월하여 시장 점유율이 상위인 MOODLE 기반 학습

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2013년부터 3월부터 공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각국 코디네이터를 상대로 수차례 강사교육실시하여 운영방법을 보급하는 노

력을 기울였으나, 각국에서 사용빈도는 적었다. 이에 따라 2014년 5월 몽골에서 열린 기

술회의에서는 ANENT 지역학습관리시스템을 활성화하기위하여 학습관리시스템 운영기

술과정을 개설하기로 결의하고 현재 관리주체인 한국 주도로 할 것을 요청하였다. 금년 

10월 중순경부터 시작된 과정은 100% 이러닝으로 하였으며, 필요한 학습훈련 콘텐츠 제

작을 시작하였다. 따라서 ADDIE(Analysis, Design, Develop,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모델을 본 운영기술과정 콘텐츠 제작에 적용하였다. 많은 회원국의 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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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하기 위하여 ANENT 의장(인도네시아), 대표 강사로 방글라데시, 시리아 

coordinator 등이 활동하였다.  

3.2 학습콘텐츠 제작 과정 

 (1) 분석

  ○ 학습훈련대상자 : 각국의 원자력기술분야 전문가와 HRD전문가로 하며, 대부분 학

습관리시스템에 대한 운영경험이 없음.

  ○ 콘텐츠 난이도 :  학습콘텐츠는 https://moodle.org 에서 공개한 매뉴얼을 참조하

며, 난이도가 평이한 초급적인 내용 위주로 함

 (2) 설계

  ○ 콘텐츠 범위 : 각 국가자체인력과 기술로 과정개설 능력 보유할 수 있는 기초내용

    (예: 이러닝 개념과 발전 방향, 이러닝 과정개설절차, 학습관리시스템 운영 콘텐츠, 

시험출제와 실시, 수강생 feedback)

  ○ 콘텐츠 제작방법 : MS office, 콘텐츠 저작도구(Xerte 등), 화면캡처 프로그램 사용법

 (3) 개발

  ○ 내용제작지침서에 따른 외부제작 후 검수

  ○ 화상회의를 통한 각국 코디네이터 의견반영 후 콘텐츠 개발완료

 (4) 적용

  ○ ANENT 지역학습관리시스템 콘텐츠 탑재 후 점검

  ○ ANENT 지역학습관리시스템 탑재된 콘텐츠 국내·외 동작유무 확인  

  ○ 인터넷환경이 열악한 지역학습자에게 콘텐츠 시청방법 제공

 (5) 평가

  ○ 과정개막식, 폐막식을 이용한 학습자와 과정진행자와의 질의·응답 시행을 통한 평가

  ○ ANENT 지역학습관리시스템 feedback 기능을 이용한 학습자의 과정에 대한 평가

  ○ 각국 코디네이터에 의한 전문분야 평가

  ○ 과정 중 상시 주고받는 이메일을 통한 본 과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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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이러닝 콘텐츠 제작

   다음과 같은 세부주제를 본 과정을 운영하였으며, 제작된 콘텐츠는 학습사이트에 게

시하여 학습자들이 편리한 시간에 학습하도록 하였다.

분류 세부 주제 콘텐츠 형식

도입부

개강식(ANENT 활동소개) 실시간화상회의/녹화물 제공

실시간화상회의사용법 실습 실시간화상회의/녹화물 제공

ANENT 지역학습관리시스템 운영기술과정자기

주도 학습방법
실시간화상회의/녹화물 제공

본론

이러닝 의의, 학습관리스시템 일반 화면녹화콘텐츠

과정개설요청절차, 수강생등록, 학습평가 등 화면녹화콘텐츠

과제물작성 방법과 우수과정 소개 실시간화상회의/녹화물 제공

종결부
종강식(모범사례발표), 실시간 사이버시험 실시간화상회의/녹화물 제공

수강생 과정평가 과정 분석자료 내부 활용

표 5.10 ANENT 지역학습관리시스템 운영 과정 주제와 콘텐츠 형식 

   본 이러닝 콘텐츠 제작에 투입되는 비용을 최저로 투입하기 위하여 기존의 전문강사

가 강의하고 그 장면을 전문촬영기사가 녹화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강사가 직접 

강의 자료를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올린 후 이를 설명하고, 화면 캡처프로그램을 활용

하여 녹화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제작된 화면캡처 영상파일은 녹화편집기(Camtasia)를 

이용하여 본 과정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편집하였다. 이 과정에서 화면에 올라와 있는 

내용을 설명하는 강사의 음성을 유의하여 녹음해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마이크가 내장

된 headset을 사용하여 컴퓨터 음성입력장치에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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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학습관리시스템 e-training 과정 콘텐츠 샘플과 내용의 전개

3.4 이러닝 콘텐츠 활용과 결과

   이와 같은 과정으로 제작된 콘텐츠를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ANENT

지역학습관리시스템에 탑재하였다. 운영기술과정의 목차는 본 과정을 수료했을 때 독자

적으로 과정개설능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순서로 콘텐츠를 나열하였다

1) 인사말

2) kick-off meeting

3) ANENT와 ANENT 지역학습시스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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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정 개요

5) MOODLE 기반 학습관리시스템

6) 학습관리시스템 도입화면 설명

7) 신규과정 제작과정

8) 수강생·강사 등록방법

9) 콘텐츠 활용법

10) 과정에 대한 사용자 친화적 소개

11) 평가

12) 포럼·블로그 역할

13) 과제수행방법

14) 온라인실시간 시험

15) 설문조사

   초기에 탑재된 콘텐츠들은 대부분 강사(Scott, 한국)가 MP4 파일형태로 선제작한 것

이었으나, 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관련분야 보조 자료들이 첨부되어 그 양이 증가하였다. 

이는 온라인 강의의 특성이기도 하며, 참여자들의 요구를 즉각적으로 반영하여 만족도

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기도 하다. 참고로 동영상 자료들은 각국의 인터넷환경을 고

려하여 다음과 같은 2 가지 방법을 활용하였다. 첫째는 우리연구원 VOD(video on 

demand; 주문형비디오) 방식을 사용하였다. 이 방법은 연구원 서버에 탑재된 동영상이 

수강생의 요청을 받아 직적 전달되는 방식으로, 등록된 수강생만 시청이 가능하다는 장

점이 있다. 둘째는 YouTube를 활용하여 콘텐츠를 탑재하였다. 본 방법은 세계적인 서비

스망을 가지는 국제기업의 서버망을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전 세계 모든 지역에 안정된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일반인도 시청할 수 있어 내용의 보안적인 측면

에서는 약점이 있다. 또한 일부지역(중국, 터키 등)에서는 서비스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거나, 별도의 시청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본 과정의 수강생들의 접속빈도를 볼 때 대

략 두 가지 방법으로 균등하게 나누어짐을 알 수 있었다.

   수강생들의 본 과정만족도는 15문항으로 이루어진 설문조사를 통하여 정성적으로 조

사되거나, 실시간 화상강의를 통하여 정량적으로 이루어졌다. 수강생들은 “지역학습관리

시스템 운영기술과정”의 경우 강사가 미리 준비한 ppt자료를 설명하면서 음성녹음과 화

면캡처를 동시에 하는 방법에 대하여 만족함을 알 수 있었다. 현재는 Camtasia와 같은 

유료동영상편집기를 활용하고 있으나, 사용법을 익히는데 상당한 노력이 요구된다. 향후 

자료조사를 통하여 저렴하면서 사용이 용이한 동영상편집기를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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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NENT 지역학습관리시스템 개선

4.1 ANENT 웹포탈 개선

   2013년 3월에 공식 운영되기 시작한 ANENT 지역 학습관리시스템은 각국의 코디네

이터를 대상으로 강사교육과정 등에 활용되었다. 그러나 아시아지역학습허브로써의 각 

회원국에 소개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으며, 각국의 코디네이터들이 본 사이트의 

활용에 대한 노력이 저조한 탓으로 그 사용빈도는 높지 않았다. 이에 따라 IAEA/NKM 

부서에서는 ANENT 웹포탈과 연계하여 본 학습시스템을 개선하였다[표 5.11]. 참고로 

ANENT 웹포탈(https://www.anent-iaea.org) 2006년경에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자체제작

하고 운영한 공식사이트이다.

주 메뉴 세부 메뉴

ANENT 개요 

ANENT 개요

목적·전략

역사

ANENT 조직구조

회원국

활동계획

회의활동

회원국 분과 활동
회원국 활동

분과 활동1~5

NET 데이터베이스 NET 데이터베이스

학습관리시스템 ANENT 지역학습관리시스템

뉴스 센터

뉴스센터

뉴스

ANENT 발간물

사진첩

자료보관소 자료보관소

연결

연결

회원, 협력회원

인터넷 자료

표 5.11 개선된 ANENT 웹포탈 주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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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학습관리시스템 개선

   2013년 개발된 ANENT 지역학습관리시스템은 Moodle 2.1을 기반으로 하였다. 그러

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open source MOODLE는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견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s/w 개발됨에 따라 upgrade된 version의 MOODLE 계속적으로 출시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학습자의 편이성과 사이버 보안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2.6 

version으로 개선하였다.

  

 (1) 개선 필요성

   일반적인 공개용 s/w의 경우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version이 높아지고 경향이 

있다. MOODLE의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프로그래머들에 의하여 사용자와 관

리자 편의성을 높이고, 사이버 보안 수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

다. 2년 전에 설치된 본 학습관리시스템도 인터넷 Browser 기술 향상되면서 웹의 표준

으로HTML5 적용이 대세가 되고 있으며, 그 기술을 적용한 신규 vresion의 MOODLE이 

출시됨에 따라 세계적으로 많은 사용자들이 최신 version으로 향상시키고 있는 추세이다. 

 (2) 개선된 학습관리스시템의 일반적 특정

   MOODLE 기반의 학습관리시스템의 개선점을 보면 아래와 같이 일반적 특징, 관리

자 편의성 향상과 학습자 편이성 향상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관리자 편의성 개선사항 일반적 특징 학습자 편의성 개선사항

개별화된 사이트 설계와 형태
현대적이고, 사용이 쉬운 

인터페이스
직관적인 학습 경로

보안강화와 대량학습자 등록 개인화된 데시보드 협업의 장려

다양한 언어 사용 협업적인 도구와 학습활동 외부 자원의 embed

집단과정 생성과 용이한 backup 통합 달력 멀티미디어 조합

사용자 역할 관리 파일관리 용이성 그룹별 관리

공개된 표준 지원 간결하고 직관적인 편집기 과정진행 마킹

높은 연관성

알림, 활동 관리 용이

in-line 마킹

간단한 플러그인 관리 동료와 자아 평가

일반적인 보안 update 조합된 badge

정밀한 보고와 로그 기록 보안강화와 개인 보호

표 5.12 개선된 학습관리시스템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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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 론

   과거 원자력 기술개발 단계에는 가능한 다수를 대상으로 한 홍보 목적의 교육훈련 

수행되었다면, 기술의 선도 및 공여 단계에는 원자력 강점기술의 확산과 수출을 위한 

선제대응 수단으로서 보다 전략적이고 우수한 품질의 교육이 요구된다. 현재 국내에서 

수행되는 국내외 원자력 교육훈련은 필요에 의한 공급자 위주의 과정을 개설하고 있음

에 따라 교과과정의 선순환적인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본 연구는 변화하는 국내외 

원자력교육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원자력기술 공여국으로서 그리고 원자력기술 

연구개발 선도기관으로서 경쟁력과 품질을 갖춘 교육훈련을 제공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원자력 교육훈련체계 선진화와 더불어 우리 연구원의 고

유 강점기술을 확산하는 교육과정을 개발함으로써 원자력교육을 차별화하고 주도권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먼저 국내외 원자력교육 환경분석과 SWOT 분석을 통해 4개의 전략과 8개의 중점과

제로 구성되는 원자력교육 발전계획을 수립하였다. 발전계획 상의 중점과제 중 본 연구

에 주어진 과제는 원자력교육훈련 종합체계 선진화, 강점기반 KAERI 브랜드 교육과정 

개발, KAERI 중장기 인력수급 전략 수립을 포함한다.

   원자력 교육훈련체계 선진화를 위한 전단계로 SAT 방법론에 따라 ‘수요분석-설계-개

발-운영-평가’의 각 단계별 이행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교육과정 설계/운영지침서’를 개

발하였다. 이는 차기연도부터 본격화되는 교육과정 품질개선에 적극 활용될 것이다. 체

계 선진화의 일환인 e-learning 확대를 위해 온라인 학습관리시스템의 사용자 편의기능

과 사이버 보안기능을 강화하였다. 또한 개발된 학습콘텐츠를 ANENT 지역 학습관리시

스템에 탑재하여, 시범교육 및 정규교육에 직접 활용함으로써 원자력지식의 확산과 교

류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글로벌 원자력 R&D 아카데미’ 운영의 핵심사

항인 KAERI 강점기술 교육과정으로서 방사선장해방어 감독자과정 등 6개의 교육과정에 

대하여 개발 및 개선을 수행하였다. 당해연도에는 기존 교육과정의 개선을 통한 브랜드

화에 역점을 두었으나, 차기연도부터는 원자력안전기술, 연구로, 중소형원자로, 방사선융

복합기술 등의 분야에서 신규 핵심과정의 발굴과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14년도 연구원 

중장기 인력수급 계획은 연구원 핵심성과 및 중점추진 과제에 해당하는 4개 본부(단)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주요직무별 사업현황과 연도별 인력확보 계획을 조사하였다. ’15년

도에 연구원 전 부서에 대한 인력수급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인력수급 기본자료에 대한 

타당성 확보를 기초로 사업별 유사 직무간 인력의 전환배치, 잉여인력에 대한 활용방안 

등 실용적인 인력운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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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연구원의 고유임무에 기초할 때, 창조경제 실현이라는 국가의 정책이행을 위해

서는 교육훈련의 성과가 연구원의 경영성과로 직접 연계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즉 강점

기술 교육을 통해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 및 기술 수출, 그리고 연구원의 브랜드 인지도

를 제고함으로서 국가사회에 기여하고, 인력양성과 선도기술 확산의 선순환 주기를 확

보하여야 한다. 이는 수요자중심 교육으로 지속적인 품질개선의 노력과 함께 원자력기

술 연구개발 교육과정으로의 특성화와 차별화에 기반할 것이다. 이제 원자력 연구 및 

산업 인력의 적시 공급을 통한 원자력산업의 생산성 증대라는 교육훈련의 고유 역할 뿐 

아니라 원자력기술 공여국으로서 교육훈련은 고도화된 우리 원자력기술의 해외 인지도

를 향상하는 첨병(尖兵)을 역할을 수행하고, 원자력기술 도입의 필수요건인 인력양성을 

선 지원하는 수단으로 자리매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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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과정설계/운영 지침서 예시(방사성동위원소 일반과정)

1. 수요분석

1-1. 과정특성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18조 및 제119조에 따라 내외부 교육생을 대상으로 자체적

으로 수행하는 교육

1-2. 조사방법

  ○ 국내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이용기관 현황 파악 : 5,606기관(’12년 기준)

  ○ 연간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시험 응시자 수 : 약 3,000~3,500명

1-3. 요구역량 분석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시험 과목별 출제 범위

  ○ 방사선안전관리 실무

2. 설계

2-1. 과정명 : 방사성동위원소이용 일반과정

2-2. 배경, 필요성 및 feedback 요건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응시를 위해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에 관한 실무경력 취득 필요

  ○ 방사선안전관리자로 선임되기 위해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방사성동

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취득 필요

  ○ 방사선안전관리를 위한 현장 실무능력 제고

2-3. 목적

   산업, 의료, 교육 등의 분야에서 방사선안전관리자 역할 또는 방사선안전관리 직무 

수행을 위한 실무자를 양성함.

2-3. 학습목표

  ○ 원자력물리와 방사선측정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 습득

  ○ 방사선방호와 방사선안전취급에 관한 이해

  ○ 원자력안전법 및 방사선방호에 관한 국제기준의 요건 이해

2-4. 대상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및 방사성동위

원소등의 취급에 관한 실무경력 1년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

2-5. 주관 :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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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기간 : 4주

2-7. 장소 : 연수원동 3층 강의실 및 실험실

2-8. 선수과목 : 없음

2-9. 사용언어 : 한국어

2-10. 과정관리자 및 강사 요건

  ○ 과정관리자 : 교육센터에 근무하는 정규직원

  ○ 강사

    -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및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를 소지한 사람

    - 원자력 및 방사선 등 관련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 원자력 및 방사선 등 관련 분야에서 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원자력교육센터장이 인정하는 사람

2-11. 학습내용

학습방법 교과목 세부내용 시간

이론

원자력기초이론

○ 원자력물리학

○ 방사화학

○ 방사선생물학

○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이용

19hr

방사선취급기술

기초

○ 방사선측정 기초

○ 방사선계측 통계

○ 방사선안전취급

○ 방사성폐기물 관리

 15hr

방사선장해방어

기초

○ 방사선방호 원칙

○ 방사선의 인체영향

○ 외부피폭과 내부피폭 방호

○ 방사선안전관리 실무

17hr

원자력관계법령

○ 원자력안전법 및 관련 규정

○ 국제 방사선방호 관련 권고기준

○ 원자력안전 법령의 실무 적용

10hr

실습

○ GM 검출기의 특성 및 방사선세기의 거리역자승 법칙

○ 방사성물질에 의한 표면오염 감시

○ 감마선핵종분석

○ 방사선안전보고서 작성 실무

20hr

평가/문제풀이 ○ 학습성취도 평가/모의평가/수료평가 32hr

 합  계 113hr

2-11. 인프라 요건 

  ○ GM 계수기(10대), 방사선원(알파, 베타, 감마 선원 각 10개), 오염감시기(GM 1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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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마선핵종분석시스템(2set)

2-12. 개발 요건 : 개발지침서에 따라 개발

2-13. 운영 요건 : 기준운영절차서 따라 운영

2-14. 수료 기준 : 수료평가 결과 60점 이상

2-15. 평가지표 및 요건 

  ○ 학습성취도 평가 및 모의평가 결과

  ○ 당해연도 면허취득률

2-16. 기대효과  

  ○ 국내 원자력 연구 및 산업에 필요한 방사선안전 인력의 적시 공급으로 원자력산업

의 생산성 증대

  ○ 실무중심의 방사선안전관리 전문가 육성을 통한 원자력 및 방사선 산업의 안전성 

향상 및 국민 신뢰도 제고

2-17. 수행사례

  ○ 매년 1~2회 실시

2-18. 교재 및 참고 과정 및 자료

  ○ 교재 : 원자력기초이론, 방사선취급기술기초, 방사선장해방어기초 각 1권

  ○ 참고자료

    - IAEA, Postgraduate Educational Course in Radiation Protection and the Safety 

of adiation Sources; Standard Syllabus,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Vienna, raining Course Series No. 18, 2002

    - IAEA, Training in Radiation Protection and the Safe Use of Radiation Sources,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Vienna, Safety Reports Series No. 20, 2001

    - IAEA, Syllabus for the Training of Radiation Protection Officers at Industrial 

and Medical Radiation Facilities,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Vienna, 

Draft, 2011

3. 개발

  ○ 과정개발지침서에 따름

4. 운영

  ○ 기준운영절차서에 따름

5. 평가

  ○ 과정평가절차서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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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국내외 교육과정 평가 결과

<순서>

1. 방사선장해방어감독자 과정

2. 방사성동위원소 일반 과정

3. 원자로 실험실습(원자력공학과)

4. 원자로 실험실습(관련학과)

5. 확률론적안전성평가 및 리스크정보활용 과정

6. 방사선스펙트럼분석기술 중급과정

7. KOICA/KAERI Regional Training Course on Nuclear Energy Policy, Planning, and 

Project Management 

8. RCARO/KAERI Regional Training Course on Radiation Application Technology 

9. WNU Course on "Key Issues in the World Nuclear Industry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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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문항 Y N 진단

1. 교육과정을 위한 수요를 
분석하는가?

○

외부기관에 안내문 발송 및 공지를 
통해 수강생 수를 예상하는 경험적 
수요에 기초하여 분석

2. 분석 주체는 누구인가?
 2-1. 운영주체

(과정 담당자, 과정 담당부서)
○

 2-2. 강사
 2-3. 강사 외 내용 전문가
 2-4. 외부 기관에서 요청
3. 분석 방법은 무엇인가?

4. 수요 분석 수준이 적절한가? ○

단순 공지에 의한 수강생 모집보다 
과정의 잠재수요 파악이 필요함. 
이를 통해 과정의 연속성 예측이 
가능하며, 교육대상이 필요로 하는 
기술/지식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음

다만, 이는 교육의 목적과 수강대상을 
사전에 명확히 설정해야만 가능함 

5. 설계 절차가 명시되어 있는가? ○
운영절차서에 의거하여 교육 실시, 
별도의 표준화된 설계서가 마련되면 
도움이 될 수 있음

6. 수요 분석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는가?

○
잠재수요 파악 등 능동적 수요 분석 
결과를 설계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7. 설계 과정에서 다음의 요소를 
명시하는가?

 7-1. 목적(Mission) ○

 7-2. 목표(Objective) ○
지식/실무/기술 달성 수준 등 
구체적인 목표 설정이 필요함

 7-3. 대상(Target) ○
교육 대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교육내용을 대상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7-4. 범위(Scope) ○

 7-5. 강사 ○
강사의 경력, 전문성, 전달력 등 본 
과정에 필요한 몇 가지 강사의 자질 
및 자격 요건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7-6. 평가 방법
  7-6-1. 반응(만족도) 평가 ○
  7-6-2. 학습(성취도) 평가 ○

  7-6-3. 행동(현업적용도) 평가 ○

대상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는 가능함
1) 시험응시자 : 객관적으로는 시험 

합격률 조사, 주관적으로는 시험 
응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본 
과정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조사 가능

<방사선장해방어감독자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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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종사자 : 1년 경력 인정만큼의 
전문성 강화 및 현업적용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조사 가능

 7-7. 학습 자원(장비, 시설, 교보재 등) ○
8. 설계 과정에서 다음의 사항을 

적절히 반영하는가? 
 8-1. 교수학습 필수내용

(지식, 기술, 행동)
○

과목별 시험출제범위 및 경력인정에 
필요한 실무에 준하여 설계

 8-2. 교수학습 기본지침 ○
기본지침을 마련하여 과정 내용의 
중복, 누락 방지 가능

9. 개발 주체는 누구인가?
 9-1. 운영주체

(과정 담당자, 과정 담당 부서)
○

 9-2. 강사 ○
 9-3. 강사 외 내용 전문가
10. 운영주체가 개발과정을 

검토하는가?
○

교안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음

11. 개발 과정에서 다음의 사항을 
적절히 반영하는가?

 11-1. 교수학습 내용과 학습 
목표와의 부합성

○

전반적으로 부합하지만, 일부 
부합하지 않는 내용도 있음
또한, 감독자 면허시험 합격자율 
제고 또는 1년 경력 인정을 위한 
지식/실무 배양 등 명확한 학습목표 
설정이 선제되어야 함

 11-2. 교수학습 내용과 학습자 
수준과의 부합성

○
내용의 수준이 지나치게 높거나, 
강의 내용의 범위가 벗어나는 
경우가 일부 있음

 11-3. 각 과목 세부 내용의 체계성
(논리, 중복)

○

일부 강의내용이 중복됨. 운영자가 
주체적으로 전문가를 통해 
강의내용에 대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음

 11-4. 강의 교안의 외형적 품질
(자료형식, 오타)

○
강사의 내용개발에 전적으로 의존, 
운영자의 검토가 필요함

12. 운영 과정에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는가?

 12-1. (절차위주) 지침서 ○ 운영절차서 보유 *확보 필요
 12-2. 강사자격 요건 ○
 12-3. 모니터링 방법

(운영주체 또는 제3자)
○

모니터링 평가서를 통해 실시간 
평가가 이루어지면 좋겠음

 12-4. 적절한 학습자원 지원 
(강의장, 숙소, 빔프로젝터 등)

○

13. 위 사항을 고려하여 적절히 
운영하는가?

○

본 과정 제반업무 및 다음 과정 
준비 등 기본 업무량이 상당함. 
교육개발 절차서/운영절차서 등 
표준(안)을 마련하면 교육 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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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음
14. 과정 평가 체계가 있는가? ○
15. 평가 과정에서 다음이 

포함되는가?
 15-1. 평가지표 ○
 15-2. 평가체계
  15-2-1. 반응(만족도) 평가 ○
  15-2-2. 학습(성취도) 평가 ○
  15-2-3. 행동(현업적용도) 평가 ○
 15-3. 평가방법
  15-3-1. 필기 ○
  15-3-2. 실기 ○
  15-3-3. 구술, 발표 ○
16. 평가 결과의 피드백 체계가 

존재하는가?
○

17. 평가결과에 대한 분석이 적절히 
이루어지는가?

○

18. 평가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적절히 이루어지는가?

○

(총괄진단) 
전반적으로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점을 반영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적
용하기 어려운 의견들도 있음. 예를 들어, 시험문제 풀이 시간 증대를 원하는 의견이 
매년 제기되고 있으나 이는 전체 일정과도 연관되어 있어 적용하지 못한 한계가 있음

(총괄제안) 
교수제도(강사인력 pool 제도) 도입 등 시스템적 개선을 통해 대체인력의 편성이 가능
하도록 하여 운영자가 전체 일정 조정이 수월해 질 수 있음
A. 교수제도 도입을 통해 전문성과 전달력 등 강사의 자질을 고루 갖춘 인력 pool을 

구성하여 강의의 질을 높였으면 함
B. 연수원 차원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를 배정하여 운영자와 함께 교육을 설계, 개발하

였으면 함
C. 운영자 외에 별도의 모니터링 요원 또는 전문가를 배정하여 운영 중 과정 전반을 

모니터링 및 평가하여 운영자의 부담을 덜어주었으면 함

(참고자료)
A. 교육계획 및 결과 보고서
B. 설문지 및 만족도 조사 결과서
C. 대외공문
D. 교보재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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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문항 Y N 진단

1. 교육과정을 위한 수요를 분석하는가? ○

외부기관에 안내문 발송 및 공지를 
통해 수강생 수를 예상하는 경험적 
수요에 기초하여 분석

2. 분석 주체는 누구인가?
 2-1. 운영주체

(과정 담당자, 과정 담당부서)
○

 2-2. 강사
 2-3. 강사 외 내용 전문가
 2-4. 외부 기관에서 요청
3. 분석 방법은 무엇인가?

4. 수요 분석 수준이 적절한가? ○

단순 공지에 의한 수강생 모집보다 
과정의 잠재수요 파악이 필요함. 이를 
통해 과정의 연속성 예측이 가능하며, 
교육대상이 필요로 하는 기술/지식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음.
다만, 이는 교육의 목적과 수강대상을 
사전에 명확히 설정해야만 가능함 

5. 설계 절차가 명시되어 있는가? ○
운영절차서에 의거하여 교육 실시, 
별도의 표준화된 설계서가 마련되면 
도움이 될 수 있음

6. 수요 분석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는가? ○
잠재수요 파악 등 능동적 수요 분석 
결과를 설계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7. 설계 과정에서 다음의 요소를 
명시하는가?

 7-1. 목적(Mission) ○

 7-2. 목표(Objective) ○
지식/실무/기술 달성 수준 등 구체적인 
목표 설정이 필요함

 7-3. 대상(Target) ○
교육 대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교육내용을 대상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7-4. 범위(Scope) ○

 7-5. 강사 ○
강사의 경력, 전문성, 전달력 등 본 
과정에 필요한 몇 가지 강사의 자질 및 
자격 요건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7-6. 평가 방법
  7-6-1. 반응(만족도) 평가 ○
  7-6-2. 학습(성취도) 평가 ○

  7-6-3. 행동(현업적용도) 평가 ○

대상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는 가능함
1) 시험응시자 : 객관적으로는 시험 

합격률 조사, 주관적으로는 시험 
응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본 
과정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조사 가능

2) 관련 종사자 : 1년 경력 인정만큼의 
전문성 강화 및 현업적용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조사 가능

 7-7. 학습 자원(장비, 시설, 교보재 등) ○

<방사성동위원소 일반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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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설계 과정에서 다음의 사항을 
적절히 반영하는가? 

 8-1. 교수학습 필수내용
(지식, 기술, 행동)

○
과목별 시험출제범위 및 경력인정에 
필요한 실무에 준하여 설계

 8-2. 교수학습 기본지침 ○
기본지침을 마련하여 과정 내용의 
중복, 누락 방지 가능

9. 개발 주체는 누구인가?
 9-1. 운영주체

(과정 담당자, 과정 담당 부서)
○

 9-2. 강사 ○
 9-3. 강사 외 내용 전문가

10. 운영주체가 개발과정을 검토하는가? ○
교안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음

11. 개발 과정에서 다음의 사항을 
적절히 반영하는가?

 11-1. 교수학습 내용과 학습 목표와의 
부합성

○

전반적으로 부합하지만, 일부 부합하지 
않는 내용도 있음
또한, 면허시험 합격자율 제고 또는 
1년 경력 인정을 위한 지식/실무 배양 등 
명확한 학습목표 설정이 선제되어야 함

 11-2. 교수학습 내용과 학습자 
수준과의 부합성

○
내용의 수준이 지나치게 높거나, 강의 
내용의 범위가 벗어나는 경우가 일부 
있음

 11-3. 각 과목 세부 내용의 체계성
(논리, 중복)

○
일부 강의내용이 중복됨. 운영자가 
주체적으로 전문가를 통해 강의내용에 
대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음

 11-4. 강의 교안의 외형적 품질
(자료형식, 오타)

○
강사의 내용개발에 전적으로 의존, 
운영자의 검토가 필요함

12. 운영 과정에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는가?

 12-1. (절차위주) 지침서 ○
운영절차서 보유 *확보 필요 (비고 
참조)

 12-2. 강사자격 요건 ○
 12-3. 모니터링 방법

(운영주체 또는 제3자)
○

모니터링 평가서를 통해 실시간 평가가 
이루어지면 좋겠음

 12-4. 적절한 학습자원 지원
(강의장, 숙소, 빔프로젝터 등)

○

13. 위 사항을 고려하여 적절히 
운영하는가?

○

본 과정 제반업무 및 다음 과정 준비 
등 기본 업무량이 상당함. 교육개발 
절차서/운영절차서 등 표준(안)을 
마련하면 교육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음

14. 과정 평가 체계가 있는가? ○
15. 평가 과정에서 다음이 포함되는가?
 15-1. 평가지표 ○
 15-2. 평가체계



- 125 -

  15-2-1. 반응(만족도) 평가 ○
  15-2-2. 학습(성취도) 평가 ○
  15-2-3. 행동(현업적용도) 평가 ○
 15-3. 학습(성취도) 평가 방법
  15-3-1. 필기 ○
  15-3-2. 실기 ○
  15-3-3. 구술, 발표 ○
16. 평가 결과의 피드백 체계가 

존재하는가?
○

17. 평가결과에 대한 분석이 적절히 
이루어지는가?

○

18. 평가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적절히 
이루어지는가?

○

(총괄진단) 
전반적으로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점을 반영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의견들도 있음. 예를 들어, 시험문제 풀이 시간 증대를 원하는 의견이 매년 제기되고 
있으나 이는 전체 일정과도 연관되어 있어 적용하지 못한 한계가 있음

(총괄제안) 
교수제도(강사인력 pool 제도) 도입 등 시스템적 개선을 통해 대체인력의 편성이 가능하도록 
하여 운영자가 전체 일정 조정이 수월해 질 수 있음
A. 교수제도 도입을 통해 전문성과 전달력 등 강사의 자질을 고루 갖춘 인력 pool을 구성하

여 강의의 질을 높였으면 함
B. 연수원 차원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를 배정하여 운영자와 함께 교육을 설계, 개발하였으면 함
C. 운영자 외에 별도의 모니터링 요원 또는 전문가를 배정하여 운영 중 과정 전반을 모니터

링 및 평가하여 운영자의 부담을 덜어주었으면 함

(참고자료)
A. 교육계획 및 결과 보고서
B. 설문지 및 만족도 조사 결과서
C. 대외공문
D. 교보재 
E. 운영절차서

(비고)
과정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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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계획 및 진행 일정

세부업무 시행내용
참

고계획 진행
시행

(준비)
완료

1 D-60 준비 교육대상(기관) 확인 안내문 발송 준비

2 계획서, 안내문 작성 -

3 실시계획 내부결재 품의 -

4 교육센터 홈페이지 게시 -

5 안내문 우편 발송 우편송부 작업

6 시간표작성 -

7 D-30 강사위촉 품의 -

8 강사위촉 강의 자료 의뢰

9 수강접수 마감 -

10 D-20 교육비 환급 지정 신청 한국산업인력공단

11 교재, 강의자료 준비 -

12 강의실 확인 프로젝트, 포인터 등

13 (현수막 준비:특별한 경우) -

14 D-7 연수생, 강사에게 메일전송 개강안내 및 강의일자

15 출입의뢰,교육발령 의뢰(소내) -

16 차량 배차 신청 필요시

17 숙소 확인(누리관) 필요시

18 교재, 강의실, 안내판 등 -

19 기념촬영 의뢰 -

20 교육비 입금 확인 -

21 다과 준비 -

22 D 개강 Orientation -

23 기념 촬영 -

24 교육비계산서 작성 및 배부 -

25 연수이력카드 확인 -

26 (문화탐방(Workshop) 등) 필요시 차량 확인

27 (식사 초대) 강사, 연수생 등

28
수료 

3일전
수료준비

수료 내부결재, 

설문지 등

29 수료증, 기념사진 등 확인 교육자료 CD

30
수료

당일
수료 (산업인력공단 송부)

수료자, 출석부, 

훈련일지 송부

31
D+3이

내

강사료지급,강사/연수생 감사 
메일

강사료내역, 

강의확인서 준비

32 설문, 평가 등 집계 -

33 D+10 결과보고 -

34 결과 발송(필요 기관) -

35 최종 File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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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문항 Y N 진단

1. 교육과정을 위한 수요를 
분석하는가?

○

각 대학의 원자력공학과에서 
실험실습 학점 이수를 목표로 
연구원에 강의 개설을 요청

2. 분석 주체는 누구인가?
 2-1. 운영주체

(과정 담당자, 과정 담당부서)
 2-2. 강사
 2-3. 강사 외 내용 전문가
 2-4. 외부 기관에서 요청 ○
3. 분석 방법은 무엇인가?
4. 수요 분석 수준이 적절한가? ○ 각 대학에서 학생 수를 통보함

5. 설계 절차가 명시되어 있는가? ○
별도의 명시된 설계 절차서는 
없으며, 운영절차서에 의거하여 교육 
실시

6. 수요 분석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는가?

○
각 대학에서 신청한 학생 수를 
반영하여 과정을 편성함

7. 설계 과정에서 다음의 요소를 
명시하는가?

 7-1. 목적(Mission) ○

 7-2. 목표(Objective) ○
학업성취도와 연계된 구체적인 목표 
부재, 지식/실무/기술 달성 목표 
수준의 명시가 필요함

 7-3. 대상(Target) ○
원자력공학과 3~4학년의 고학년 
학생 대상

 7-4. 범위(Scope) ○

 7-5. 강사 ○

강사의 경력, 전문성, 전달력 등 본 
과정에 필요한 몇 가지 강사의 자질 
및 자격 요건의 설정이 필요하나, 
소수의 전문 강사가 강의를 도맡고 
있어 현재로선 의미가 없음

 7-6. 평가 방법
  7-6-1. 반응(만족도) 평가 ○

  7-6-2. 학습(성취도) 평가 ○
5개 과목에 대한 실습평가와 
태도평가를 통한 합산 점수를 각 
대학에 통보

  7-6-3. 행동(현업적용도) 평가 ○
 7-7. 학습 자원(장비, 시설, 교보재 등) ○
8. 설계 과정에서 다음의 사항을 

적절히 반영하는가? 
 8-1. 교수학습 필수내용

(지식, 기술, 행동)
○

과목별 실습에 필요한 내용을 
강사들과 협의하여 교재내용 개편

 8-2. 교수학습 기본지침 ○
9. 개발 주체는 누구인가?

 9-1. 운영주체
(과정 담당자, 과정 담당 부서)

○ 강사와의 협의를 통해 요청

<원자력 실험실습과정 : 원자력공학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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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강사 ○ 전문적인 강의 내용의 수정, 보완
 9-3. 강사 외 내용 전문가
10. 운영주체가 개발과정을 

검토하는가?
○

기본적으로 요청한 사항만을 검토, 
세부적인 내용은 강사에 의존

11. 개발 과정에서 다음의 사항을 
적절히 반영하는가?

 11-1. 교수학습 내용과 학습 
목표와의 부합성

○ 전반적으로 부합

 11-2. 교수학습 내용과 학습자 
수준과의 부합성

○ 3~4학년의 고학년 학생 수준에 부합

 11-3. 각 과목 세부 내용의 
체계성(논리, 중복)

○
일부 강의내용이 중복되어 전문가를 
통한 내용 검토가 필요

 11-4. 강의 교안의 외형적 품질
(자료형식, 오타)

○

12. 운영 과정에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는가?

 12-1. (절차위주) 지침서 ○ 운영절차서 보유
 12-2. 강사자격 요건 ○

 12-3. 모니터링 방법
(운영주체 또는 제3자)

○
실시간 평가가 이루어지면 좋지만 
강사들이 부담을 느껴 모니터링을 
하기 어려움 

 12-4. 적절한 학습자원 지원
(강의장, 숙소, 빔프로젝터 등)

○

13. 위 사항을 고려하여 적절히 
운영하는가?

○

14. 과정 평가 체계가 있는가? ○ 반응(만족도) 평가, 학습(성취도) 평가

15. 평가 과정에서 다음이 포함되는가?
 15-1. 평가지표 ○
 15-2. 평가체계
  15-2-1. 반응(만족도) 평가 ○
  15-2-2. 학습(성취도) 평가 ○
  15-2-3. 행동(현업적용도) 평가 ○
 15-3. 학습(성취도) 평가 방법
  15-3-1. 필기 ○ 실습에 대한 내용을 필기로 평가
  15-3-2. 실기 ○ 실기 평가 병행
  15-3-3. 구술, 발표 ○
16. 평가 결과의 피드백 체계가 

존재하는가?
○

17. 평가결과에 대한 분석이 적절히 
이루어지는가?

○

18. 평가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적절히 이루어지는가?

○

(총괄진단)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개선점을 반영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의견들은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예를 들어 학생 수가 많은 경우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기 어려워 이론을 한 번에 몰아서 과정을 편성하여 학생들이 부담을 



- 129 -

느끼는 경우가 있음 

(총괄제안) 
교수제도(강사인력 pool 제도) 도입 등 시스템적 개선을 통해 대체인력의 편성이 가능하도록 
하여 운영자가 전체 일정 조정이 수월해 질 수 있음
A. 교수제도 도입을 통해 전문성과 전달력 등 강사의 자질을 고루 갖춘 인력 pool을 

구성하여 강의의 질을 높였으면 함
B. 연수원 차원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를 배정하여 운영자와 함께 교육을 설계, 
개발하였으면 함
C. 운영자 외에 별도의 모니터링 요원 또는 전문가를 배정하여 운영 중 과정 전반을 

모니터링 및 평가하여 운영자의 부담을 덜어주었으면 함
(참고자료)
A. 교육계획 및 결과 보고서
B. 설문지 및 만족도 조사 결과서
C. 대외공문
D. 교보재 
(비고)
매년 2회에 걸친 강사회의를 통해 교안검토 및 개선을 하고 있어 내용 면에서 크게 
문제는 없으나, 위의 총괄제안에서의 시스템적인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한 일부 
내용의 중복 문제의 해결과 세부적인 내용의 검토가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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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문항 Y N 진단

1. 교육과정을 위한 수요를 

분석하는가?
○

연구재단 교육과제 수주(1억원)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원자력 관련학과를 

개설한 6개 내외 대학교와 사전 

접촉을 통해 수요분석 실시

2. 분석 주체는 누구인가?
 2-1. 운영주체

(과정 담당자, 과정 담당부서)
○

 2-2. 강사
 2-3. 강사 외 내용 전문가
 2-4. 외부 기관에서 요청
3. 분석 방법은 무엇인가?

4. 수요 분석 수준이 적절한가? ○
사전 접촉을 통해 수강생 수와 수준 

예측

5. 설계 절차가 명시되어 있는가? ○

별도의 명시된 설계 절차서는 

없으며, 운영절차서에 의거하여 교육 

실시
6. 수요 분석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는가?
○

각 대학에서 신청한 학생 수를 

반영하여 과정을 편성함
7. 설계 과정에서 다음의 요소를 

명시하는가?
 7-1. 목적(Mission) ○

 7-2. 목표(Objective) ○

학업성취도와 연계된 구체적인 목표 

부재, 지식/실무/기술 달성 목표 

수준의 명시가 필요함

 7-3. 대상(Target) ○
원자력공학과 3~4학년의 고학년 

학생 대상
 7-4. 범위(Scope) ○

 7-5. 강사 ○

강사의 경력, 전문성, 전달력 등 본 

과정에 필요한 몇 가지 강사의 자질 

및 자격 요건의 설정이 필요하나, 

소수의 전문 강사가 강의를 도맡고 

있어 현재로선 의미가 없음
 7-6. 평가 방법
  7-6-1. 반응(만족도) 평가 ○

  7-6-2. 학습(성취도) 평가 ○

5개 과목에 대한 실습평가와 

태도평가 합산 점수를 각 대학에 

통보
  7-6-3. 행동(현업적용도) 평가 ○
 7-7. 학습 자원(장비, 시설, 교보재 등) ○
8. 설계 과정에서 다음의 사항을 

적절히 반영하는가? 
 8-1. 교수학습 필수내용

(지식, 기술, 행동)
○

과목별 실습에 필요한 내용을 

강사들과 협의하여 교재내용 개편
 8-2. 교수학습 기본지침 ○
9. 개발 주체는 누구인가?

<원자력실험실습 과정 : 원자력관련학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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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운영주체

(과정 담당자, 과정 담당 부서)
○ 강사와의 협의를 통해 요청

 9-2. 강사 ○ 전문적인 강의 내용의 수정, 보완
 9-3. 강사 외 내용 전문가
10. 운영주체가 개발과정을 

검토하는가?
○

기본적으로 요청한 사항만을 검토, 

세부적인 내용은 강사에 의존
11. 개발 과정에서 다음의 사항을 

적절히 반영하는가?
 11-1. 교수학습 내용과 학습 

목표와의 부합성
○ 전반적으로 부합

 11-2. 교수학습 내용과 학습자 

수준과의 부합성
○ 3~4학년의 고학년 학생 수준에 부합

 11-3. 각 과목 세부 내용의 체계성

(논리, 중복)
○

일부 강의내용이 중복되어 전문가를 

통한 내용 검토가 필요
 11-4. 강의 교안의 외형적 품질

(자료형식, 오타)
○

12. 운영 과정에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는가?
 12-1. (절차위주) 지침서 ○ 운영절차서 보유
 12-2. 강사자격 요건 ○

 12-3. 모니터링 방법

(운영주체 또는 제3자)
○

실시간 평가가 이루어지면 좋지만 

강사들이 부담을 느껴 모니터링을 

하기 어려움 
 12-4. 적절한 학습자원 지원

(강의장, 숙소, 빔프로젝터 등)
○

13. 위 사항을 고려하여 적절히 

운영하는가?
○

14. 과정 평가 체계가 있는가? ○ 반응(만족도) 평가, 학습(성취도) 평가
15. 평가 과정에서 다음이 포함되는가?
 15-1. 평가지표 ○
 15-2. 평가체계
  15-2-1. 반응(만족도) 평가 ○
  15-2-2. 학습(성취도) 평가 ○
  15-2-3. 행동(현업적용도) 평가 ○
 15-3. 학습(성취도) 평가 방법
  15-3-1. 필기 ○ 실습에 대한 내용을 필기로 평가
  15-3-2. 실기 ○ 실기 평가 병행
  15-3-3. 구술, 발표 ○
16. 평가 결과의 피드백 체계가 

존재하는가?
○

17. 평가결과에 대한 분석이 적절히 

이루어지는가?
○

18. 평가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적절히 이루어지는가?
○

(총괄진단)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개선점을 반영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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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의견들은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예를 들어 학생 수가 많은 경우 이론과 

실습을 교차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워 이론을 단기간에 몰아서 수강하므로 학생들이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있음 

(총괄제안) 

교수제도(강사인력 pool 제도) 도입 등 시스템적 개선을 통해 대체인력의 편성이 

가능하도록 하여 운영자가 전체 일정 조정이 수월해 질 수 있음

A. 교수제도 도입을 통해 전문성과 전달력 등 강사의 자질을 고루 갖춘 인력 pool을 

구성하여 강의의 질을 높였으면 함

B. 연수원 차원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를 배정하여 운영자와 함께 교육을 설계, 

개발하였으면 함

C. 운영자 외에 별도의 모니터링 요원 또는 전문가를 배정하여 운영 중 과정 전반을 

모니터링 및 평가하여 운영자의 부담을 덜어주었으면 함
(참고자료)

A. 교육계획 및 결과 보고서

B. 설문지 및 만족도 조사 결과서

C. 대외공문

D. 교보재 
(비고)

매년 2회에 걸친 강사회의를 통해 교안검토 및 개선을 하고 있어 내용 면에서 크게 

문제는 없으나, 위의 총괄제안에서의 시스템적인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한 일부 

내용의 중복 문제의 해결과 세부적인 내용의 검토가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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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문항 Y N 진단

1. 교육과정을 위한 수요를 분석하는가? ○

본 과정은 특정 기관(한수원)의 과정 

개설요청에 따라 개설이 되며 그 후 

위의 과정을 거침

2. 분석 주체는 누구인가?
 2-1. 운영주체(과정 담당자, 과정 담당부서)
 2-2. 강사
 2-3. 강사 외 내용 전문가
 2-4. 외부 기관에서 요청 ○
3. 분석 방법은 무엇인가?

4. 수요 분석 수준이 적절한가? ○

단순 공지에 의한 수강생 모집보다 

과정의 잠재수요 파악이 필요함. 이를 

통해 과정의 연속성 예측이 가능하며, 

교육대상이 필요로 하는 기술/지식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음.

다만, 이는 교육의 목적과 수강대상을 

사전에 명확히 설정해야만 가능함 

5. 설계 절차가 명시되어 있는가? ○

운영절차서에 의거하여 교육 실시, 

별도의 표준화된 설계서가 마련되면 

도움이 될 수 있음

6. 수요 분석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는가? ○
잠재수요 파악 등 능동적 수요 분석 

결과를 설계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7. 설계 과정에서 다음의 요소를 

명시하는가?
 7-1. 목적(Mission) ○

 7-2. 목표(Objective) ○
지식/실무/기술 달성 수준 등 

구체적인 목표 설정이 필요함

 7-3. 대상(Target) ○

교육 대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교육내용을 대상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7-4. 범위(Scope) ○

 7-5. 강사 ○

강사의 경력, 전문성, 전달력 등 본 

과정에 필요한 몇 가지 강사의 자질 

및 자격 요건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7-6. 평가 방법
  7-6-1. 반응(만족도) 평가 ○
  7-6-2. 학습(성취도) 평가 ○ 성취도 평가 없음

  7-6-3. 행동(현업적용도) 평가 ○

대상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는 가능함

1) 관련 종사자 : 현업적용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조사 가능
 7-7. 학습 자원(장비, 시설, 교보재 등) ○
8. 설계 과정에서 다음의 사항을 적절히 

반영하는가? 
 8-1. 교수학습 필수내용(지식, 기술, 행동) ○

 8-2. 교수학습 기본지침 ○
기본지침을 마련하여 과정 내용의 

중복, 누락 방지 가능

<확률론적안전성평가 및 리스크정보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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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개발 주체는 누구인가?
 9-1. 운영주체

(과정 담당자, 과정 담당 부서)
○

 9-2. 강사 ○
 9-3. 강사 외 내용 전문가 ○ 내용 전문가를 강사로 활용하고 있음

10. 운영주체가 개발과정을 검토하는가? ○
교안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음
11. 개발 과정에서 다음의 사항을 적절히 

반영하는가?
 11-1. 교수학습 내용과 학습 목표와의 

부합성
○ 일부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있음

 11-2. 교수학습 내용과 학습자 수준과의 

부합성
○

2주 과정으로 1주차는 기초, 2주차는 

심화과정으로 진행되며 이에 따라 

내용이 어렵거나 혹은 쉽거나 할 

것으로 생각됨

(전문 강사 의견 : 학습내용은 PSA의 

전반적인 기술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학습자의 다양한 기술수준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음)

 11-3. 각 과목 세부 내용의 체계성(논리, 

중복)
○

연구부서에서 교과목을 구성하며 

중복되는 교과목은 없으나 강의 

과정에서 내용의 중복이 있다고 

판단됨

(전문 강사 의견 : 각 과목은 PSA 

기술을 단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짜여 있고, 중복되는 

강의는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
 11-4. 강의 교안의 외형적 품질

(자료형식, 오타)
○

강사의 내용개발에 전적으로 의존, 

운영자의 검토가 필요함
12. 운영 과정에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는가?
 12-1. (절차위주) 지침서 ○ 운영절차서 보유 
 12-2. 강사자격 요건 ○
 12-3. 모니터링 방법

(운영주체 또는 제3자)
○

모니터링 평가서를 통해 실시간 

평가가 이루어지면 좋겠음
 12-4. 적절한 학습자원 지원

(강의장, 숙소, 빔프로젝터 등)
○

13. 위 사항을 고려하여 적절히 운영하는가? ○

본 과정 제반업무 및 다음 과정 준비 

등 기본 업무량이 상당함. 교육개발 

절차서/운영절차서 등 표준(안)을 

마련하면 교육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음
14. 과정 평가 체계가 있는가? ○
15. 평가 과정에서 다음이 포함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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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평가지표 ○
 15-2. 평가체계
  15-2-1. 반응(만족도) 평가 ○
  15-2-2. 학습(성취도) 평가 ○
  15-2-3. 행동(현업적용도) 평가 ○
 15-3. 학습(성취도) 평가 방법
  15-3-1. 필기 ○
  15-3-2. 실기 ○
  15-3-3. 구술, 발표 ○
16. 평가 결과의 피드백 체계가 존재하는가? ○
17. 평가결과에 대한 분석이 적절히 

이루어지는가?
○

18. 평가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적절히 

이루어지는가?
○

(총괄진단) 

전반적으로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점을 반영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의견들도 있음

(총괄제안) 

교수제도(강사인력 pool 제도) 도입 등 시스템적 개선을 통해 대체인력의 편성이 가능하도록 

하여 운영자가 전체 일정 조정이 수월해 질 수 있음

A. 교수제도 도입을 통해 전문성과 전달력 등 강사의 자질을 고루 갖춘 인력 pool을 

구성하여 강의의 질을 높였으면 함

B. 교육센터 차원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를 배정하여 운영자와 함께 교육을 설계, 

개발하였으면 함

C. 운영자 외에 별도의 모니터링 요원 또는 전문가를 배정하여 운영 중 과정 전반을 

모니터링 및 평가하여 운영자의 부담을 덜어주었으면 함
(참고자료)

A. 교육계획 및 결과 보고서

B. 설문지 및 만족도 조사 결과서

C. 대외공문

D. 교보재 

E. 운영절차서

(비고)

- 특정 기관(한수원)의 과정 개설요청에 의해 개설되며 다른 기관은 안내문 발송 및 공지를 

통하여 교육생 모집. 이에 따라 한수원 참여 인원의 정확한 예측을 통하여 다른 기관의 

교육생 모집에 따라 적정 수준의 교육생 유지 필요(교육생이 많으면 실습이 어렵고, 

적으면 폐강의 가능성 있음)

-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교육관리팀에서 처리하며 기술적인 부분(예: 과목선정, 강사편성, 

강의자료 등)은 연구부서(종합안전평가부)에 의존하고 있음

- 11-2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2주 과정(1주차: 기본, 2주차: 심화)으로 과정에 따른 교육생 

분리 없이 진행됨에 따라 교육생 수준에 따라 의견이 분분함. 이에 기본과 심화과정으로 

분리하여 실시해야할 것으로 판단됨.(교육생 및 강사의 요청이 과거에 있었음) 하지만 분리 

시행에 따른 행정 절차를 모두 교육담당자가 떠맡아야 하므로 업무 가중에 대한 대안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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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내용의 수준 및 내용의 중복 등에서 담당자(교육생)와 전문 강사의 의견이 상이하여 

추후 이에 대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과정개설 절차

 1. 한수원(주)의 개설요청(공문)을 원자력교육센터에서 수신

 2. 원자력교육센터와 강의전담부서(종합안전평가부) 협의

 3. 교육일정 3자 협의 (교육센터 중간 역할)

 4. 교육내용/강사선정/시간표 작성 (종합안전평가부)

 5. 이후 일반 산업과정과 동일하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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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문항 Y N 진단

1. 교육과정을 위한 수요를 분석하는가? ○ 외부기관에 안내문 발송 및 공지를 
통해 수강생 수를 예상하는 경험적 
수요에 기초하여 분석
전년도 과정 참석자 소속기관의 
경향을 분석하여 대상 기관을 점차 
늘려가고 있음

2. 분석 주체는 누구인가?
 2-1. 운영주체(과정 담당자, 과정 담당부서) ○
 2-2. 강사
 2-3. 강사 외 내용 전문가
 2-4. 외부 기관에서 요청
3. 분석 방법은 무엇인가?

4. 수요 분석 수준이 적절한가? ○

단순 공지에 의한 수강생 모집보다 
과정의 잠재수요 파악이 필요함. 이를 
통해 과정의 연속성 예측이 가능하며, 
교육대상이 필요로 하는 기술/지식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음
다만, 이는 교육의 목적과 수강대상을 
사전에 명확히 설정해야만 가능함 

5. 설계 절차가 명시되어 있는가? ○
운영절차서에 의거하여 교육 실시, 
별도의 표준화된 설계서가 마련되면 
도움이 될 수 있음

6. 수요 분석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는가? ○
잠재수요 파악 등 능동적 수요 분석 
결과를 설계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7. 설계 과정에서 다음의 요소를 
명시하는가?

 7-1. 목적(Mission) ○

 7-2. 목표(Objective) ○
지식/실무/기술 달성 수준 등 
구체적인 목표 설정이 필요함

 7-3. 대상(Target) ○
교육 대상이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교육내용이 대상에 집중되어 있음

 7-4. 범위(Scope) ○

 7-5. 강사 ○

강사의 경력, 전문성에 기초하여 
강사가 정해져 있음
하지만 별도로 강사의 경력, 전문성, 
전달력 등 본 과정에 필요한 몇 가지 
강사의 자질 및 자격 요건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7-6. 평가 방법
  7-6-1. 반응(만족도) 평가 ○
  7-6-2. 학습(성취도) 평가 ○ 성취도 평가 없음

  7-6-3. 행동(현업적용도) 평가 ○
대상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는 가능함
1) 관련 종사자 : 현업적용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조사 가능
 7-7. 학습 자원(장비, 시설, 교보재 등) ○
8. 설계 과정에서 다음의 사항을 적절히 

반영하는가? 

 8-1. 교수학습 필수내용(지식, 기술, 행동) ○ 과목별 전문지식 및 실무에 준하여 설계

 8-2. 교수학습 기본지침 ○ 강사 전문성에 의존

<방사선스펙트럼분석기술중급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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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개발 주체는 누구인가?
 9-1. 운영주체

(과정 담당자, 과정 담당 부서)
○

 9-2. 강사 ○
 9-3. 강사 외 내용 전문가 ○ 내용 전문가를 강사로 활용하고 있음

10. 운영주체가 개발과정을 검토하는가? ○
교안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음

11. 개발 과정에서 다음의 사항을 적절히 
반영하는가?

 11-1. 교수학습 내용과 학습 목표와의 
부합성

○

교안이 주로 감마분광분석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내용으로서, 일부 
교과목에서 지나치게 이론 위주의 
내용을 다루고 있어 실무에 직접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사료됨
전반적으로 핵물리 및 방사선계측에 
대한 이론학습 및 면허시험 준비에는 
활용 가능하나, 실제 감마분광분석을 
위한 실무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강의 교안 또한 일부 불필요한 내용이 
있으며 실무적인 내용으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11-2. 교수학습 내용과 학습자 수준과의 
부합성

○
담당자 의견 : 전문과정이나 
기초내용을 다루는 것에 대해서는 
학습자의 의견이 분분함

 11-3. 각 과목 세부 내용의 체계성
(논리, 중복)

○

 11-4. 강의 교안의 외형적 품질
(자료형식, 오타)

○
강사의 내용개발에 전적으로 의존, 
운영자의 검토가 필요함

12. 운영 과정에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는가?

 12-1. (절차위주) 지침서 ○ 운영절차서 보유 
 12-2. 강사자격 요건 ○
 12-3. 모니터링 방법

(운영주체 또는 제3자)
○

모니터링 평가서를 통해 실시간 평가
가 이루어지면 좋겠음

 12-4. 적절한 학습자원 지원
(강의장, 숙소, 빔프로젝터 등)

○

13. 위 사항을 고려하여 적절히 운영하는가? ○

본 과정 제반업무 및 다음 과정 준비 
등 기본 업무량이 상당함. 교육개발 
절차서/운영절차서 등 표준(안)을 
마련하면 교육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음

14. 과정 평가 체계가 있는가? ○
15. 평가 과정에서 다음이 포함되는가?
 15-1. 평가지표 ○
 15-2. 평가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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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1. 반응(만족도) 평가 ○
  15-2-2. 학습(성취도) 평가 ○
  15-2-3. 행동(현업적용도) 평가 ○
 15-3. 학습(성취도) 평가 방법
  15-3-1. 필기 ○
  15-3-2. 실기 ○
  15-3-3. 구술, 발표 ○
16. 평가 결과의 피드백 체계가 존재하는가? ○
17. 평가결과에 대한 분석이 적절히 

이루어지는가?
○

18. 평가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적절히 
이루어지는가?

○

(총괄진단) 
전반적으로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점을 반영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의견들도 있음

(총괄제안) 
교수제도(강사인력 pool 제도) 도입 등 시스템적 개선을 통해 대체인력의 편성이 가능하도록 
하여 운영자가 전체 일정 조정이 수월해 질 수 있음
A. 교수제도 도입을 통해 전문성과 전달력 등 강사의 자질을 고루 갖춘 인력 pool을 

구성하여 강의의 질을 높였으면 함
B. 연수원 차원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를 배정하여 운영자와 함께 교육을 설계, 개발하였으면 함
C. 운영자 외에 별도의 모니터링 요원 또는 전문가를 배정하여 운영 중 과정 전반을 

모니터링 및 평가하여 운영자의 부담을 덜어주었으면 함

(참고자료)
A. 교육계획 및 결과 보고서
B. 설문지 및 만족도 조사 결과서
C. 대외공문
D. 교보재 
E. 운영절차서
(비고)
- 전반적으로 다른 산업과정과 유사한 절차에 의해서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초 
과제에서 시작되어 교육과정까지 개발된 것으로 알고 있음

- 과거에는 특정 기관을 대상으로 과정이 개발되었으나 점차 수요가 다른 기관
(예: 환경연구원, 식약처, 감시기구 등)까지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음

- 과정의 체계적인 학습을 위하여 내용전문가를 통해 과정을 개편하고자 시도하였으나 일부 
강사의 반대로 개편하지 못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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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문항 Y N 진단

1. 교육과정을 위한 수요를 
분석하는가?

○

2. 분석 주체는 누구인가?
 2-1. 운영주체

(과정 담당자, 과정 담당부서)
○

 2-2. 강사
 2-3. 강사 외 내용 전문가

 2-4. 외부 기관에서 요청
외형적으로는 KOICA 요청에 의한 
것이나 KAERI가 제안하고 있음.

3. 분석 방법은 무엇인가?
센터의 일반적/경험적 국제환경 및 
협력 인식에 의한 판단 (문서화된 
대상의 요구역량 및 현 수준이 없음)

4. 수요 분석 수준이 적절한가? ○

개발도상국이 이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것은 확실해 보이나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어떤 
내용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파악이 필요함. 또한 KAERI가 
제공할 수 있는 범위도 생각해야 함

5. 설계절차가 명시되어 있는가? ○

센터 전문성에 의한 과목 편성 및 
강사 선정(Gap을 채우고 센터의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설계 개념 
필요) 

6. 수요 분석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는가?

○ IAEA NPP Infra 19 Issues 반영 

7. 설계 과정에서 다음의 요소를 
명시하는가?

-목적: 1)참가자간 네트워크는 물론 
국가 및 기관 간 네트워크도 
필요함, 2)근본적인 목표와 전략이 
필요함
-과정 전체 논리 전개 개념 정리 
필요(PM을 주축으로 한 기술과 
인프라의 연계 및 논리에 따른 
강의 순서 및 grouping 필요) 

-WG 지속발전 필요, 이러닝 도입 
필요

 7-1. 목적(Mission) ○
 7-2. 목표(Objective) ○
 7-3. 대상(Target) ○
 7-4. 범위(Scope) ○ 강의별  개요(Outline) 등이 없음
 7-5. 강사 ○ 강사 자격 요건이 없음 
 7-6. 평가 방법
  7-6-1. 반응(만족도) 평가 ○ 수강자 대상 설문
  7-6-2. 학습(성취도) 평가 ○ 수강자 대상 설문
  7-6-3. 행동(현업적용도) 평가

 7-7. 학습 자원(장비, 시설, 교보재 등)

<KOICA/IAEA/KAERI 협력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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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설계 과정에서 다음의 사항을 
적절히 반영하는가? 

-과정/프로그램 특수성: IAEA 
강의/강사 및 수강생 선정이 
제한적이고, 대상이 다양함
-근본적인 목표와 전략이 필요함: 
참가자간 네트워크는 물론 국가 및 
기관 간 네트워크도 필요함
-과정 전체 논리 전개 개념 정리 
필요(PM을 주축으로 한 기술과 
인프라의 연계 및 논리에 따른 
강의 순서 및 grouping 필요)
-전략적(네트워크 구축: 대상국 
선별), 혁신적(WG 운영, 이러닝 
도입)

 8-1. 교수학습 필수내용
(지식, 기술, 행동)

○ Prospectus 수준

 8-2. 교수학습 기본지침 ?
9. 개발 주체는 누구인가?
 9-1. 운영주체

(과정 담당자, 과정 담당 부서)
○ 강사섭외, 안내, 취합 등

 9-2. 강사 ○

-선정된 강사들에게 일반적인 
강의자료 작성 지침만 제시하고 
PPT 및 Text 자료를 작성하도록 
함

 9-3. 강사 외 내용 전문가
10. 운영주체가 개발과정을 

검토하는가?
○

검토과정 없이 KOICA에 주어 강의 
자료를 발간하도록 함

11. 개발 과정에서 다음의 사항을 
적절히 반영하는가?

 11-1. 교수학습 내용과 학습 
목표와의 부합성

○

 11-2. 교수학습 내용과 학습자 
수준과의 부합성

○
-대부부분 논리가 잘 구성되어 
있으나, 일부 강의의 내용이 
복잡하고, 우리나라의 경험에 대한 
언급이 없는 강의가 많음
-대부분 내용이 좋고 풍부하며, 
일부 강의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
-중복이 일부 있음

 11-3. 각 과목 세부 내용의 체계성
(논리, 중복)

○

 11-4. 강의 교안의 외형적 품질
(자료형식, 오타)

○

-외형은 고품질 
-PPT 형식은 여러 강의 자료에서 
지켜지지 않으며, 근본적인 문제로 
보임(IAEA, 강사 기관 로고, 지침 
무시하고 옛것 사용 등) 

12. 운영 과정에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는가?

 12-1. (절차위주) 지침서 ○ -자세한 엑셀 체크리스트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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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참조)
-KAERI 담당자 주관, KOICA 참관 
및 지원, 유관 부서/기관 협력

 12-2. 강사자격 요건 ○
 12-3. 모니터링 방법

(운영주체 또는 제3자)
○

 12-4. 적절한 학습자원 지원
(강의장, 숙소, 빔프로젝터 등)

○

13. 위 사항을 고려하여 적절히 
운영하는가?

○
-교재 개정 필요
-적절한 강사풀 확보 필요

14. 과정 평가 체계가 있는가? ○
-국제교유팀 차원의 공동 설문지 
사용(과정 전후 설문)

15. 평가 과정에서 다음이 
포함되는가?

 15-1. 평가지표 ○

-수강자 수
-수강자 만족도/성취도
-전략적 가치 실현도 필요함(국가 
발표 포함)

 15-2. 평가체계
수강자에 대한 평가, 과정 모니터링, 
강사의 소감 등이 추가될 필요가 있음 

  15-2-1. 반응(만족도) 평가 ○ 수강자 대상 설문
  15-2-2. 학습(성취도) 평가 ○ 수강자 대상 설문
  15-2-3. 행동(현업적용도) 평가 ○
 15-3. 학습성취도 평가방법
  15-3-1. 필기 ○
  15-3-2. 실기 ○
  15-3-3. 구술, 발표 ○
16. 평가 결과의 피드백 체계가 

존재하는가?
○

보고서에 명시 후 반영(공식화된 
절차는 없음)

17. 평가결과에 대한 분석이 적절히 
이루어지는가?

○

18. 평가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적절히 이루어지는가?

(총괄진단) 
3자 협력이라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움. 가장 강화된 SAT를 적용하고 있는 과정중의 
하나임. 수강자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과정 설계 및 평가 관점). 내용을 
Management를 중심으로 기술 및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다루면 좋겠음. Check list가 
잘되어 있음(시간개념을 넣으면 매뉴얼이 됨. 일부 분류개념 조정 필요), Country 
report의 적극적 활용 중요, Network에 대한 개념 정리 필요(수장자-수강자, 
수강자-간사, KAERI-대상기관

(참고자료)
A. 연말보고서
B. 교육계획 및 결과 보고서
C. 설문지 및 만족도 조사 결과서
D. 강의자료(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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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문항 Y N 진단

1. 교육과정을 위한 수요를 
분석하는가?

○

2. 분석 주체는 누구인가?
 2-1. 운영주체

(과정 담당자, 과정 담당부서)
○

 2-2. 강사
 2-3. 강사 외 내용 전문가
 2-4. 외부 기관에서 요청 ○ RCA RO 요청

3. 분석 방법은 무엇인가?
RCA RO 지침에 의한 자체 전문가 
판단(기술분야 도출) 

4. 수요 분석 수준이 적절한가? ○ 기술 분야만 언급하고 있음  

5. 설계 절차가 명시되어 있는가? ○
다양한 문헌과 기술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였다고 만 언급 
되어 있음

6. 수요 분석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는가?

○ 개념적 수준에서의 반영

7. 설계 과정에서 다음의 요소를 
명시하는가?

 7-1. 목적(Mission) ○ 센터 입장의 네트워킹 고려 필요
 7-2. 목표(Objective) ○

 7-3. 대상(Target) ○
RCA 국가 관련분야 기술 책임자 및 
관리자급으로만 명시(빈약함)

 7-4. 범위(Scope) ○ 기술분야 만 명시함

 7-5. 강사 ○
강사의 경력, 전문성, 전달력 등 본 
과정에 필요한 몇 가지 강사의 자질 
및 자격 요건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7-6. 평가 방법
  7-6-1. 반응(만족도) 평가 ○
  7-6-2. 학습(성취도) 평가 ○ 수강자 대상 설문 방식으로 함
  7-6-3. 행동(현업적용도) 평가 ○
 7-7. 학습 자원

(장비, 시설, 교보재 등)
○

특기 사항이 별로 없어서 그럴 수도 
있음

8. 설계 과정에서 다음의 사항을 
적절히 반영하는가? 

 8-1. 교수학습 필수내용
(지식, 기술, 행동)

○

 8-2. 교수학습 기본지침 ○
과정내용 전체를 묶는 강의가 
필요해 보이며, 내용의 심도를 
맞추는 기본지침이 필요해보임

9. 개발 주체는 누구인가?
 9-1. 운영주체

(과정 담당자, 과정 담당 부서)
○ 강사 섭외 및 강의자료 취합

 9-2. 강사 ○ 강의자료 작성
 9-3. 강사 외 내용 전문가

<RCA RO 워크숍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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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운영주체가 개발과정을 
검토하는가?

○
교안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음

11. 개발 과정에서 다음의 사항을 
적절히 반영하는가?

 11-1. 교수학습 내용과 학습 
목표와의 부합성

○
제공되는 정보는 풍부함
내용의 범위가 너무 넓은 반면 강의 
내용의 심도가 너무 깊은 것들이 
있음(논문 내용을 그대로 다룬 것도 
있음)

 11-2. 교수학습 내용과 학습자 
수준과의 부합성

○

 11-3. 각 과목 세부 내용의 체계성
(논리, 중복)

○

-한국의 연구로 현황에 대한 일반적 
사항이 일부 중복됨
-RT에 대한 교육훈련을 다루는데 
어려움이 있어 보임
-이론만 있고 한국의 경험(제도 
등)이 없는 강의도 있음(방사선 
영향) 

 11-4. 강의 교안의 외형적 품질
(자료형식, 오타)

○
자료 형식이 통일되지 않음
옛날 KAERI 로고를 사용한 
자료들이 있음

12. 운영 과정에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는가?

 12-1. (절차위주) 지침서 ○ 확인 필요

 12-2. 강사자격 요건 ○
자격요건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임

 12-3. 모니터링 방법
(운영주체 또는 제3자)

○

 12-4. 적절한 학습자원 지원
(강의장, 숙소, 빔프로젝터 등)

○

13. 위 사항을 고려하여 적절히 
운영하는가?

○
수강자 만족도 설문에 결과 외에는 
판단 방법이 없음

14. 과정 평가 체계가 있는가? ○ 수강자 대상 설문
15. 평가 과정에서 다음이 

포함되는가?

 15-1. 평가지표 ?

-수강자 전체 만족도, 분야별 만족도
(프로그램, 강사, 시설, 방문 등)
-목적에 대응하는 성과지표 
필요(네트워크는 센터입장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센터입장의 
기대효과도 확장이 필요함)

 15-2. 평가체계
  15-2-1. 반응(만족도) 평가 ○ 수강자 설문(국제팀 양식)
  15-2-2. 학습(성취도) 평가 ○ 수강자 설문(국제팀 양식)
  15-2-3. 행동(현업적용도) 평가 ○
 15-3. 학습성취도 평가방법 수강자 설문(국제팀 양식)
  15-3-1. 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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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2. 실기 ○
  15-3-3. 구술, 발표 ○
16. 평가 결과의 피드백 체계가 

존재하는가?
○ 피드백 체계가 있는지 알 수 없음

17. 평가결과에 대한 분석이 적절히 
이루어지는가?

○

학습효과가 0 이하인 것에 대한 
재해석 필요
강의 내용이 더 자세해야 된다는 데 
대한 재해석 필요 

18. 평가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적절히 이루어지는가?

?
개선 제안사항을 언급하고는 있음 
시설방문은 안 맞음

(총괄진단) 
RCA RO의 정책방향에 맞추어 과정 목표 및 내용/범위를 정하는데 제한성이 있다. 
RR, RT Application 및 SMART를 동시에 다루다 보니 기술적 범위가 너무 넓은 반면 
강의 내용은 일부의 경우 너무 전문화되어 있다.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국 기술을 
홍보하는 과정 취지에 맞추어 강의 내용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 과정관리자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총괄제안) 
Country Report 활용 필요
(참고자료)
A. 연말보고서
B. 과정실시 계획서
C. 교육과정 결과 보고(서): 설문지 및 만족도 조사 결과 포함
D. 강의자료(PPT)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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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문항 Y N 진단

1. 교육과정을 위한 수요를 분석하는가? ○
2. 분석 주체는 누구인가?
 2-1. 운영주체(과정 담당자, 과정 담당부서) ○
 2-2. 강사
 2-3. 강사 외 내용 전문가
 2-4. 외부 기관에서 요청 ○ WNU와의 협력 
3. 분석 방법은 무엇인가? 교육센터 전문성에 의한 판단
4. 수요 분석 수준이 적절한가? ○ 좀 더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해 보임
5. 설계 절차가 명시되어 있는가?   ○
6. 수요 분석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는가? ○
7. 설계 과정에서 다음의 요소를 

명시하는가?
 7-1. 목적(Mission) ○
 7-2. 목표(Objective) ○
 7-3. 대상(Target) ○
 7-4. 범위(Scope) ○
 7-5. 강사 ○ 국내 및 국외 강사(CEO 급)
 7-6. 평가 방법
  7-6-1. 반응(만족도) 평가 ○
  7-6-2. 학습(성취도) 평가
  7-6-3. 행동(현업적용도) 평가
 7-7. 학습 자원(장비, 시설, 교보재 등) ○
8. 설계 과정에서 다음의 사항을 

적절히 반영하는가? 
 8-1. 교수학습 필수내용

(지식, 기술, 행동)
○

 8-2. 교수학습 기본지침 ○
9. 개발 주체는 누구인가?
 9-1. 운영주체

(과정 담당자, 과정 담당 부서)
○ 개발 총괄

 9-2. 강사 ○ 강의자료 개발
 9-3. 강사 외 내용 전문가 ○
10. 운영주체가 개발과정을 

검토하는가?
○

11. 개발 과정에서 다음의 사항을 
적절히 반영하는가?

 11-1. 교수학습 내용과 학습 
목표와의 부합성

○ 좋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11-2. 교수학습 내용과 학습자 
수준과의 부합성

○
대상이 다양하여 심도를 정하기 
어려워 보임

 11-3. 각 과목 세부 내용의 체계성
(논리, 중복)

○

 11-4. 강의 교안의 외형적 품질
(자료형식, 오타)

○
강의자료 형식이 각양각색임
(문제는 첫 장에 과정명, 로고 등도 없음) 

<WNU Course on Key Issues in the World Nuclear Industry Today> 



- 147 -

12. 운영 과정에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는가?

 12-1. (절차위주) 지침서 ○ 한 장짜리 메모(주요 점검사항) 사용
 12-2. 강사자격 요건 ○ 개념적 요건
 12-3. 모니터링 방법

(운영주체 또는 제3자)
○

 12-4. 적절한 학습자원 지원
(강의장, 숙소, 빔프로젝터 등)

○ 서울에 장소를 임대하여 수행

13. 위 사항을 고려하여 적절히 
운영하는가?

○

14. 과정 평가 체계가 있는가? ○
수강자 대상 설문(국제팀 공통 
설문지 사용: 과정 전후): 강사 및 
시설에 대한 적합도 만 평가함

15. 평가 과정에서 다음이 포함되는가?
 15-1. 평가지표 ?
 15-2. 평가체계
  15-2-1. 반응(만족도) 평가 ○
  15-2-2. 학습(성취도) 평가 ○
  15-2-3. 행동(현업적용도) 평가 ○
 15-3. 학습성취도 평가방법
  15-3-1. 필기 ○ 과정 전후 퀴즈 시험(무기명)
  15-3-2. 실기 ○
  15-3-3. 구술, 발표 ○
16. 평가 결과의 피드백 체계가 

존재하는가?
○

17. 평가결과에 대한 분석이 적절히 
이루어지는가?

○

-연말 보고서에 강사적합도와 
시설에 대한 설문만 있음
-수강생 구성에 대한 평가가 특이함
-퀴즈평가가 특이함

18. 평가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적절히 이루어지는가?

○
과정운영자 수준에서 성실하게 
반영하고 있음(안전성 주제 강화, 
퀴즈 평가 도입: 비고 참조)

(총괄진단) 
- 좋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수강자 모집이 중요해 보임
- 본 과정이 다루고 있는 주제들과 국제적 강사동원으로 실질적인 수요가 있는, 

수익성 있는 과정임. 다만 대상이 다양하여 심도있는 결정이 어려워 보임
- 실시계획서는 있는데 결과보고서는 보이지 않음

(총괄제안) 

(참고자료)
A. 연말보고서    B. 교육계획서
C. 설문지 및 만족도 조사 결과서   D. 강의자료(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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