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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구분 1

연 구 사 업 명
중 사 업 명 기관목적사업

세부 과제 명

연 구 과 제 명
대 과 제 명 글로벌원자력인재육성

세부 과제 명 산학연 연계 원자력전문교육

연 구 책 임 자 김 웅 기

해 당 단 계

참 여

연 구 원 수

총 9.49명
해 당 단 계
연 구 비

정부 1,104,308 천원

내부 4.83명 기업  천원

외부 4.66명 계 1,104,308 천원

총연구기간

참 여

연 구 원 수

총 9.49명

총 연구비

정부 1,104,308 천원

내부 4.83명 기업  천원

외부 4.66명 계 1,104,308 천원

연구기관명 및 
소 속 부 서 명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교육센터 참 여 기 업 명

국 제 공 동 연 구 상대국명 : 상대국 연구기관명 : 

위 탁 연 구 연구기관명 : 연구책임자 : 

요약(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개조식 500자 이내로 작성합니다.) 보 고 서  면 수 262p.

산업체 및 학교와 연계된 원자력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산학연연계 원자력전문교육 과제는 국가 원자력산업

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KAERI 강점기술에 기반한 교육과정을 실시하고 있다. 원자력전문교육과

정으로서 방사선취급기술과, 확률론전안전성평가, 원자력안전,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원전시스템, 노심설계 

등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였다. 차세대 원자력인력양성이 목표인 학·연 협동교육은 원자력 

관련학과 뿐만 아니라 방사선학과와 방사약학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론과 함께 연구원의 실험실습 장비를 

활용하여 학교 교육과는 차별화된 실험실습 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하였다. 원자력 연구인력 대상으로는 전문교

육, 법정교육 과정을 실시하였으며, 국민의 원자력 이해증진을 위해 공공기관, 중학생, 중등교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원자력 이해증진 과정을 운영하면서 원자력홍보 및 원내 시설견학 등을 통하여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원자력과 안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켰다. 이외에 본 과제에서는 연수원동 강의시설 및 실험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강의실과 주변의 휴게시설을 개선함으로써 쾌적한 교육환경을 구축하였다.  

본 사업을 종합한 결과 2017년도에는 4개 과정을 신규 개발하는 등 총 32개 과정을 운영하였으며, 산업체 

대상 교육과정 1,475명, 학연협동과정 161명, 원자력이해증진 과정 369명, 연구 요원 교육과정 1,191명 

등 총 3,196명이 교육훈련과정을 수료하였다. 대학생 연구현장실습 인턴십 프로그램에는 140명이 참가하였

고, 석·박사학위과정을 통해 27명을 신규 선발하고 석사 7명, 박사 3명 등 실무형 고급 전문인력을 배출하였

다.

색 인 어
(각 5개 이상)

한글
원자력교육훈련, 인력양성, 원자력산업, 방사선, 실험실습, 학연협동,
원자력 이해증진

영어
Nuclear education and training, Manpower training, Nuclear industry, 
Radiation, Experiment and practice, Training course for university 
students, Understanding of nuclear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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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 목

산학연 연계 원자력전문교육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교육센터(구 원자력연수원)는 1967년 설립 이래 국가 원자력이용개

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원자력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교육훈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산학연연계 원자력전문교육’ 사업은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속적인 원자력 이용개발을 위

해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을 공급하는 것이다.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

은 정부의 원자력정책의 주요 목표이며 이를 위해서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산 학 연이 협력

하여 부단히 교육훈련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본 사

업은 국가 원자력 이용개발사업의 기반사업으로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의 지속적인 투

자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이다.  

원자력교육센터는 정부의 원자력 인력양성 정책에 따라 원자력산업 기술력 향상과 원자력 

R&D 능력함양, 기술의 확대보급을 위해 원자력 전문교육훈련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본 사업은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원자력 인력양성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사업 목적은 다음

과 같다. 

o 국내 원자력이용 개발에 필요한 인력 양성

o 원자력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o 원자력 산업체 대상 교육훈련과정 운영 및 산 학 연 협동 교육과정 운영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본 사업은 국내 원자력 이용개발에 필요한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산업체, 학교 및 연구인력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에 있어 최신기

술을 접목하고 국내 외 교육 트랜드를 분석하여 원자력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 및 개선하고 

있다. 2017년도에는 연구원 연구성과 확산 및 산.학.연 협동을 위해 ‘원자력안전교육’과 ‘교육

용 노심시뮬레이터(e-CORSIM)를 이용한 원자로심 설계 교육’을 개발하고 운영하였다. 학연협

동분야에서는 원자력 및 방사선 전공분야 대학생을 대상으로 원자력 연구시설을 이용한 실험

요 약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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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2017년도 국내 산학연 연계 원자력 전문교육 사업의 내

용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o 원자력분야 교육개발

   - 원자력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수행 

   - 국내 신규 원자력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개발

   - 학 연 협동 교육프로그램 개선 및 강화

   - 원자력 실험실습 교육프로그램 개발 

   - 원자력분야 교재개발 및 편찬

o 원자력 산업요원 대상 교육과정 운영

   - 원자력발전 및 핵연료주기 기술분야

   -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및 취급 기술분야

   - 원자력 면허소지자 법정 보수교육분야

   - 원자력 이해증진(PA) 분야

   -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 지원 및 협력 

o 학·연협동 교육과정 운영

   - 원자력공학과생 원자로 실험실습 과정 

   - 원자력 및 방사선 관련학과 대학생 원자력/방사선 실험실습 과정 

   - 대학생 연구실 실험실습 인턴십 과정 

   - 학연협동 석·박사 학위 과정      

o 원자력 연구인력 교육훈련과정 운영

   - 방사선 작업종사자 교육 등 법정교육

   - 품질보증, 전문직무 교육 등 역량 강화 교육 

o 연수원동 강의실 및 실험실 운영/관리 

   - 연수원동 강의실 및 강의장비 관리 및 운영

   - 실험실습실 관리 및 교육장비 개선/확충

   - 연수원동 강의실 및 주변시설 개선

Ⅳ. 연구개발결과 

국내 원자력 인력양성 과제는 원자력교육분야에서 50여년간 축적한 경험을 기반으로 국내 

원자력 교육훈련의 체계화와 전문성 강화 및 새로운 교육수요 창출을 위하여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국가 원자력산업 활성화와 안전 등 국가 정책에 맞추어 국가 원자력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체 대상 수탁교육을 개발 및 운영하였다. 대표적인 예로써 KAERI 강점기술을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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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방사선취급 기술, 원자력안전, 원자로심설계 등과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

과정을 운영하였다. 

차세대 원자력인력양성이 목표인 학·연 협동교육은 원자력공학과와 원자력관련학과로 교육

대상을 구분하여 이론은 물론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실습장비를 활용하여 학교의 교육과

는 차별화된 실험실습 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하였다. 연구 요원을 대상으로는 전문교육, 법정교

육 등을 개발하고 교육 과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국민의 원자력 이해증진을 위해 공공기관, 중

학생, 중등교사 대상 원자력 이해증진 과정을 운영하였으며, 특히 지역주민 대상 원자력기초 

교육 및 원내 시설견학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원자력과 안전에 대한 이

해와 수용성을 증진시켰다. 

이외에 국내 산·학·연 교육훈련을 위하여 본 과제에서는 연수원동 강의시설 및 실험실을 운

영하고 있으며 매년 개선 및 유지보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2017년에는 강의실과 주변의 

휴게실 등을 개선하였고 휴게실에 원자력교육센터 인력양성 반세기 역사 판넬을 설치하였다. 

본 사업을 종합한 결과 2017년도에는 산업체대상 1과정, 군 대상 1과정, 방사선구역 수시

출입자 교육 1과정, 그리고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위해 1개 과정 등 4과정을 신규 개발하였고, 

총 32개 과정을 운영하여 산업체 대상 교육과정 1,475명, 학연협동과정 161명, 원자력이해증

진 과정 369명, 연구 요원 교육과정 1,191명 등 총 3,196명이 교육훈련과정을 수료하였다. 

대학생 연구현장실습 인턴십 프로그램에는 140명이 참가하였고, 석박사학위과정을 통해 27명

을 신규 선발하고 석사 7명, 박사 3명 등 실무형 고급 전문인력을 배출하였다.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및 건의사항

본 과제에서는 “글로벌 원자력 전문인력 개발·육성”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산·학·연 원자력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연구개발인력의 역량 강화를 통하여 글로벌 원자력 

인재 양성이라는 사업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고자 하였다.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초일류 원자

력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o 수요 중심의 맞춤형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과 국내외 협력을 통한 지속적인 교육개발 기

반 확충

o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투자 및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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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Project Title

National Nuclear Manpower Education and Training

Ⅱ.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Nuclear Training & Education Center (NTC) of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KAERI) in 1967, the Center has been in 

charge of nuclear human resources development by providing various nuclear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The purpose of this project, being implemented 

as part of NTC's mission, is to supply the nation with future manpower for a 

continuous advancement of nuclear technology on a national level. In order to 

cope with the increasing needs for global level manpower in nuclear energy 

addressing the new trends in the nuclear field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it 

is required to develop human resources extensively in cooperation with industries,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es. Therefore, this project addressing the 

aforementioned needs will serve as the basis for the enhancement of 

competitiveness of the nation in the nuclear industry, and requires constant 

support and investment from the government.

The objectives of the project are to: 

o human resources development for the domestic use and development of

  nuclear technology

o development of nuclear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o implementation of education and training courses for nuclear industry 

  personnel, university students, and KAERI R&D staff members.

Ⅲ. Scope and Contents of Project

The project encompasses five major areas, which are described hereunder: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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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Development for nuclear education and training 

   - implementation of nuclear education and training projects 

   - development of domestic nuclear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 promotion of nuclear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for university

     students

   - development of experiment and practice based nuclear education programs

   - publication of training materials and textbooks 

o Implementation of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for domestic nuclear 

  personnel

   - nuclear power and nuclear fuel cycle technology

   - radioisotope utilization and radiation protection

   - retraining of nuclear-related license holders and qualified engineers

   - public acceptance

   - support for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examinations  

o Implementation of training programs for university students

   - research reactor experiments for nuclear engineering students 

   - nuclear/radiation technology experiments for students majoring in nuclear 

     related engineering, radiology, and radiopharmacy

   - internship courses for on-site (R&D laboratory) training

   - graduate course and doctoral course in cooperation with universities

o Implementation of education and training for nuclear R&D staff

   - courses for radiation workers required by the national regulation

   - capacity building for nuclear R&D quality assurance and technical

     expertise

o Operation and management of the facilities in NTC main building

   - operation and management of lecture rooms and equipment

   - management of experimental laboratories, improvement and establishment 

     of educational equipment

   - improvement of lecture rooms and around the rooms in the NTC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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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Result of Project

The development/implementation of education and training for nuclear human 

resource project has concentrated on the systemization and specialization of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and has actively carried out diverse activities to 

create new nuclear courses based on the experience of the Nuclear Training & 

Education Center (NTC) accumulated over the past 50 years. 

For the education and training for nuclear industry personnel, some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based on KAERI’s advanced technologies were 

implemented. The professional education programs have been developed and 

implemented for the employees in the nuclear field related to radiation treatment 

technologies, 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nuclear safety technology, nuclear 

power plant simulator, and reactor core design in accordance with the 

government's nuclear policy. 

For the development of next generation human resources, the project has 

developed some special education programs for the students from nuclear 

engineering departments and from radiology and radiopharmacy in universities, 

making the most use of experimental equipment and providing practical exercise 

with the research facilities which are particularly available at KAERI. 

Courses for technical expertise have been developed and offered for building 

capacity of the nuclear R&D staff members. Nuclear basic courses  with field trip 

have been implemented for residents, the government employees, middle school 

students and teachers for public acceptance and understanding on nuclear 

activities and related safety.

As a continuous effort, laboratory facilities of NTC have been upgraded. 

Lecture rooms and around the rooms in the NTC building have been improved.

As the final outcome, the project has developed 4 new education programs for 

employees for industry, university, and research field, and also offered 32 courses 

to 3,196 people including 1,475 industry employees, 161 university students, 369 

local residents to help them understand nuclear concept, and 1,191 nuclear R&D 

staff members. 140 students participated in the internship program. 27 students 

entered the master course and doctoral course in cooperation with universities, 

and the graduate course produced 7 masters and 3 doctorate graduates this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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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Proposal for Applications 

With the vision to be "development and fostering of global nuclear specialized 

manpower" in mind, NTC will continue to fulfill its mission to develop and foster 

nuclear manpower by continuously encouraging an innovative mind among its 

R&D staffs and offering high quality programs customized to diverse needs. The 

following items should be complemented in order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globally competitive nuclear manpower:

o Development of needs-driven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tailored to the 

  customers' needs and supplement of education development resources for 

  strengthening cooperation both at home and abroad

o Government's continuous interest and investment as well as active support 

  from the related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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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교육센터는 1967년 설립되어 국가 원자력 이용 개발 사업을 효율

적으로 추진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원자력 인력양성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원자

력교육센터는 국내 유일의 원자력 종합 연수기관으로 원자력안전법과 한국원자력연구원 규정 

및 경영목표에 의거 국내외 원자력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및 한국의 원자력 발전 기술자

립과 새로운 기술개발 노력에 맞추어 교육훈련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산학연연계 원자력전문교육 과제에서는 국내 원자력인력양성을 위해 원자력분야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산 학 연 민 관 대상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본 과제에서 수행하는 주요 사업의 내

용과 범위로는 원자력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수행, 국내 신규 원자력 교

육프로그램 및 과정 개발, 학·연 협동 교육프로그램 개선 및 강화, 교육시설 운영, 교육훈련 

인프라 및 실험 실습장비 확충 등이다. 또한 원자력 관련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민의 원자력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공공기관 종사자, 초중고 학생, 교사, 그리고 

지역주민 대상 원자력 기초교육 및 정보화 교육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KAERI 강점

기술에 기반한 교육과정으로서 방사성동위원소이용과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였으며, KAERI 

강점기술 교육과정의 확대를 위해 원자력안전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시범운영하였다. 연구요원 

대상 전문직무 교육훈련을 위해 정기 방사선작업종사자 교육과정과 수시출입자 교육 등 5개 

교육과정을 운영하였다.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원자력에 대한 이해와 수용성을 증진

시키기 위하여 지역주민 대상 원자력토크콘서트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학연 교육훈련 협력 강화 차원에서 대학생 현장실습 프로그램인 인턴십과 학연협동 석·박사 

학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2017년도 산학연연계 원자력전문교육 사업은 산·학·연 과정 및 법정보수교육 등을 개발하

고 운영하여 총 32개 과정 3,196명의 인원을 교육·훈련하였으며 이중 산업체 대상으로 12개 

과정 1,475명, 학연협동과정으로 7개 과정 161명, 지역주민교육 과정 및 원자력이해증진을 

위한 공공기관 교육과정 등을 통해 369명, 연구요원 대상 전문직무교육을 운영하여 5개 과정 

1,191명을 교육·훈련하였다.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을 위하여 16 종의 교재를 신규 개발하였

으며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강의실 및 주변의 휴게시설을 개선하고 교육과정의 효과적인 운영

을 위하여 교육센터 강의시설예약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1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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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개선

2017년도에는 다음 표와 같이 KAERI 강점기술을 기반으로 원자력발전 및 핵연료주기 기술 

분야에서 2개, 전문직무 분야, 그리고 원자력 이해증진 분야에서 각각 1개 교육과정등 총 4과

정을 신규로 개발하고 운영하였으며, 대학생 실험실습 분야와 원자력이해증진 분야에서 각 1

개 교육과정 등 2개 과정을 개선하고 운영하였다. 특히, PC기반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원자력

발전시스템 교육과정과 원자로심 설계 이론과 실습. 그리고 PC기반 노심시뮬레이터

(e-CORSIM)을 이용한 원자로심 설계 교육과정은 (사)대덕원자력포럼과 공동으로 개설되었으

며, PC기반 노심시뮬레이터(e-CORSIM)을 이용한 원자로심 설계 교육과정은 에너지기술평가

원과 협력하여 에너지 관련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설되기도 하였다.

표 2-1-1. 교육 프로그램 개선 및 개발

구 분 분야 과 정 명 비 고

신규개발

원자력발전 및 

핵연료주기 기술 

분야

o 원자력안전 교육 - KAERI 강점 기술 기반 교육

o 군 대상 원자력 안전 교육 - 군인 대상 교육

전문직무 분야 o 방사선구역 수시출입자 교육 - 수시출입자 대상 정기 교육

원자력 이해증진 

분야
o 지역주민 대상 원자력토크콘서트 - 지역주민과의 소통 강화

개선

대학생 실험실습 

분야
o 원자력관련 전공 대학생 실험실습 과정

- 동영상 교재 활용 

- 핵연료제조시설 견학

원자력이해증진

분야
o 실험실습을 통한 원자력 바로 이해하기 - 방사선 계측 실험실습 강화

2 원자력분야 교육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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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국내 교육훈련기관 현황

국내 원자력 교육기관의 증대에 따라 원자력교육의 차별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자력 관

련기관 및 대학, 국내 유수의 연구기관 및 공 사 기업의 교육현황을 살펴보았다.

1. 원자력기관 교육훈련 현황

원자력 관련 국내 교육기관들은 설립부터 현재까지 기관의 고유한 특수성 및 독립성을 가지

고 인재양성을 위해 노력해왔다. 한국수력원자력(주) 원자력교육원은 국내외 원자력 분야 종사

인력을 대상으로 원자력분야 직무역량 교육을 비롯해 리더십 교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육

을 수행하고 있다. (사)한국원자력산업회의, (사)한국방사선진흥협회((구)(사)한국동위원소협회), 

(사)한국원자력아카데미 등은 방사선작업종사자 교육, 면허소지자 보수 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

다. 

향후 국내 원자력 관련 교육기관들이 상호간 정보교류 및 연계 강화를 통해 중복교육은 최

소화하고 각 기관별 전문화, 특성화를 추진한다면 원자력계의 인재양성 프로그램이 더욱 체계

화되고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 기관들의 소개 및 주요 프로그램 현황은 표 

2-2-1에 나타냈으며 각 기관의 역할을 비교한 내용은 표 2-2-2와 같다.

표 2-2-1. 원자력 관련 교육기관 현황

기관명
설립
연도

목적 조직 주요 프로그램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교육센터
1967년

원자력법과 한국원자력연구원 정관 제4

조에 의거 국내외 원자력 인력양성을 위

한 교육훈련 및 한국의 원자력발전 기술

자립과 새로운 기술 개발 노력에 맞추어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

하여 설립

역량개발실, 

산학연교육실, 국제교육실

- 산업체 대상 수탁교육

- 학교 연계교육 및 지역주민 교육

- 직원교육

- 국제교육

- 국제 인력양성 협력 등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안전학교
1990년

원자력의 생산 및 이용에 따른 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

전과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설립

글로벌인재개발실,

정보관리실,

면허시험관리실

- 직원교육

- 국제교육

- 일반국민 대상교육

- 국제기구 및 외국기관 연계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핵안보교육훈련센터
2005년

원자력통제 전문기관으로서 원자력 활동

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통하여 원자

력의 평화적 이용 확대에 기여하기 위하

여 설립

-

- 원자력통제교육

- 물리적방호교육

- 원자력검사원교육

- 핵비확산 및 핵안보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국제동향 국가 정책방향

한국수력원자력(주)

인재개발원

(구 원자력교육원)

1995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양성이라는 

미션과 세계 제일의 원자력전문 교육기

관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국내외의 원자

력분야 종사인력들을 교육시키기 위하여 

설립

기획감사팀,총무팀,교육기

획팀,교수실(운영교육팀,

기술교육팀,경영교육팀,이

러닝팀),해외교육실

(UAE교육팀,APR발전교

육팀,해외기술교육팀)

- 직무역량

- 글로벌역량

- 리더십역량

- 조직역량

- 수탁과정

- 국내외 원자력분야 종사 인력들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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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설립
연도

목적 조직 주요 프로그램

한국전력 

국제원자력대학원

대학교

2010년

원자력 발전소를 위한 전문인력 공급의 
시급함을 인식하고 한국전력공사 국제원
자력대학원대학교는 원전을 기획 단계부
터 설계, 시공, 운전 및 관리에 이르기
까지 전 분야에 걸쳐 리더십을 겸비한 
원자력발전 전문가를 양성함으로서 지속 
가능한 원자력발전을 추진하는데 기여하
고자 설립

사무국,기획관리단,
교무처,학사처,

산합협력단

열역학과 열전달-NSSS 열수력설계-출력
계통설계,안전해석 1,2.3 등과 같이 단
계적으로 구성된 선택과정 개설

(사)한국원자력산업회의 1972년

원자력에 관한 지식정보의 교환과 선진
기술의 도입 및 국산화 개발을 위한 제
사업을 통하여 원자력의 산업적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발전과 복지향상
에 기여함을 목적

경영기획실,
정보협력실,
사업진흥실

- 원자력품질보증교육
- 원자력관리자를 위한 하계강좌
- 시공업체 원자력교육

(사)한국방사선진흥협회

글로벌교육원

(구)(사)한국동위원소협회 

1986년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관련 전문인
력 양성과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안전의식 
함양 및 고취를 목표로 설립

경영기획부,안전지원부,
산업이용진흥부,
교육연구개발부

- 면허시험 대비 교육
- 법정교육
- 전문교육

한국전력기술(주)

인재개발교육원
1961년

원전설계기술인력과 발전 플랜트 전문기
술인력을 양성하고, 사업수행 시너지효
과 및 발전 플랜트 회사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교육훈련을 전담하기 위하여 
설립

변화교육팀,
신사업교육팀,

엔지니어링교육팀,
e-HRD팀

- 단계별 직무 교육
- 관리 능력 향상 교육

한국원자력연료(주)

인재양성센터
1982년

국내 유일의 핵연료 전문회사로 핵연료 
주기 중에서 핵연료 설계제조, 원자 노
심 설계 및 안전해석, 핵연료엔지니어링 
서비스, 핵연료 관련 연구개발, 핵연료 
자원개발 등의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설
립

인재양성센터

- 사내교육
- 국내 위탁교육
- 설계부문과 제조부문 구분 교육
- 핵연료주기회사로 글로벌 전문가 양성

한전KPS(주)

인재개발원
1974년

세계 최고의 종합 플랜트 서비스 회사로 
성장하기 위하여 사내 연수를 통한 정비
엔지니어링 교육과 국내외 전문기관 위
탁 교육 및 대학원 위탁 교육 등 다양하
고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시행하여 정비
엔지니어의 전문화, 고급화, 글로벌화에 
주력하고자 설립

인재개발원,원자력연수원

- 기본과정
- 전문과정
- 엔지니어링과정
- 진단과정
- 정비실무과정
- 개발과정

(사)한국원자력안전아카

데미
2005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증진을 위하여 국
민의원자력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이 분
야의 전문가들을 활용하여 원자력이용기
술의 창달과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 방사선 작업종사자 교육 및 면허소지
자 보수교육
- RI통신교육
- 방사능 방재교육
- RI면허대비 단기강좌
- 온라인 방사선작업종사자 교육

한국원자력문화재단 1992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국민의 이
해증진을 목적으로 설립

기획행정실,
차세대교육실,

커뮤니케이션실,
국제협력실,

전기에너지관

- 원자력발전소 시찰교육
- 교원직무연수
- 강사파견
- 교과연구 및 교육자료 보급
- 해외 원전시설 시찰업무

한국원자력협력재단 2011년
국내 원자력 교육·훈련기관 간 연계프로
그램 개발 및 정보교류 등을 목적

교육기획팀,교육협력팀,
교육운영팀

- 국제문화이해
- 협상실무
- 국내외 원자력 연구개발 및 안전규정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 2011년

원자력산업인력양성사업의 일관성을 유
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자력분야 인력
수급 허브를 구축하여 산학연관 교류를 
활성화하고 수요기반 원자력 인력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하기 위한 전담기관으
로 2011년 말에 설립

인력양성센터
- 원자력산업 전문인력 양성 상설기구 
역할 수행
- ISBN교재 개발 및 활용

한국원자력안전재단 2012년
원자력, 방사선의 예방적 안전관리 및 
지원을 통해 방사선 위해로부터 국민보
호를 목적으로 설립

방사선안전교육연구원
(교육기획팀, 교육운영팀, 

교수실)

- 방사선작업종사자 기본교육
- 방사선안전관리자 기본교육
- 방사선관련면허자 보수교육
- 방사선투과검사분야 조장교육
- 방사능 방재교육
- 외국인 대상 영어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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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2. 주요 원자력 관련 기관과의 역할 비교

기관명 임 무 상호 연계성 및 차별성 연구원의 수월성

한국원자력연구원

(KAERI)

원자력교육센터

- 원자력 기초에서 신기술에 

이르는 연구개발 분야의 국

내외 인력양성 

- 연구원 강점기술의 해외 진

출을 위한 기반조성

- KAERI는 원자력 연구개발 분야 전

문기술 교육 제공 

- 연구원의 강점기술에 기초하여  

IAEA 등의 국제기구 및 국내의 개

도국 협력기관에서 요청하는 원자

력기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을 운영함

- 원자력기초부터 신기술

까지 800여명의 박사

급 원내 전문가를 활용

하여 교육이 가능하며 

50년간의 교육경험과 

실험/실습시설, 견학시

설 교육자원이 풍부하

여 교육 시 활용

- 연구로, 열수력안전성

시험시설, 방사성동위

원소 생산 및 연구시설 

등 연구원의 우수한 시

설 인프라와 전문가를 

활용하여, 원자력 기초

에서 신기술에 이르는 

연구개발 성과를 원자

력 개도국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교육을 수행

함

- 특히 우리 연구원의 강

점기술인 연구용원자

로, 중소형원자로, 원

자력안전기술, 방사선

융합기술 등에 대한 교

육과정을 통해 연구개

발 성과를 해외에 확산

하고, 수출을 지원함으

로써 ‘창조경제 실현’

이라는 국가정책을 이

행함

- 방사선작업종사자 직장

교육

한국원자력안전

기술원(KINS)

국제원자력안전학교

- 안전 규제분야 인력양성

- 원전도입 잠재국에 안전 심

검사를 수행할 규제 및 기술

역량 전수 및 원전 규제 인

력 양성 

- 원자력후발국의 원자력안전

인프라 구축 활동지원 

- KINS는 안전 규제 분야에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

한국원자력통제

기술원(KINAC)

국제핵안보

교육훈련센터

- 인적역량개발을 통한 핵안보 

및 핵비 확산 강화 

- 신흥원전국과의 최적관행 공

유 및 국가역량 배양 

- 핵물질의 계량관리 및 감시체계 등

-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보안(물리

적방호), 사이버 보안을 통해 테러, 

Sabotage, 불법 탈취 등 방호 등

한국원전수출산업협

회 (KNA) 

인력양성센터

- 원전수출 대상국 인력인프라 

구축, 맞춤형 교육 및 기술

자문 등

- 원전도입 희망국 대상으로 국제교

육훈련을 수행하는 점에서 유사

- KNA는 개도국의 산업체 기술인력

을 주대상으로 하는 반면 KAERI 

원자력교육센터는 원자력 관련 정

부, 연구기관, 대학 등의 연구 기술

자를 주 대상으로 함

한국수력원자력

(KHNP)

인재개발원

- 발전소 운전원 교육

- 한수원 직원 인력양성

- UAE 원전 인력 양성 

- 한수원 자체 기술인력 양성

- 국내 제작사 및 설계회사에서 필요

한 인력양성 수출 계약에 의한 수

출국 발전소 인력양성 

- KHNP는 실무중심이며, KAERI는 

원자력기초 및 연구인력 중심 

(사)한국원자력안전

아카데미

(KANS)

- 방사성동위원소(RI) 일반면허 

자격을 위한 장기 통신교육
- KAERI는 법정 단기간 집체교육과 

실습 중심의 교육훈련(사)한국방사선진흥

협회

(KARA)

- 방사성동위원소(RI) 일반면허 

자격을 위한 장기 통신교육

한국원자력안전재단 - 원자력안전교육 - 방사선작업종사자 기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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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자력 관련 전공학과 현황

현재 국내 원자력 관련 전공학과는 총 19개 학과가 있으며 포항공과대학교와 한국전력국제

원자력대학원대학교(KINGS)는 대학원 과정만 운영하고 있다. 각 대학의 현황은 다음 표와 같

다.

학교명
설립
연도

목적 조직(교수진) 주요 프로그램

한양대학교 1958년
� 세계와 경쟁하는 도전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마인드를 가

지고 자신만의 전문화된 기술을 실제적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 인재 양성

원자력공학과 
(전임교수 7명)

� 실험실습 교육 프로그램 운영

서울대학교 1959년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교육과 연구를 위해 공과

대학내의 11번째 학과로 설립
원자핵공학과 

(전임교수 14명)
� 원자력 현장실습을 통한 실무형 핵공학 인력 양성

경희대학교 1979년
�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적응할 수 있고 지식기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력 있는 인재 양성
원자력공학과

(전임교수 9명)
� 교육용 원자로 실험프로그램 및 원자력 산업체 

연수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한국과학기술원 1980년
� 21세기 첨단공학 및 과학기술 발전을 선도하는 인재 양

성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전임교수 18명)
� 현장 실험실습 프로그램 운영

제주대학교 1984년
� 에너지분야와 생산기술분야의 학문적 소양을 골고루 갖

춘 공학도 배양
에너지공학과

(전임교수 6명)

� 실험실습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우수학생유치,전문인력양성, 산·학·연 인프라구축 

사업

조선대학교 1985년
� 원자력시스템과 방사선에 대한 이해 및 활용능력을 갖춘 

현장 중심 인재 양성
원자력공학과

(전임교수 6명)
� 전문 인력 양성 사업
� 현장중심운전운영기술 기초트랙

동국대학교 2008년
� 에너지변환,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환경산업과 밀착된 

멀티 교육공학졸업인증제도로 에너지산업 인력양성
원자력 및 에너지 공학부 

(전임교수  6명)
� 친환경 원자력발전 및 핵주기 기초트랙

울산과학기술원 2009년
� 지속적 발전을 위한 경제성, 안전성, 친환경성에 기반 한 

에너지 과학과 기술개발
� 차세대 젊은 공학자 육성

원자력공학과 
(전임교수 8명)

� 원자력시스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원자로 및 
핵연료 실험실습

경북대학교 2011년
� 에너지 분야의 다양성, 전문성, 창조성 및 리더십을 경비한 

고급인력을 양성하여 과학기술을 선도하는 교육, 연구 
수행

에너지공학부
(전임교수 5명)

�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변환의 두 세부 전공으로 
나뉘어 운영

부산대학교 2011년
� 공학적 설계 교육 강화를 통해 창의적이고 현장적응력을 갖

춘 인력 양성

기계공학부 
원자력시스템전공
(전임교수 7명)

� 캡스톤 디자인 및 현장실습 등의 실무교육

영남대학교 2011년
� 원자력 관련 기초지식을 갖추고 원자력 실무를 이해하는 

엔지니어 양성

기계공학부
원자력 연계 전공 

(교수 19명)

� 기계, 전기, 전자, 건설, 소재, 화공 분야의 융합 
형 기술인력 양성위해 원자력 연계 복수전공 운영

포항공과대학교 2011년
� 원자력의 선도적인 개발과 원자력공학에 폭넓은 지식과 

지성을 갖춘 원자력 전문 인력 양성
첨단원자력공학부 
(전임교수 8명)

� 원자력발전소의 안전 및 에너지 변환, 핵물리 및 
플라즈마, 방사성페기물 관리분야에 대한 융복합
적인 연구접근과 국제적 공동연구 수행

KINGS* 
(한전 국제원자력

대학원대학교)
2012년

� 원전 기획단계에서부터 설계, 건설, 운영, 유지 및 관리 
단계까지 원전의 전반적인 지식을 갖춘 경쟁력 있는 지
도자급 실무 전문가 양성 

원자력산업학과 
(전임교수 15명)

� 원전 분석기와 시뮬레이터 등 교육설비 활용하여 
원자력발전소 현장과 같은 교육실습환경 제공

세종대학교 2013년
� 이론 및 실무와 창의성을 경비한 원자력/방사선공학관련 

전문 공학자 양성
원자력공학과

(전임교수 6명)

� 글로벌 원자력 시장의 수요대응과 미래 원자력 에
너지 개발 교육 

� 산업계에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 제공

중앙대학교 2013년
� 에너지시스템 엔지니어링에 관련한 다양한 공학 분야의 

융복합 교육을 통한 에너지와 전력산업의 글로벌 리더형 
인재양성

에너지시스템 공학부
(전임교수 10명)

� 에너지와 관련된 원자력 전공, 발전기계 전공, 발
전전기 전공 교육

위덕대학교 2006년 � 원전 계측제어 분야 인력 양성
원전제어시스템

공학전공
(전임교수 13명)

� 경상북도 원자력 전문인력 양성
� 학부학생 실무교육 위한 실습위주  

단국대학교 2015년 � 원자력분야 엔지니어링 전문인재 양성
원자력융합공학과
(전임교수 2명)

� 기업 연계 산업체 현장실습 
� 국내외 인턴십 진행

전북대학교 2014년
� 거대과학 및 플라즈마 관련 산업과 방사선융합 응용산업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양자시스템공학과
(전임교수 3명)

� 플라즈마 응용 전분야 연구 및 교육 진행 
� 원자력분야 첨단융합연구 및 인력양성시스템 구축

강원대학교 2013년 � 에너지 융복합산업 분야 공학인재 양성
융합에너지공학과
(계약학과, 분야별 
실무진 강사 10명)

� 에너지 융복합 공학교육 시스템 구축 
� 산업 밀착형 교육인프라 구축

표 2-2-3. 원자력 관련 전공대학 현황

＊＊ 근거자료 : 2016년도 원자력연감, 각 대학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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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선진기술조사 및 역량강화교육 참석

1. 미국 원자력학회 교육훈련 컨퍼런스 참가 및 미국 국립보건원 방문

원자력공학과 실습교육 개발 및 결과를 미국 플로리다주 잭슨빌에서 2017.2.5.∼8 개최된 

미국 원자력학회 교육훈련 컨퍼런스(American Nuclear Society Conference on Nuclear 

Training and Education) 2017 학술대회에서 발표하고 학술대회 발표 자료들을 수집하였

다. 미국학회에서 우리연구원 시설을 이용한 원자력공학 실습 프로그램에 대해 발표한 것은 

처음인데 학회 참가자들이 학연협력 프로그램에 대해 관심을 나타내었다. 학회 참가 후 매릴

랜드주로 이동하여 베데스다에 위치한 미국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PET

센터를 방문하여 방사성의약품 제조시설과 품질관리 장비와 환자 진료시설을 견학하고 미국 

방사약사를 만나 미국 대학교의 방사약학 교육 커리큐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퍼듀대와 플

로리다대 커리큐럼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미국 방문에서 수집한 자료들과 시설방문 경험

은 대학생 학연실습교육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 미국 퍼듀대 약대 방사약학 커리큘럼

- Introduction to Nuclear Pharmacy (50분 lecture-16주)

- Basics of Nuclear Pharmacy (65분 lecture-12주, 110분 Lab)

- Regulatory Considerations for Nuclear Pharmacy Practice (120분 강의-14일)

- Applied Nuclear Pharmacy (65분 lecture-12주, 110분 Lab)

- Clinical Aspects of Nuclear Pharmacy Practice (110분 강의-매주)

- Nuclear Pharmacy Case Studies (세미나 형식)

- Clerkship in Nuclear Pharmacy (4주 rotation-병원)

○ 미국 플로리다대 약대 방사약학 커리큘럼

- Radiation physics and instrumentation (85시간)

- Radiation protection (45시간) 

- Mathematics pertaining to the use and measurement of radioactivity (20시간)

- Radiation biology (20시간) 

- Radiopharmaceutical chemistry (3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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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교재자료 개발과 편찬

1. 신규 교육자료 편찬

2017년도 원자력교육센터 국내과정에서 편찬한 교재는 35종이다. 신규교재로 발간된 교재

의 교재명과 저자 등은 표 2-4-1과 같다.

분 야 교    재    명 저자명

1 원자력발전  원자력안전 고급 교육과정 송철화 외

2 원자력발전  원자로심설계 이론과 실습교육 이경훈 외

3 원자력발전  PC기반 원전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원전 안전 교육 김경두 외

4 원자력발전
 PC기반 노심 시뮬레이터(eCORSIM)를 이용한

 원자로심 설계 교육
지성균 외

5 원자력발전  2017년 군 대상 원자력 안전교육 김응호 외

6 방사선 및 RI이용  방사성동위원소이용 일반과정 연습문제 / 해답집 김태형 외

7 방사선 및 RI이용  원자력안전법, 방사선안전관리(I,II) 정경기

8 방사선 및 RI이용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3단 대비 정경기

9 방사선 및 RI이용  방사선 스펙트럼 분석기술(중급과정) 이완로 외

10 방사선 및 RI이용  방사선안전관리(정기적 교육훈련용) 이종일 외

11 방사선 및 RI이용  방사선작업종사자 수시출입자 정기교육(동영상) 이태영

12 학연과정  방사선학 실험실습 신병철 외

13 학연과정  원자로 실험실습 박재창 외

14 PA 분야  원자력이해증진과정(공공기관) 이동욱 외

15 PA 분야  2017 실험실습을 통한 원자력 바로 이해 하기 서범경 외

16 PA 분야  2017 청소년 원자력 탐구 교실 이완로 외

17 경영관리 및 일반  2017년 면접위원역량강화교육 이병철

18 경영관리 및 일반  2017년 퇴직예정비정규직 취업전문교육 이영훈

19 경영관리 및 일반  2017년 상반기 신입직원교육 김학노외

20 경영관리 및 일반
 2017년 퇴직예정자행복교육

 "YOLO:YouOnlyLiveOnce"
홍효정 외7명

21 경영관리 및 일반  2017년 1차비정규직 신입직원교육 한창선 외

22 경영관리 및 일반  2017년 신임보직자 직무역량 향상교육 백원필외4명

표 2-4-1. 2017년도 원자력교육센터 발간 원자력전문교재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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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에 신규로 발간한 교재의 표지와 교재 목차는 다음과 같다. 

(1) 원자력안전고급교육과정

표 지 목 차

1. Nuclear Safety Research

2. Advanced Thermal-Hydraulics

   Safety Analysis

3. Fission Product Behavior

4. PSA, Overview and Current Issues 등

표 2-4-2. 원자력안전고급교육과정

분 야 교    재    명 저자명

23 경영관리 및 일반  2017년 과학기술글쓰기(발표능력향상:영어) Timtomphson

24 경영관리 및 일반  2017년 퇴직예정자행복교육 "YOLO(심화교육)" 김형숙/봉현철

25 경영관리 및 일반  2017년 면접위원역량강화 교육 ㈜시너지랩

26 경영관리 및 일반  원자력발전소구조 및 시스템교육과정 이영일

27 경영관리 및 일반  2017년 방사능방재요원교육(신규/보수1) 원자력방재실

28 경영관리 및 일반  2017년 방사능방재요원교육(보수2) 원자력방재실

29 경영관리 및 일반  2017년 하반기 신입직원교육 백원필 외

30 경영관리 및 일반
 2017년 1차 KAERI 고위보직자 리더십교육:

 소통 및 토론역량 강화과정
현미숙 외1명

31 경영관리 및 일반  원자력공학기초과정 김시환

32 경영관리 및 일반
 2017년 2차 KAERI고위보직자 리더십교육:

 소통 및 토론역량 강화과정
현미숙 외1명

33 경영관리 및 일반  2017년 기획력향상교육 이동호

34 경영관리 및 일반  2017년 2차 비정규직 신입직원교육 정재모외

35 경영관리 및 일반  2017년 원자력I&C(계측제어)교육과정 구인수 외3명

국내과정 소계: 35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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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자로심설계 이론과 실습교육

표 지 목 차

1. 노심설계 개요

2. 노심장전모형 선정 실습

3. 핵연료집합체 핵설계

4. 열수력 설계용 자료 생산 등 

표 2-4-3. 원자로심설계 이론과 실습교육

(3) PC기반 원전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원전 안전 교육

표 지 목 차

1. OPR 1000 System-Major components of RCS

2. APWR Simulator Exercise-Project Description

3. LOCA Simulator Safety concerns

4. RELAP5 Modeling Features 등

표 2-4-4. PC기반 원전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원전 안전 교육

(4) PC기반 노심 시뮬레이터(e-CORSIM)를 이용한 원자로심 설계 교육

표 지 목 차

1. Introduction to LP Design

2. e-CORSIM Usage

3. e-CORSIM Exercise 등

표 2-4-5. PC기반 노심 시뮬레이터(e-CORSIM)를 이용한 원자로심 설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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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17년 군 대상 원자력 안전교육

표 지 목 차

1. 핵연료주기시설 개요

2. 핵주기공정시설(파이로) 개요

3. KURT 시설(지하처분연구시설) 개요

4. 원자력 동향

5.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 개요 등

표 2-4-6. 2017년 군 대상 원자력 안전교육

(6) 방사성동위원소이용 일반과정 연습문제/해답집

표 지 목 차

1. 원자력이론-연습문제

2. 방사선취급기술-연습문제

3. 방사선장해방어-연습문제

4. 방사선관계법령-연습문제 등

표 2-4-7. 방사성동위원소이용 일반과정 연습문제/해답집

(7) 원자력안전법, 방사선안전관리(I, II)

표 지 목 차

1.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신규)

3. 원안위 주요 고시

4.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5. 방사성동위원소 보안관리에 관한 규정 등

표 2-4-8. 원자력안전법, 방사선안전관리(I,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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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3단 대비

표 지 목 차

1. 총칙

2.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3.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운영

4. 핵물질 사용

5.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6. 면허 및 시험 등

표 2-4-9.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3단 대비

(9) 방사선 스펙트럼 분석기술(중급과정)

표 지 목 차

1. 방사성 붕괴, 감마선과 X-선의 기원

2. 감마선과 물질의 상호작용

3. 반도체 검출기

4. 계측통계

5. 감마선 스펙트럼의 컴퓨터 분석 등 

표 2-4-10. 방사선 스펙트럼 분석기술(중급과정)

(10) 방사선안전관리(정기적교육훈련용)

표 지 목 차

1. 방사선관리구역 반출물품 관리기준 및 그 적용 

2. 원자력시설 운영에 따른 교육 

표 2-4-11. 방사선안전관리(정기적교육훈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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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방사선작업종사자 수시출입자 정기교육(동영상 교재)

표 지 목 차

1. 방사선 기초

2. 방사선피폭

3. 방사선의 인체 영향

4. 방사선방호체계

5. 방사선피폭 방호 등

표 2-4-12. 방사선작업종사자 수시출입자 정기교육(동영상 교재)

(12) 방사선학 실험실습

표 지 목 차

1. 연구용원자로 개요

2. 방사성의약품 품질관리

3.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4. 중성자 래디오그래피

5. 중성자 방사화 분석 등

표 2-4-13. 방사선학 실험실습

(13) 원자로 실험실습

표 지 목 차

1. 연구로 개요

2. 노심 열수력

3.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4. 중성자래디오그래피

5. 원자로모의운전(CNS) 등

표 2-4-14. 원자로 실험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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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원자력이해증진과정(공공기관)

표 지 목 차

1. 원자력연구개발사업 관리현황

2. 미래원자력기술 주요현황 및 안전성

   - SFR / PYRO

3. 방사성폐기물관리 주요 현황

4. 열수력 기술개발 주요 현황

표 2-4-15. 원자력이해증진과정(공공기관)

(15) 2017 실험실습을 통한 원자력 바로 이해하기

표 지 목 차

1. 원자력 발전 이해하기

2. 생활 속 방사선 이야기

3.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및 시설견학

4. 방사능의 오해와 진실 

5. 실험을 통한 방사선 이해 등

표 2-4-16. 2017 실험실습을 통한 원자력 바로 이해하기

(16) 2017 청소년 원자력 탐구 교실

표 지 목 차

 1. 생활방사선과 방사선 측정실습

 2. 노벨상 5번 수상한 초전도 현상의 이해

 3. 원자력체험관 체험활동지 등

표 2-4-17. 2017 청소년 원자력 탐구 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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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2017 면접위원 역량위원 역량강화 교육

표 지 목 차

1. NCS기반 능력중심 채용의 목적

2. 우리연구원의 미래를 책임지는 면접위원

3. NCS기반 면접과정 및 면접기술(발표)

4. NCS기반 면접과정 및 면접기술(경험)

표 2-4-18. 2017 면접위원 역량위원 역량강화 교육

(18) 2017년 퇴직예정비정규직 취업전문교육

표 지 목 차

1. NCS기반 채용이해

2. NCS기반 입사서류 작성법

3. NCS기반 면접이해

4. NCS기반 면접스킬 적용하기

표 2-4-19. 2017년 퇴직예정비정규직 취업전문교육

(19) 2017년 상반기 신입직원교육

표 지 목 차

1. KAERI 역사

2. KAERI의 현재와 미래

3. 행정문서 작성법

4. 원자로 이해

5. 정보보안 및 정보인프라 사용법 등

표 2-4-20. 2017년 상반기 신입직원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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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17년 퇴직예정자행복교육 "YOLO:YouOnlyLiveOnce"

표 지 목 차

1. 인생2막의 빗장열기

2. 인생2막을 위한 인생 입구와 출구

3. 나의 이해, 타인 이해

4. 고경력 과학자로서 외부활동의 범위

5. 해외전문자문가와 봉사활동 종류와 참여 등

표 2-4-21. 2017년 퇴직예정자행복교육 "YOLO:YouOnlyLiveOnce"

(21) 2017년 1차비정규직 신입직원교육

표 지 목 차

1. 인사제도 및 인사관리

2. 원자력 바로알기

3. 정보 보안 교육

4. 원자력(연)과 조화로운 동행

5. 보안 및 안전 교육 등

표 2-4-22. 2017년 1차비정규직 신입직원교육

(22) 2017년 신임보직자 직무역량 향상교육

표 지 목 차

1. 연구소 중간보직자의 역할

2. 연구비 사용 및 관리

3. 중간관리자의 인사관리

4. 인력운영 역량강화

5. 민원사례를 중심으로 한 갈등과 소통관리

표 2-4-23. 2017년 신임보직자 직무역량 향상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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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017년 과학기술글쓰기(발표능력향상:영어)

표 지 목 차

1. Learning goals

2. Presentation experience

3. Tips for good presentation skills

4. Presentation activities of all participants

5. Summary etc.

표 2-4-24. 2017년 과학기술글쓰기(발표능력향상:영어)

(24) 2017년 퇴직예정자행복교육 "YOLO(심화교육)"

표 지 목 차

1. 퍼실리테이터가 지향해야 할 가치

2. 퍼실리테이션 Basic Skill 1

3. 퍼실리테이션 Basic Skill 2

4. 개인과제 해결 미팅 실습

5. 미팅 운영 실습 Deep Dive 1 등

표 2-4-25. 2017년 퇴직예정자행복교육 "YOLO(심화교육)"

(25) 2017년 면접위원역량강화 교육

표 지 목 차

1. NCS기반 채용의 목적과 면접의 중요성

2. NCS기반 면접과정 및 경험면접기술

3. 우리 연구원에 맞는 면접질문 개발하기

4. 대화형 인터렉티브 스타일 모의면접

표 2-4-26. 2017년 면접위원역량강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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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원자력발전소구조 및 시스템교육과정

표 지 목 차

1. 원자력발전의 기본원리

2. 원자로 설비

3. 원자로 보조설비, 방폐 처리설비

4. 공학적 안전 설비

5. 발전소 계측제어 설비 등

표 2-4-27. 원자력발전소구조 및 시스템교육과정

(27) 2017년 방사능방재요원교육(신규/보수1)

표 지 목 차

1. 방사능방재 법령

2. 비상요원 긴급대응 및 상해자 조치

3. 방사능방재 일반

4. 방사선비상 초기대응 절차

5. 테이블탑 실습연습 등

표 2-4-28. 2017년 방사능방재요원교육(신규/보수1)

(28) 2017년 방사능방재요원교육(보수2)

표 지 목 차

1. 방사선비상계획 주요 변경사항

2. 수행절차서 주요 변경사항 

3. 비상계획수행절차 안심 활용체계 

4. 2016 조사후전체훈련 평가 지적사항

5. 2016 하나로합동훈련 평가 지적사항 등

표 2-4-29. 2017년 방사능방재요원교육(보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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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2017년 하반기 신입직원교육

표 지 목 차

1. KAERI 조직이해

2. KAERI 규정이해

3. 원자력 기초

4. 행정문서 작성법

5. 연구윤리교육 등

표 2-4-30. 2017년 하반기 신입직원교육

(30) 2017년 1차 KAERI 고위보직자 리더십교육: 소통 및 토론역량 강화과정

표 지 목 차

1. Orientation

2. 나의 소통/토론 수준 진단

3. 소통과 토론을 돕는 핵심스킬

4. 소통 대화모델 등

표 2-4-31. 2017년 1차 KAERI 고위보직자 리더십교육: 소통 및 토론역량 강화과정

(31) 원자력공학기초과정

표 지 목 차

1. 원자력공학 개관

2. 원자핵물리

3. 원자력발전소 시스템과 설비

4. 핵연료주기

5. 원자로이론 등

표 2-4-32. 원자력공학기초과정



- 49 -

(32) 2017년 2차 KAERI고위보직자 리더십교육: 소통 및 토론역량 강화과정

표 지 목 차

1. Orientation

2. 나의 소통/토론 수준 진단

3. 소통과 토론을 돕는 핵심스킬

4. 생산성을 높이는 회의 퍼실리테이션 전략

5. 정보 공유형 미팅 퍼실리테이션 실습

표 2-4-33. 2017년 2차 KAERI고위보직자 리더십교육: 소통 및 토론역량 강화과정

(33) 2017년 기획력향상교육

표 지 목 차

1. 기획의 이해

2. 기획의 수행

3. 체계적인 업무 수행 계획 수립 실습 

4. 연구원 경영현황

5. 원자력 안전과 원전사고 등

표 2-4-34. 2017년 기획력향상교육

(34) 2017년 2차 비정규직 신입직원교육

표 지 목 차

1.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2. 보안 및 안전교육

3. 청탁방지교육

4. 인사제도 및 공문서 작성

5. 원자력(연)과 조화로운 동행 등

표 2-4-35. 2017년 2차 비정규직 신입직원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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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2017년 원자력I&C(계측제어)교육과정

표 지 목 차

1. 개요

2. 보호계통

3. 제어계통

4. 감시계통 1

5. 감시계통 2 등

표 2-4-36. 2017년 원자력I&C(계측제어)교육과정

2. 원자력교육센터 교재 현황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원자력교육센터에서 2017년도에 신규로 발간한 국내과정 교재는 

총 35종으로 분야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 원자력발전 분야 : 5종

○ 방사선 및 RI 이용 분야 : 6종

○ 기타 분야 : 24종

이로써 원자력교육센터에서 1977부터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국내과정 교재는 2017년 말 

현재 표 2-4-37과 같이 총 485종에 달한다. 전체 교재목록은 부록 1과 같다.

과   정  분           야 합  계

국내과정

1. 원자력기초 분야      28

2. 원자력발전 분야 92

3. 핵연료관련분야   23

4. 방사선/방사성동위원소이용 분야 100

5. 비파괴검사 분야 30

6. 원자력관련 용접기술 분야   18

7. 기타교육 분야  194

총             계  485

표 2-4-37. 2017년 말 현재 원자력교육센터 국내과정 교재 보유현황    

(단위: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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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교육시설 및 인프라 개선

1. 원자력교육 인프라 개선

○ 연수원동 운영

구    분 시   설   명
규    모 활용실적

(‘16)
활용실적

(‘17)수 량 수용인원

연수원동

- 계단강의실
- 강의실
- 세미나실

2
5
2

70명, 50명
50명/실

20명/10명
453건 586건

- 방사선계측실습실
- 비파괴실습실
- 화학실습실
- CNS실습실
- 전산실습실

4
5
1
1
1

40명
50명
15명
10명
28명

실험실습 시 활용

- 하나로시뮬레이터실 1 10명 RO/SRO 운전원 법정교육 
활용

표 2-5-1. 연수원동 운영

○ 2017년도 교육인프라 개선

순번 구분 내용 건수

1

시설개선

연수생 2층 휴게실 개선 연수원동 2층 옥상휴게실 노후 파라솔 교체 1

2 1계단강의실 개선 블라인드, 강연대, 벽시계 설치 및 카페트 청소 1

3 강의실 개선 1계단강의실 및 1강의실 교탁 KAERI 로고 부착 1

4 연수생 1층 휴게실 개선 원자력교육센터 인력양성 반세기 판넬 설치 1

5
장비개선/

개발

실험장비 전산교육실 노후 PC 교체 1

6 실험장비 CNS 노후부품 교체 1

7 강의실 노후 빔프로젝터 교체 1

합   계 7

표 2-5-2. 2017년도 교육인프라 개선

범위
개선 결과

내용 개선 후

옥상 휴게실 연수원동 2층 옥상 휴게실 노후 파라솔 교체

1계단강의실 
연수원동 1층 1계단강의실 블라인드, 강연대, 

벽시계 설치 및 카페트 청소  

강의실 
강의실 교탁 KAERI 로고 부착

(연수원동 1계단강의실 및 1강의실)  

표 2-5-3. 연수시설 개선 전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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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자력교육센터 인력양성 반세기 대형 패널 제작 및 설치 

“원자력교육센터 인력양성 반세기”의 대형 패널을 연수원동 1층 제1강의실 복도에 제작 설 

치 하였다. 패널의 내용으로는 우리나라의 주요 원자력발전역사와 함께 원자력교육센터가 어

떤 교육과정을 통해 기여해왔는지를 함축하여 기술하고 표현하였다. 세부 내용으로는 1960년

대의 연구용 원자로인 TRIGA-MARK II, III의 사진과 함께 주요 교육과정을 기술하였다. 10

년 주기의 시대별로 대표적인 연구 성과물을 메인 비쥬얼로 표현하고 그 아래에는 주요 교육

과정과 그 시대의 연수사진 등을 담아 레이아웃 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외 연수생들은 물론 

원자력교육센터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나라의 원자력역사와 더불어 원자력교육센터

가 어떤 역할을 했고 기여 했는지를 일목요연하게 표현하였다.

그림 2-5-1. 원자력교육센터 인력양성 반세기 대형 패널 사진

3. 원자력교육센터 교육훈련 과정 안내 책자(국 영문) 발간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글로벌 원자력 인재 양성의 요람”인 원자력교육센터에서

는 매년 산업체 및 학계, 연구원 직원 등에게 교육훈련 과정 안내(Education & Training 

Program Guidance) 책자를 제공해 오고 있다. 안내 책자에 수록되어 있는 주요 내용으로는  

각 분야의 교육과정으로 산업과정, 학 연 협동과정, 원자력 이해증진 과정, 국제과정, 직원교육

(KAERI-ACE) 등에 대한 교육 과정명, 기간, 인원, 일정 등에 관한 사항과 각 과정에 대한 상

세 내용, 교육신청 및 참가 안내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올 해에는 교육과정에 대한 상세 내용

을 추가하므로 써 수용자인 교육생들에게 보다 알기 쉽게 하였으며, 기존에 국문으로만 발행

해 왔던 것을 영문(PDF)으로 제작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 하겠다. 앞으로도 교육센터는 이러

한 교육안내 책자의 발간을 통해 국 내외 연수생들에게 지속적으로 교육 안내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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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2. 원자력교육센터 교육훈련 안내 책자(국문) 

  

그림 2-5-3. 원자력교육센터 교육훈련 안내 책자(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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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원자력 산업요원 교육

제1절 원자력 발전 및 핵연료 주기 기술 분야

제2절 방사성 동위원소이용 기술 분야 연수과정

제3절 법정 보수교육

제4절 국가 기술 자격 검정 시험

제5절 원자력 이해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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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원자력 발전 및 핵연료 주기 기술 분야

1. 원자력안전고급교육과정

가. 교육목적

일본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자력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외 안전

연구 기술에 대한 이해와 적용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었다. 이러한 필요성에 맞춰서 한국원

자력연구원의 최신 교육 인프라를 기반으로 원자력안전연구본부의 각계 전문가를 활용하여 원

자력 산업체 인력 및 원내외 신진 연구자를 대상으로 원자력 안전 최신기술동향, 원전 안전성 

분석, 원전 사고예방 및 최소화, 환경보호 등과 관련하여 실무중심의 단기간 고급교육을 실시

하였다. 

나. 교육대상 

원자력 관련 신진 연구자 및 안전실무자(대학원 석·박사 과정 학생, 원자력 관련 업무 관련 

신진 연구자, 원자력연구에 관한 실무자, 기타 원자력안전연구 동향에 관심 있는 모든 전문가 

및 실무자)

다. 교육내용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안전연구본부와의 협의에 의해 본 교육은 5일 동안 실시하였으며 

교육내용은 표 3-1-1과 같다.

3 원자력 산업요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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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1/16(월) 1/17(화) 1/18(수) 1/19(목) 1/20(금)

09:00~11:30

Opening Remark

(Chul-Hwa SONG) In-vessel

Phenomena and

RCS Integrity

(Dong Ha KIM/

Hwan Yeol KIM)

Radiation a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Moon-Hee HAN/

Won-Tae HWANG)

Level 1 PSA

(Ho-Gon LIM)

Probabilistic 

Seismic Hazard, 

Fragility, Seismic 

Margin, Seismic 

Risk

(Min Kyu KIM)

Advanced 

Thermal-Hydrau

lic Safety 

Analysis

(Han Young Yoon)

11:30~13:00 Lunch

13:00~15:30

Thermal-Hydrau

lic Experiments 

and Advanced 

Measurement 

Technology

 (In-Cheol Chu) 

Ex-Vessel 

Phenomena and 

Containment 

Integrity

(Seong Wan 

HONG/Hwan Yeol 

KIM)

Dispersion 

Modeling of 

Radioactive 

Material

(Kyung-Suk SUH)

Level 2 PSA

(Kwang-Il AHN)

Evaluation and 

Closing 

Ceremony

15:30~16:00 Coffee Break

16:00~18:30

System-Scale 

Thermal-Hydrau

lic Code: 

numerical 

method and 

physical models

(Kyung-Doo Kim)

Fission Product 

Behavior

(Kwang Soon HA)

Radioecology

(Dong-Kwon 

KEUM) 

Level 3 PSA

(Seok-Jung HAN)

표 3-1-1. 원자력안전고급교육과정 시간표

라. 교육운영

Advanced Thermal-Hydraulic Safety Analysis, Thermal-Hydraulic Experiments 

and Advanced Measurement Technology, System-Scale Thermal-Hydraulic Code: 

numerical method and physical models, In-vessel Phenomena and RCS Integrity 등 

13개 과목으로 구성하고 원내 전문가 16인을 강사로 초빙하여 5일간 총 32시간에 걸쳐 실시

하였으며, 원자력 관련 신진 연구자 및 안전실무자 27명이 수강하였다. 상세한 일정 및 수강

기관은 다음과 같다.

○ 교육기간 : 2017. 1. 16(월) ~ 1. 20(금), 5일간

○ 교육장소 : INTEC 아토피아관 대강의실(205호)

○ 수료인원 : 27명

○ 수강기관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조선대학교, (주)뉴클리어엔지니어링, 인천대학교,

             중앙대학교, 한국원자력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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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는 본 교육 과정 단체사진이다.

그림 3-1-1. 원자력안전고급교육과정 단체사진

마. 교육평가

교육 완료 후 설문조사 결과 원자력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들을 수 있었으며, 지진, 

PSA, Seismic Safety 등에 대한 현안관련 강의를 들을 수 있어 좋았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개선사항으로는 하루에 배정된 강의시간이 너무 길었다는 의견과 그림 및 그래프 등 교재에 

명확히 보이지 않기에 강의 자료를 제공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다.

○ 설문일자 : 2017. 1. 20.(금)

○ 응    답 : 22명 (참여: 81%, 수료생 2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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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명
내용

원자력안전고급교육과정

교육 대상 원자력 관련 신진 연구자 및 안전실무자

만족도

 1.기대치 84%

 2.전체 만족도 88%

 3.교육내용 및 이해 70%

 4.현업 적용도 88%

 5.실시 시기 적절성 86%

 6.강사 전반 92%

 7.강사 및 강의내용 86%

 8.학습방법 유효성 86%

 9.교육환경 80%

 10. 도움이(유익한) 된 부분

- 원자력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들을 수 있어 좋았음

- 지진, PSA 등에 대한 현안관련 강의를 들을 수 있어 유익하였음

- Seismic Safety 관련 내용을 들을 수 있어 좋았음

 11. 개선 혹은 보완
- 하루에 배정된 강의시간이 너무 길어 시간조절 필요

- 그림, 그래프 등이 명확히 보이지 않기에 강의 자료 제공 요청

표 3-1-2. 원자력안전고급교육과정 설문조사 요약

2. 방사선스펙트럼분석기술 중급과정

가. 교육목적

방사능 측정은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으며 측정 후에 측정 자료에 대한 분석평가를 

정밀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이에 본 교육과정은 방사능 측정 후 측정 자료를 분석 평가하는 

실습을 위주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하였다.

방사능측정 분야의 중급 실무과정으로서 본 교육과정은 방사선/능의 이론에 대한 기초지식

이 있는 교육생을 대상으로 실습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으며, 이론과 실습으로 구분하여 모사 

스펙트럼을 이용한 스펙트럼 분석과 방사능 농도 평가 등을 통하여 현장에서 사용하는 핵종의 

스펙트럼 분석에 관한 실무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나. 교육대상

한국수력원자력(주) 등 관련 기관의 환경 방사능 측정 관계자를 교육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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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육내용

붕괴이론, 방사선과 물질과의 상호작용, 핵붕괴 차트, 방사선 검출기의 원리, 분광분석 시스

템, 계측통계, 분석프로그램, 보정인자, 방사능 분석 등 12개 과목으로 구성하여 실시하였으며 

교과에 대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과목 세부내용
시간구분

강사
이론 실습

1. 붕괴이론 - α, β, γ 붕괴이론 등 2 - 이완로

2. 방사선과 물질과의 상호작용
- 광전효과, 컴프턴산란, 전자쌍생성, 

  검출기와의 상호작용 등
3 - 지영용

3. 붕괴 도표 - 핵붕괴 차트 분석 등 1 - 박태순

4. 방사선 검출기 - 반도체 및 HPGe 검출기 원리 등 2 - 박태순

5. 계측 통계 - 불확도 및 통계적 변동, 표준편차 등 2 - 이경범

6. 스펙트럼 측정 원리 - 분광 분석 시스템 구조 등 2 - 김한수

7. 스펙트럼 분석 - 스펙트럼 분석 시스템 구조 등 2 - 지영용

8. 라이브러리 구축 - 라이브러리 소개  등 3 - 이모성

9. 교정 - 분석 교정 등 2 - 이종만

10. 보정 - 기하학적 및 밀도 보정 등 1 1 이모성

11. 자료해석과 품질관리 - 자료해석, 품질관리 등 2 - 이모성

12. 방사능 분석 - 시료의 방사능 분석 등 1 2 이모성

기타 - 등록, 자기소개 및 수료 등 6

총 계 32

표 3-1-3. 방사선스펙트럼분석기술 중급과정 교과목 및 시간

라. 교육운영

대학과 연구기관 전문가 7인을 강사로 초빙하여 5일간 총 32시간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한

국수력원자력(주)의 13명,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

자력통제기술원 등 총 23명이 수강하였다. 본 교육에 대한 상세한 일정 및 수강기관은 다음과 

같다.

○ 교육기간 : 2017. 4. 17. ∼ 4. 21. (5일)

○ 수강인원 : 23명

○ 수강기관 : 한국수력원자력(주), 국립환경과학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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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의 실 : 원자력교육센터 1층 제1강의실 및 전산교육실

그림 3-1-2는 방사선스펙트럼분석기술 단체사진이다.

그림 3-1-2. 2017년 방사선스펙트럼분석기술 중급과정 단체사진 

마. 교육평가

교육 완료 후 설문조사 결과(23명 응답, 응답률 100%), 교육생 대부분이 현장에서 사용하는 

분석 방법과 일치하여 현장실무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스러운 것으로 평가되었다. 

본 교육의 목적은 발전소 및 산업체의 환경방사능 측정 관계자를 대상으로 방사선 스펙트럼 

분석에 대한 중급 이론 및 실제 분석 프로그램을 사용한 전산 실습을 통하여 방사능 분석 능

력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실제 업무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사선 스펙트럼 분석 프로그램

과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실습을 실시하여 교육생들에게 방사능 분석에 대하여 한층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불확도에 대한 내용을 보다 자세히 청취할 수 있도록 시간 조정 요구 사항이 있었으며, 보

조 요원 배치, 저준위알파베타 계수기와 LSC 활용 실습, 원내 실험실 견학 등 실습 시 보강할 

내용들이 많이 제안되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방사능 분석에 관심을 갖는 기관(예: 식약처(지방청 포함), 국립환경과학

원, 대학교 등)이 많아져 기존의 중급과정에 추가하여 여러 차례의 과정 개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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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명
내용

방사선스펙트럼분석기술 중급과정

만족도

1. 기대치 90% (88%)※

2. 만족도 89% (85%)※ 

3. 교육내용 및 이해 88% (84%)※ 

4. 현업 적용도 89% (85%)※ 

5. 강사 93% (91%)※ 

6. 교육환경 92% (92%)※ 

7. 도움이(유익한) 된 부분

- 종합적인 감마분석의 이해와 실무에 도움

- 평소에 쓰지 않았던 기능(동시 합성과정)을 학습

- 강사분들의 경험, 지식, 스킬을 공유

- 이론과 분석 실습의 병행

8. 개선 혹은 보완(건의)

- 측정 불확도의 시간이 짧음. 시간확대 필요 (다수 응답)

- 저준위 알파베타 계수기와 LSC 두 개 장비만을 위한 실습 개

설 희망

- 원내 타 실험실 방문 희망

- 실습 시 보조요원 추가 배치 희망

- 실제 물질(토양 등)을 사용한 분석 희망

※ 괄호안은 전년도 결과

표 3-1-4. 방사선스펙트럼분석기술 중급과정 설문조사 요약 

3. 확률론적안전성평가 및 리스크정보활용

가. 교육목적

본 과정은 원자력발전소 운영 시 안전성 향상을 위해 원전 현장 종사자와 관련 업무 종사자

에게 확률론적안전성평가(PSA) 및 리스크정보활용(RIA) 등 첨단 안전성 관련 기술을 전파하여 

업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초적 이론 강의와 실습 부분에 비중을 두어 개

설하였다.

나. 교육대상

원자력발전소 안전성 및 기술개발 관련 업무 종사자, 원자력발전소 운전/보수/규제/검사/설

계 부품제조 및 핵연료 제조 업무 종사자, 기타 관련 기술 연구 개발 및 관련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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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육내용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요청에 따라 표 3-1-5와 같이 PSA 개요, Level-1,2,3 PSA 등 23개 

과목으로 구성하여 2주 동안 이론과 실습을 실시하였다.

순번 강사명
구분

교과목

강의구분

강의

원내 원외

1 임 호 곤
 후쿠시마 사고와 원전 리스크 2 -

 국내 PSA 연구방향 및 토론 1 -

2 한 상 훈

 Level-1 PSA 2 -

 표준원전 PSA에 기반한 고장수목 분석 2 -

 표준원전 PSA에 기반한 정량화 3 -

3 정 용 훈  AIMS 사용법 및 Fault Tree 작성 방법 2 -

4
황 미 정

이 윤 환

 모의 원전 FT 작성 및 정량화 7 -

 계통 FT 작성 및 분석 7 -

5 조 재 현  Level-2 PSA 2 -

6 한 석 중  Level-3 PSA 2 -

7 최 선 영  기기 신뢰도 DB 2 -

8 박 진 균  인간 신뢰도 분석 1 -

9 강 대 일  화재 PSA 2 -

10 이 윤 환  침수 PSA 1 -

11 김 길 유  RIA 개요 2 -

12 신 성 민  Digital I&C PSA 1 -

13 박 진 희
 표준 원전 PSA 개요 3 -

 정지저출력 PSA 3 -

14 김 동 산  다수기 PSA 연구개발 현황 2

15 김 도 형  PSA 관련 규제 현황 및 계획 - 2

16 김 재 환  극한재해 사고 완화 지침서 및 리스크 영향 평가 2 -

17 박 래 준  중대사고 관리 기술 2 -

18 함 대 기  극한 외부 사건 PSA 3

기  타  등록, 수료, 체육활동 등 2 -

총  계 58

표 3-1-5. 확률론적안전성평가 및 리스크정보활용 교과목 및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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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교육운영

원내 전문가 18인과 외부 전문가 1인을 강사로 초빙하여 2주간 총 58시간에 걸쳐 본 교육 

과정을 실시하였다. 한국수력원자력(주)의 13명 등 총 25명이 수강하였으며 최종 23명이 수료

하였다. 상세한 일정 및 수강기관은 다음과 같다.

○ 교육기간 : 2017. 10. 10 ∼ 10. 20 (2주)

○ 수강인원 : 23명 (수강인원 25명, 출석률 80% 미만 2명 미수료)

○ 수강기관 :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원, 

             연세대, 포항공대 등

○ 강 의 실 : 원자력교육센터 1층 제1강의실 및 전산교육실

그림 3-1-3는 2017년 확률론적안전성평가 및 리스크정보활용과정의 단체사진을 보여준다.

그림 3-1-3. 확률론적안전성평가 및 리스크정보활용 과정 단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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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교육평가

교육 완료 후 설문조사결과(수료자 23명중 19명 답변) 강의 순서 조정, 교육 시작 시간 조

정, 예습을 위한 자료 사전 배포, 일부 교육과정 최신화, 기초 및 심화 과정 구분 등이 제안되

었다. 

향후 PSA 연구부서와 협의하여 강의순서와 교육 시작 시간 조정, 사전에 교육자료 배포, 교

육과정 최신화, 실습시간 확대를 통해 교육과정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과정명
내용

2017년 확률론적안전성평가 및 리스크정보활용 교육과정

교육 대상
한수원(주)을 중심으로 한 PSA 관련 산업체 직원 등

(한수원(주)에서 교육과정 개설 요청)

만족도

1. 기대치 91% (89%)※

2. 전체 만족도 86% (87%)※

3. 교육시간 81% (86%)※

4. 교육내용 및 이해 77% (75%)※

5. 교육 목표 85% (84%)※

6. 지식과 기술 습득 87% (87%)※

7. 업무 수행에 도움 83% (86%)※

8. 실시 시기 86% (75%)※

9. 타인 추천 여부 90% (87%)※

10. 학습 성취도
교육 전 35% (42%)※

교육 후 67% (74%)※

9. 도움이 (유익한) 된 부분

- FT/ET 실습과정 및 PSA 개념 확립

- 예제를 통한 실습(FT작성 등) 

- 표준원전 PSA 및 규제현황

- 중대사고에 대한 이해도 향상 및 실무에 도움

10. 개선 혹은 보완

- 교육분위기 조성을 위해 교육시간 조정 및 교육생 안내

- 예습을 위해 사전에 교육자료 배포

- 일부 교육과정 내용 최신화 필요

※ 괄호안은 전년도 결과

표 3-1-6. 확률론적안전성평가 및 리스크정보활용 교육과정 설문조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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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확률론적안전성평가 및 리스크정보활용 교육과정 전반 만족도 조사 결과

4. 원자로심 설계 이론과 실습교육 과정

가. 교육목적

대덕원자력포럼과의 교육협력에 의하여 원자로심 설계에 대한 이론 강의 및 실습을 통한 실

제 설계기술 교육에 중점을 두어 원자로 설계 관련 중소산업체 전문 인력의 업무능력 향상과 

원자력 산업 예비 인력의 능력 배양을 위하여 본 교육을 실시하였다.

나. 교육대상

원자로설계 관련 중소산업체 직원 및 대학/대학원생

다. 교육내용

대덕원자력포럼의 요청에 따라 본 교육은 4일 동안 이론과 실습을 실시하였으며 교육 내용

은 표 3-1-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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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시 시간 6/27(화) 6/28(수) 6/29(목) 6/30(금)

1 09:30 ~ 10:00 등록 및 과정소개

2 10:00 ~ 11:30 노심설계 개요 군정수 생산 실습
노심장전모형

선정 실습

안전해석 자료 

생산

3 11:30 ~ 13:00 점심

4 13:00 ~ 14:30
핵연료집합체 

핵설계
군정수표 구조

열수력 설계용 

자료 생산
수료 및 평가

5 14:30 ~ 15:00 Coffee Break

6 15:00 ~ 16:30
군정수 생산 

방법론

노심장전모형

선정 방법론

핵연료 설계용 

자료 생산

7 16:30 ~ 17:30 그룹별 토의

표 3-1-7. 원자로심 설계 이론과 실습교육 과정 시간표

라. 교육운영

노심설계 개요, 핵연료집합체 핵설계, 군정수 생산 방법론 등 10개 과목으로 구성하고 원내 

전문가 5인을 강사로 초빙하여 4일간 총 19시간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원자로설계 관련 중소

산업체 직원 및 대학/대학원생 26명이 수강 신청하였다. 상세한 일정 및 수강기관은 다음과 

같다.

○ 교육기간 : 2017. 6. 27. ∼ 6. 30. (4일)

○ 교육장소 : 원자력교육센터 전산교육실

○ 수료인원 : 23명

○ 수강기관 :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주)미래와도전, IM&SC, 경북보건대학교

             울산과학기술대학교, 경희대학교,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세종대학교, 인천대학교, 동국대학교, 한국원자력연구원

그림 3-1-5는 본 교육 과정 단체사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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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2017년 원자로심 설계 이론과 실습교육 과정 단체사진

마. 교육평가

본 교육은 대덕원자력포럼과의 교육협력에 의하여 원자로심 설계에 대한 이론 강의 및 실습

을 통한 실제 설계기술 교육에 중점을 두어 원자로 설계 관련 중소산업체 전문 인력의 업무능

력 향상과 원자력산업 예비 인력의 능력 배양을 위해 대덕원자력포럼과 공동으로 전문 교육과

정을 개설하였다.

 교육생들은 원자로설계 관련 중소산업체 직원 및 대학/대학원생으로 대부분 원자로설계 전

공자 및 관련종사자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강하였으며, 강사들도 교육과정 개발부터 강의

에 이르기까지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임하여 과정을 수월하게 진행하였다. 교육 완료 후 설문

조사 결과 기대치 89%로 교육생들이 많은 기대를 가지고 참여한 것으로 보여 지며, 전체 만

족도 또한 91%로 상당히 높게 평가 되었다. 개선사항으로는 전체적인 교육시간 증대, 현장견

학 혹은 시청각 교육 필요 등으로 조사 되었으며, 향후 강사 및 대덕원자력포럼과 충분한 협

의를 거쳐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본 교육을 통해 중소산업체 전문 인력 및 원자력산업 예비인력 양성 기반을 구축하고, 개

도국 및 원자력기술수출 협력 국가의 인력양성 지원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 설문일자 : 2017. 6. 30.(금)

○ 응    답 : 19명 (참여: 82%, 총 2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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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명
내용

원자로심 설계 이론과 실습교육 과정

교육 대상 원자로설계 관련 중소산업체 직원 및 대학/대학원생

만족도

 1.기대치 89% (84%)

 2.전체 만족도 91% (90%)

 3.교육내용 및 이해 91% (84%)

 4.현업 적용도 91% (80%)

 5.실시 시기 적절성 91% (86%)

 6.학습방법 유효성 91% (90%)

 7.교육환경 91% (96%)

 8.강사 전반 86% (88%)

 9.강사 및 강의 내용 92% (88%)

 10. 도움이(유익한) 된 부분

- 경수로 노심설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 증진

- 실제 계산과정을 보면서 이해 할 수 있었음

- 새로운 노심설계 코드를 접할 수 있는 기회

 11. 개선 혹은 보완
- 전체적인 교육시간을 늘려 실습시간을 보다 증대했으면 좋겠음

- 현장견학 혹은 시청각 교육 필요

※ 괄호안은 전년도 결과

표 3-1-8. 원자로심 설계 이론과 실습교육 과정 설문조사 요약

5. PC기반 원전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원전 안전교육 과정

가. 교육목적

대덕원자력포럼과의 교육협력에 의하여 PC기반 원전 시뮬레이터에 대한 이론 강의 및 실습

을 통해 실제 원전 안전 교육에 중점을 두어 원자력발전 및 안전 관련 중소산업체 전문 인력

의 업무능력 향상과 원자력 산업 예비 인력의 능력 배양을 위하여 본 교육을 실시하였다.

나. 교육대상

원자력발전 및 안전 관련 중소산업체 직원 및 대학/대학원생

다. 교육내용

대덕원자력포럼의 요청에 따라 본 교육은 4일 동안 이론과 실습을 실시하였으며 교육 내용

은 표 3-1-9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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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7/4(화) 7/5(수) 7/6(목) 7/7(금)

09:30~10:00 등록 및 과정소개

10:00~11:00

OPR1000 Systems

- Major components 

  of RCS

Simulation practice

- Project explanation

Do it together

- Non-LOCA transient 

  simulations

Do it together

- SBO

11:00~12:00

OPR1000 Systems

- Protection and 

  control systems

Demonstration

- Normal operations

LOCA simulations

- Safety concerns

Beyond DBA

- Safety concerns

12:00~14:00 점심

14:00~15:30
RELAP5 modeling 

features

Demonstration

- Operational 

  transients

Do it together

- LOCA transient 

  simulations

Project group 

Presentation

15:30~17:00
General features of 

OPR1000 simulator

Non-LOCA 

simulations

- Safety concerns

Q&A on your Project

- Prepare 

presentation

Project group 

Presentation

표 3-1-9. PC기반 원전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원전 안전교육 과정 시간표

라. 교육운영

OPR1000 Systems - Major components of RCS, OPR1000 Systems - Protection 

and control systems, RELAP5 modeling features 등 14개 과목으로 구성하고 원내 전문

가 4인을 강사로 초빙하여 4일간 총 20시간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원자력발전 및 안전 관련 

중소산업체 직원 및 대학/대학원생 26명이 신청하였다. 상세한 일정 및 수강기관은 다음과 같

다.

○ 교육기간 : 2017. 7. 4. ∼ 7. 7. (4일)

○ 교육장소 : 원자력교육센터 전산교육실

○ 수료인원 : 22명

○ 수강기관 : 한국원자력연료, (주)이엔이티, 경희대학교, 세종대학교, 조선대학교

             경북대학교, 한국과학기술대학교, 중앙대학교, 울산과학기술대학교, 

             한국원자력연구원

그림 3-1-6은 본 교육 과정의 단체사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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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2017년 PC기반 원전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원전 안전교육 과정 단체사진

마. 교육평가

본 교육은 대덕원자력포럼과의 교육협력에 의하여 PC기반 원전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원전 

안전교육에 중점을 두어 원자력발전 및 안전 관련 중소산업체 전문 인력의 업무능력 향상과 

원자력산업 예비 인력의 능력 배양을 위해 대덕원자력포럼과 공동으로 전문 교육과정을 개설

하였다.

교육생들은 원자로발전 및 안전 관련 중소산업체 직원 및 대학/대학원생으로 대부분 원자력

발전 및 안전 관련 전공자 혹은 종사자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강하였으며, 강사들도 교육

과정 개발부터 강의에 이르기까지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임하여 과정을 수월하게 진행하였다. 

교육 완료 후 설문조사 결과 기대치 88%로 교육생들이 많은 기대를 가지고 참여한 것으로 보

여 지며, 전체 만족도는 86%로 대부분 만족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특히 다른 교육과는 다르

게 그룹별 과제 통해, 다양한 사고에 대한 시뮬레이션과 결과에 대해 발표시간을 가져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던 것으로 사료된다. 개선사항으로는 시뮬레이터 제공, 시뮬레이터 기반 코

드에 대한 보강설명, 다양한 사고 해석 필요 등으로 조사되었으며, 향후 강사 및 담당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본 교육을 통해 중소산업체 전문 인력 및 원자력산업 예비인력 양성 기반을 구축하고, 개도

국 및 원자력기술수출 협력 국가의 인력양성 지원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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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일자 : 2017. 7. 7.(금)

○ 응    답 : 20명 (참여: 90%, 총 22명)

과정명
내용

PC기반 원전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원전 안전교육 과정

교육 대상 원자력발전 및 안전 관련 중소산업체 직원 및 대학/대학원생

만족도

 1.기대치 88% (86%)

 2.전체 만족도 86% (90%)

 3.교육내용 및 이해 79% (90%)

 4.현업 적용도 88% (84%)

 5.실시 시기 적절성 87% (90%)

 6.강사전반 94% (88%)

 7.강사 및 강의내용 92% (90%)

 8.학습방법 유효성 88% (92%)

 9.교육환경 88% (90%)

 10. 도움이(유익한) 된 부분

- 원전 사고 시나리오 진행시 물리적 거동을 이해할 수 있었음

- 계통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 습득

- 이론과 실습이 적절하게 병행되어 이해하기 쉬웠음

 11. 개선 혹은 보완

- 다양한 사고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진행 필요

- 시뮬레이터 프로그램이 제공 필요

- 시뮬레이터 기반 코드에 대한 보강 설명 필요

※ 괄호안은 전년도 결과

표 3-1-10. PC기반 원전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원전 안전교육 과정 설문조사 요약

6. PC기반 노심 시뮬레이터(e-CORSIM)를 이용한 원자로심 설계교육 과정(1)

가. 교육목적

대덕원자력포럼과의 교육협력에 의하여 PC기반 노심 시뮬레이터(e-CORSIM)를 이용한 원

자로심 설계 교육을 통해 실제 노심설계기술 교육에 중점을 두어 원자로 설계 관련 중소산업

체 전문 인력의 업무능력 향상과 원자력 산업 예비 인력의 능력 배양을 위하여 본 교육을 실

시하였다.

나. 교육대상

원자로설계 관련 중소산업체 직원 및 대학/대학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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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육내용

대덕원자력포럼의 요청에 따라 본 교육은 1일 동안 이론과 실습을 실시하였으며 교육 내용

은 표 3-1-11과 같다.

교시 시간 7/12(수)

1 09:30 ~ 09:50 등록 및 과정소개

2 10:00 ~ 10:50
Introduction top LP Design

3 11:00 ~ 11:50

4 12:00 ~ 13:00 점심

5 13:00 ~ 13:50
e-CORSIM Usage

6 14:00 ~ 14:50

7 15:00 ~ 15:50
e-CORSIM Exercise

8 16:00 ~ 16:50

9 17:00 ~ 18:00 그룹별 토의

표 3-1-11. PC기반 노심 시뮬레이터(e-CORSIM)를 이용한 원자로심 설계교육 과정(1) 시간표

라. 교육운영

Intoruduction to LP Design, e-CORSIM Usage, e-CORSIM Exercise 3개 과목으로 

구성하고 원내·외 전문가 3인을 강사로 초빙하여 1일 총 6시간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원자로

설계 관련 중소산업체 직원 및 대학/대학원생 14명이 수강하였다. 상세한 일정 및 수강기관은 

다음과 같다.

○ 교육기간 : 2017. 7. 12. (1일)

○ 교육장소 : 원자력교육센터 전산교육실

○ 수료인원 : 13명

○ 수강기관 : 한국전력기술, IM&SC,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울산과학기술대학교,

             경희대학교,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한국원자력연구원

그림 3-1-7은 본 교육 과정의 단체사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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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 2017년 PC기반 노심 시뮬레이터(e-CORSIM)를 이용한 원자로심 설계교육 과정(1)

단체사진

마. 교육평가

본 교육은 대덕원자력포럼과의 교육협력에 의하여 PC기반 노심 시뮬레이터(e-CORSIM)를 

이용한 원자로심 설계 교육을 통한 실제 노심설계기술 교육에 중점을 두어 원자로 설계 관련 

중소산업체 전문 인력의 업무능력 향상과 원자력산업 예비 인력의 능력 배양을 위해 대덕원자

력포럼과 공동으로 전문 교육과정을 개설하였다.

교육생들은 원자로설계 관련 중소산업체 직원 및 대학/대학원생으로 대부분 원자로설계 전

공자 및 관련종사자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강하였으며, 강사들도 교육과정 개발부터 강의

에 이르기까지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임하여 과정을 수월하게 진행하였다. 교육 완료 후 설문

조사 결과 기대치 85%로 교육생들이 많은 기대를 가지고 참여한 것으로 보여 지며, 전체 만

족도 또한 86%로 대부분 만족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개선사항으로는 교육시간 부족, 과정에 

대한 상세 강의내용 부재 등으로 조사 되었으며, 향후 강사 및 대덕원자력포럼과 충분한 협의

를 거쳐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본 교육을 통해 중소산업체 전문 인력 및 원자력산업 예비인력 양성 기반을 구축하고, 개도

국 및 원자력기술수출 협력 국가의 인력양성 지원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 설문일자 : 2017. 7. 12.(수)

○ 응    답 : 13명 (참여: 100%, 총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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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명
내용

PC기반 노심 시뮬레이터(e-CORSIM)를 이용한
원자로심 설계교육 과정

교육 대상 원자로설계 관련 중소산업체 직원 및 대학/대학원생

만족도

 1.기대치 85% (82%)

 2.전체 만족도 86% (90%)

 3.교육내용 및 이해 80% (90%)

 4.현업 적용도 82% (86%)

 5.실시 시기 적절성 86% (88%)

 6.강사전반 88% (88%)

 7.강사 및 강의내용 89% (92%)

 8.학습방법 유효성 90% (94%)

 9.교육환경 91% (86%)

 10. 도움이(유익한) 된 부분
- 실습을 기반을 둔 교육과정이여서 피부로 와 닿았음

- 전반적으로 교육과정 알차게 구성되었음

 11. 개선 혹은 보완
- 프로그램 숙지하는데 보다 많은 교육시간 제공 필요

- 과정에 대한 상세 강의내용 부재

※ 괄호안은 전년도 결과

표 3-1-12. PC기반 노심 시뮬레이터(e-CORSIM)를 이용한 원자로심 설계교육 과정(1) 설문조사 요약

7. PC기반 노심 시뮬레이터(e-CORSIM)를 이용한 원자로심 설계 교육과정(2)

가. 교육목적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교육협력에 의하여 PC기반 노심 시뮬레이터(e-CORSIM)를 이용한 

원자로심 설계 교육을 통해 실제 노심설계기술 교육에 중점을 두어 에너지 산업 기술 발전에 

기여 및 에너지 기술인력 기반강화를 위하여 본 교육을 실시하였다.

나. 교육대상

에너지 기술 관련 대학/대학원생

다. 교육내용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요청에 따라 본 교육은 1일 동안 이론과 실습을 실시하였으며 교육 

내용은 표 3-1-13과 같다.



- 77 -

교시 시간 7/26(수)

1 09:30 ~ 09:50 등록 및 과정소개

2 10:00 ~ 10:50
노심설계 개요

3 11:00 ~ 11:50

4 12:00 ~ 13:00 점심

5 13:00 ~ 13:50
e-CORSIM Usage

6 14:00 ~ 14:50

7 15:00 ~ 15:50
e-CORSIM Exercise

8 16:00 ~ 16:50

9 17:00 ~ 18:00 그룹별 토의

표 3-1-13. PC기반 노심 시뮬레이터(e-CORSIM)를 이용한 원자로심 설계교육 과정(2) 시간표

라. 교육운영

노심설계 개요, e-CORSIM Usage, e-CORSIM Exercise 3개 과목으로 구성하고 원내·외 

전문가 3인을 강사로 초빙하여 1일 총 6시간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에너지 관련 대학/대학원

생 11명이 수강하였다. 상세한 일정 및 수강기관은 다음과 같다.

○ 교육기간 : 2017. 7. 26. (1일)

○ 교육장소 : 원자력교육센터 전산교육실

○ 수료인원 : 11명

○ 수강기관 :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울산대학교, 연세대학교

그림 3-1-8은 본 교육 과정의 단체사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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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 2017년 PC기반 노심 시뮬레이터(e-CORSIM)를 이용한 원자로심 설계교육 과정(2)

단체사진

마. 교육평가

본 교육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교육협력에 의하여 PC기반 노심 시뮬레이터

(e-CORSIM)를 이용한 원자로심 설계 교육을 통한 실제 노심설계기술 교육에 중점을 두어 에

너지 산업기술 발전에 기여 및 기술 인력의 기반강화를 위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공동으

로 전문 교육과정을 개설하였다.

교육생들은 에너지 기술 관련 대학/대학원생으로 대부분 에너지 관련 전공자이기 때문에 적

극적인 관심을 보이며 수강하였으며, 강사들도 교육과정 개발부터 강의에 이르기까지 성실하

고 적극적으로 임하여 과정을 수월하게 진행하였다. 교육 완료 후 설문조사 결과 기대치에 비

해 만족도가 높게 조사되었고, 강사 및 강의내용에 대한 전체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개선사

항으로는 적절한 강의 수준, 프로그램 이론과 실습을 동시 진행, 기본용어 및 개념 등에 대한 

상세설명 필요 등으로 조사 되었다.

본 교육과정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에너지 인력양성 플랫폼 사업의 일환으로 기관별 제공 

가능한 교육프로그램 요청에 의하여 개설되었다.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다양한 준비(교육생 명

단 등)가 필요하므로, 교육운영 전 에너지 인력양성 플랫폼 담당자와 빠른 피드백을 통해 교육

과정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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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일자 : 2017. 7. 12.(수)

○ 응    답 : 11명 (참여: 100%, 총 11명)

과정명
내용

PC기반 노심 시뮬레이터(e-CORSIM)를 이용한
원자로심 설계교육 과정(2)

교육 대상 에너지 기술 관련 대학/대학원생

만족도

 1.기대치 64%

 2.전체 만족도 76%

 3.교육내용 및 이해 82%

 4.현업 적용도 64%

 5.실시 시기 적절성 80%

 6.강사전반 91%

 7.강사 및 강의내용 92%

 8.학습방법 유효성 86%

 9.교육환경 88%

 10. 도움이(유익한) 된 부분

- 실제 모델을 예시로 들어주셔서 이해하기 수월했음

- 사전 이론 설명 후 실습이 진행되어 이해하기 수월했음

- 실습 및 결과확인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이 있어 좋았음

 11. 개선 혹은 보완

- 교육내용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홈페이지에 기재 필요

- 프로그램 이론과 실습을 동시에 진행하면 좋겠음

- 기본용어 및 개념 등에 대한 상세설명 필요

표 3-1-14. PC기반 노심 시뮬레이터(e-CORSIM)를 이용한 원자로심 설계교육 과정(2) 설문조사 요약

8. 군 대상 원자력안전교육 과정

  (Education on the nuclear safety technologies for military personnel)

가. 실시 배경

2008년과 2011년에 군 검사기관의 검사요원을 대상으로 원자력/방사선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본 과정은 최근 군 원자력/방사선 관련 시설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교육 요청에 따라 

군 원자력/방사선 시설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핵연료주기시설을 중심으로 한 기초

적 이론 강의와 현장견학에 비중을 두어 실시하게 되었다.

나. 교육목적

본 과정은 대국민 원자력 이해증진의 일환으로 군의 원자력/방사선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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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국방을 담당하고 있는 군의 원자력 시설의 안전성 향상과 전투력 향상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가 안보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다. 교육대상

원자력/방사선 시설 관련 군 요원 

라. 교육내용

국내외 원자력동향과 핵연료주기시설을 중심으로 한 기초적 이론 강의와 핵주기공정시설, 

하나로원자로, 방사성폐기물처리 및 처분 시설, 핵연료제조시설 등의 현장견학 과목으로 구성

하여 2일 동안 실시하였다. 표 3-1-15는 2017년 군 대상 원자력안전교육 과정의 시간표를 

보여준다.

일자 시간 내용 담당

11/22

(수)

10:00~10:30  오리엔테이션
김웅기

원자력교육센터

10:30~12:30 핵연료주기시설 개요
김응호

핵연료주기기술연구소 

파이로기술실증연구부

12:30~13:30 오찬
최예빈

원자력교육센터

13:30~14:30 핵주기공정시설(파이로) 개요
안도희

핵연료주기기술연구소 

파이로기술실증연구부

14:30~15:30 KURT 시설 (지하처분연구시설) 개요
최영철

방사성폐기물처분연구부

15:30~17:30 핵연료제조시설(KNF) 견학
최예빈

원자력교육센터

11/23

(목)

9:30~11:30 원자력 동향
황용수

원자력정책연구센터

11:30~12:30 오찬
최예빈

원자력교육센터

12:30~13:30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 개요  강의

(장소 : 교육센터)

김태국
운영폐기물관리실

13:30~14:30
연구용 원자로(하나로) 개요  강의 

(장소 : 교육센터)

김형규
하나로운영부

14:30~15:30 연구용 원자로(하나로)  현장 방문
김형규

하나로운영부

15:30~16:30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  현장 방문
김태국

운영폐기물관리실

표 3-1-15. 2017년 군 대상 원자력안전교육 과정 시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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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교육운영

원내 전문가 6인을 강사로 초빙하여 2일간 총 12시간에 걸쳐 본 교육 과정을 실시하였다. 

국군화생방사령부 소속 8명 등 총 35명이 수강하였으며 최종 31명이 수료하였다. 상세한 일

정 및 수강기관은 다음과 같다.

○ 교육기간 : 2017. 11. 22 ∼ 11. 23 (2일)

○ 수료인원 : 31명 (수강인원 35명, 출석률 80% 미만 4명 미수료)

○ 수강기관 : 국방부군비통제검증단,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합동참모본부, 

             국방부북핵정책기획팀, 공군 작전사령부, 한미연합사령부, 통일부

○ 강 의 실 : 원자력교육센터 1층 제1계단강의실 및 각 실험실

  그림 3-1-9는 2017년 군 대상 원자력안전교육 과정의 단체사진을 보여준다.

그림 3-1-9. 2017년 군 대상 원자력안전교육 과정 단체사진

바. 교육평가

본 교육 과정은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와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의 교육과정 개설 요청에 의

해 군 작전에 필요한 원자력 관련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군의 전투력 및 국가 방위력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본 교육 과정은 2일 과정으로 핵연료주기시설

과 최신 원자력 동향에 대한 이론과 더불어 연구로인 하나로를 비롯한 다양한 원자력시설 견

학을 통해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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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과정에는 군의 원자력시설 관계자 35명(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 16명, 국군화생방방호사

령부 8명, 합동참모본부 5명, 국방부 북핵정책기획팀 2명, 공군 작전사령부 2명, 한미연합사

령부 1명, 통일부 1명)이 교육에 참여하였으며 출석률 80% 미만자 4명을 제외한 31명(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 15명,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8명, 합동참모본부 5명, 공군 작전사령부 2명, 

한미연합사령부 1명)이 수료하였다.

본 교육과정은 난이도가 낮은 수준으로 학습 내용 소화에 무리가 없었으나 다양한 시설 견

학에 따른 이동 및 출입 시간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차기 과정에서는 기초적인 내용(원자력 

원리)의 중복을 개선하고 핵연료 제조시설 등 견학 내용을 보완할 계획이다. 

과정명
내용

2017년 군 대상 원자력안전교육 과정

교육 대상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 국군 화생방방호사령부 등

만족도

1. 기대치 88% 

2. 전체 만족도 89% 

3. 교육시간 85% 

4. 교육내용 및 이해 86% 

5. 교육 목표 89% 

6. 지식과 기술 습득 91% 

7. 업무 수행에 도움 87% 

10. 학습 성취도
교육 전 45% 

교육 후 78% 

11. 도움이 (유익한) 된 부분

- 원자력 및 원자로 이해, 원자력에 대한 기본 인식 변화

- 핵연료주기시설

- 원자력동향(북핵시설)

- 현장견학

- 핵연료제조과정 이해

- 하나로 시설 견학

- 파이로 공정

12. 개선 혹은 보완

- 기초적인 내용(원자력 원리) 중복 개선

- 교육 시간 부족

- 핵연료 제조시설 견학 추가(중수로핵연료 제조 시설 등)

- 사고 발생시 조치 메뉴얼이나 시나리오에 대한 교육 추가 

- 북한 핵 시설과 비교 설명

- 군과 관련된 내용 추가 필요

표 3-1-16. 2017년 군 대상 원자력안전교육 과정 설문조사 요약



- 83 -

그림 3-1-10. 2017년 군 대상 원자력안전교육 과정 전반 만족도 조사 결과



- 84 -

제2절 방사성 동위원소이용 기술 분야 연수과정

1. 방사선장해방어감독자

가. 교육목적

국내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하는 산업체 또는 관련기관 종사자와 이공계대학교 

출신의 기술요원을 대상으로 원자력에 관한 기본지식, 방사선취급기술, 장해방어 및 관련 법규 

등의 전문지식 등을 6주간에 걸쳐 교육시켜 해당 분야의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또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18조 1항에 의하여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시험에 응시

하고자 하는 자 중에서 부족한 경력을 인정하기 위한 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이며, 원자력

안전법 시행령 제25747호(2014. 11. 19 일부 개정: 교육훈련 이수자에게 실무 경력 1년)에 

의해 본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실무경력 1년이 인정된다.

나. 교육대상

교육 대상은 방사성동위원소이용 기관 및 관련 산업체에서 해당 기술 분야에 관련업무 및 

전문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원자력 요원, 입문자 또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18조 1항에 

의하여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시험 응시자격에 학력과 실무경력을 인정받기 위한 기술요원으로

서 면허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 또는 관련 직무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 교육내용

교과 내용은 면허시험과목과 일치하는 4개 교과목인 원자력이론, 방사선장해와 방호, 방사선

측정과 취급 및 원자력관계법령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론과 실험실습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지

식습득 및 경력인정과 더불어 면허시험을 고려하여 중요한 교과목에 대해서는 특강을 배치하

였으며 학습평가 및 문제풀이 교재를 개발하고 학습평가 및 문제풀이 시간을 배정하였다. 총 

교육시간은 183시간으로 교과목 및 시간은 표 3-2-1과 같다.

문제풀이와 조별학습 과정을 통해 문제중심학습 및 자율학습 기능을 강화하고 법령 부분을 

보완하여 실무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또한 최근 합격자들의 합격 수기를 청취하고 의견을 나

누는 간담회 시간을 마련하여 면허 시험 준비 방법이나 노하우를 얻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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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교 과 목 교 과 내 용

시  간

비고원외 원내
계

강의 실습 강의 실습

1.

원자력

이론

(34시간)

1.1 방사선물리 (12)
 방사선 - - 9 - 9

 핵반응 - - 3 - 3

1.2 방사화학 (12)

 방사화학 - - 6 - 6

 방사화 분석 - - 3 - 3

 표지화합물제조 - - 3 - 3

1.3 방사선생물학 (6)  방사선생물학 - - 6 - 6

1.4 RI 생산 및 이용 (4)
 RI 이학, 공학, 의료적

 이용 및 생산
- - 4 - 4

2.

방사선

장해와 

방호

(28시간)

2.1 방사선방호원리 (13)  방사선방호(특강 포함) 7 - 6 - 13

2.2 방사선안전관리 개론 (3)  방사선안전관리개론 3 - - - 3

2.3 개인 방사선 관리 (6)
 방사선방호 및 선량평가 - - 2 - 2

 내부피폭 - - 4 - 4

2.4 방사선 안전 관리 (3)  작업장 방사선 관리 3 - - - 3

2.5 방사능방재 (3)  방사능방재 - - 3 - 3

3.

방사선

측정과

취급

(45시간)

3.1 방사선 측정 (25)
 방사선측정(특강 포함) - - 20 - 20

 방사선계측통계 2 1 2 - 5

3.2 방사선 안전취급 (3)  장해방어와 취급기술 현안 3 - - - 3

3.3 방사선 차폐 (14)  방사선차폐(특강 포함) - - 14 - 14

3.4 방사성 페기물 관리 (3)  방사성폐기물관리 - - 3 - 3

4. 법령

(12시간)
4.1 원자력 관계법령 (12)

 원자력안전법 6 - - - 6

 원자력 법령 실무 6 - - - 6

소    계 - 30 1 88 - 119

5.

실습

(30시간)

5.1 방사선계측기술(Ⅰ) - - 2 1 3

5.2 방사선계측기술(Ⅱ), HPGe - - 3 - - 3

5.3 방사선계측기술(Ⅲ), GM - - 3 - 3

5.4 내부피폭 선량평가 - - - 2 1 3

5.5 검출기 전자회로 6 6

5.6
LSC를 이용한 방사성핵종

측정 실험
- - - 3 3 6

5.7 감마스펙트럼분석 - - - 2 1 3

5.8 NIM 기본도구 - - - - 2 2

5.9 안개상자 - - - - 1 1

소    계 - - 6 9 15 30

6. 학습평가 및 문제풀이 - - - 24 - 24

합    계 - 30 7 121 15 173

기타 개강, 견학, 문화탐방 등 - 10

총    계 - 183

표 3-2-1. 제60회 방사선장해방어감독자과정 교과목 및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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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교육운영

방사선취급감독자 면허시험 과목을 중심으로 RI이용 취급기술에 관한 과목을 원내 및 관련 

기관의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하여 6주간에 걸쳐 총 183시간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 일    시 : 2017. 5. 22 ∼ 6. 30

○ 수강인원 : 34명(35명 수강, 출석률 80% 미만자 1명 미수료)

○ 강 의 실 : 원자력교육센터 1층 제1계단강의실

○ 수강기관 :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원자력연료(주), (주)에이피엔 등

그림 3-2-1은 방사선장해방어감독자과정 참가자 단체사진을 보여준다.

그림 3-2-1. 제60회 방사선장해방어감독자과정 단체사진

마. 교육평가

교육 완료 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총 수강인원 35명 중 35명 참여, 참여율 100%), 본 

교육과정은 면허시험 대비와 더불어 본 연구원의 특성을 살려 전문 실무(이론 및 실습) 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실시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전년도에 도입된 학습평가/문제풀이 시

간과 조별모임에 대해 지난해와 유사한 응답을 나타냈다.  

차본 과정 참가자들은 대부분 면허 시험을 준비하고 있으므로 면허 시험에 초점을 맞춰 교

육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본 교육과정의 본래 목적은 교육생들에게 다양한 방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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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참가자들의 기대 수준과 갭이 다소 존재하며. 참가자들의 만

족도를 높이기 위해 기 합격자 간담회, 문제풀이 특강 등 시험 준비에 대한 강의도 실시하였

지만 참가자들의 기대 수준과는 아직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부 강의의 경우 교재 및 강사를 

보완하여 교육 내용을 개선함으로써 교육생들의 교육 만족도를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교육 

후 2~3개월 후에 면허 시험이 실시됨에 따라 교육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2017년에 실시된 감독자 면허시험 결과 총 23명이 합격하였으며, 2017년 과정 수료자 4명 

등 모두 11명의 본 과정 수료자가 합격하였다.

전반 문항 세부, %

Part 1

과정 전반

1. 본 과정 참가 시 기대를 가지고 참가하였다. 81(91)

2. 본 과정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71(78)

3. 전체 교육시간은 적절하였다. 71(77)

4. 교육내용이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구성되었다. 75(73)

5. 교육목표가 명확하게 제시되었다. 71(70)

6. 본 과정을 통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였다. 80(85)

7. 교육내용이 본인의 목적에 도움이 될 것이다. 79(84)

8. 본 과정에 대해 기대했던 바를 충족하였다. 74(72)

9. 본 과정 실시 시기는 적절하였다. 65(68)

10. 본 과정을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다. 74(82)

Part 2

강사 전반

1. 강사의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해를 보여주었다. 78(86)

2. 강사는 효과적인 스킬과 열정으로 강의를 전개하였다. 74(80)

3. 강사는 교육생의 질문에 대한 대처나 피드백이 적절하였다 78(82)

표 3-2-2. 제60회 방사선장해방어감독자과정 설문조사 요약-과정과 강사 만족도

(괄호안은 전회차 결과)

구분 과목 교육 전 , % 교육 후, % 향상도, %

Part 3

학습 성취도

1. 원자력이론 52(50) 73(76) 21(26)

2. 방사선취급기술 49(46) 75(71) 26(25)

3. 방사선장해방호 47(44) 70(68) 23(24)

4. 원자력안전법 45(41) 62(61) 17(20)

표 3-2-3. 제60회 방사선장해방어감독자과정 설문조사 요약-학습성취도

(괄호안은 전회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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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일반 과정

가. 교육목적

국내의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이용 취급기술 종사자 및 종사 예정인 기술요원들에게 원

자력에 관한 기초지식과 방사선취급 및 장해에 관한 기초지식 등을 4주간에 걸쳐 습득하게 하

여 해당 분야의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본 과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18조 1항에 의한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일반면허시험에 응시하고자하는 자 중에서 부족한 

실무 경력을 인정하기 위한 과정이기도하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5747호(2014. 11. 19 

일부 개정: 교육훈련 이수자에게 실무 경력 1년)에 의해 본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실무경력 1

년이 인정된다.

나. 교육대상

교육대상은 방사성동위원소이용 기관 및 관련 산업체에서 해당 기술 분야에 관련업무 및 전

문기술을 향상키 위한 원자력 요원이나 입문자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18조 1항의 방사성

동위원소취급자 일반면허시험 응시자격에 학력 및 실무경력을 충족한 기술요원으로서 면허시

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이다.

다. 교육내용

본 교육은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일반면허 시험에 경력이 부족한 대상자들을 위해 필요한 

실무 경력(1년)을 인정해 주는 교육으로서 반드시 다루어야 할 원자핵물리학, 방사선계측기술, 

방어원칙, 방사선 안전관리 등 RI이용 및 취급기술에 대한 이론 및 실습 과목을 중심으로 편

성하였다. 주요 과목인 원자핵물리, 방사선방어원칙, 방사선취급기술, 원자력 법령 등 4개 과

목에 대해 문제 풀이와 자율학습 평가 시간을 포함하고 있다. 교과목 및 시간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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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강사명
구분

교과목

강의구분
비고강의 실습

(2개조)
계

원내 원외

1 김경오 원자핵물리 7 - - 7

2 조혜륜 방사화학 3 - - 3

3 김진규
방사선 생물학 7 - -

10
방사선의 인체영향 3 -

4 최강혁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3 - - 3

5 지영용
방사선 측정 7 - -

10
방사선취급문제풀이 3

6 이동훈 방사선계측 통계 2 - - 2

7 서경원 방사선안전취급 - 3 - 3

8 홍대석 방사성폐기물관리 3 - - 3

9 장시영 방사선방어원칙 3 - - 3

10 이관엽 방사능 방재 3 - - 3

11 김정인 외부피폭 - 2 - 2

12 이종일 내부피폭 2 2

13 이진우 방사선안전관리 실무 4 - - 4

14 김창범 원자력관계법령 기본 - 6 - 6

15 오화숙 공학수학의 기초 1 1

16 정해선 방사선 차폐 3 3

17 정경기
원자력관계법령 실무 6 - -

9
법령 문제풀이 3 - -

18 김종수A GM 검출기의 특성 - -
6

(12)
6

19 지영용 안개상자
2

(4)
2

20 장인수 거리의 역자승 법칙 및 카에제곱 시험 - -
3

(6)
3

21
이종일

심용덕
감마선 핵종 분석 - -

6

(12)
6

22 김현기 방사선 안전보고서 작성 - - 3 3

23 김태형 방사선 취급 문제풀이 4 - - 4

24 김상인 원자력 이론 문제풀이 3 3

25 문익기 원자력 물리 특강 4 4

26 문익기 방사선 취급기술과 장해방어 특강 3 3

27 문익기 공학수학과 계산문제 특강 4 4

28 고한석 학습평가, 모의고사, 수료평가 4 - - 4

소  계
73 23

20 116
96

기타 개강, 수료, 견학 등 2 118

표 3-2-4. 제79회 방사성동위원소이용일반과정 교과목 및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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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교육운영

○ 교육기간 : 2017. 1. 2. ~ 1. 26. (4주)

○ 수강인원 : 54명(57명 신청, 출석률 80% 미만의 3명 미수료)

○ 강 의 실 : 원자력교육센터 1층 제1계단강의실 및 실습실

○ 수강기관 : 한화케미컬, 삼남석유화학, 오비맥주, 동국제강, 동의대, 위덕대 등

그림 3-2-2은 제79회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일반과정 단체사진이다. 

그림 3-2-2. 제79회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일반과정 단체사진

  

마. 교육평가

교육 완료 후 설문조사한 결과(54명중 54명 응답, 응답률 100%), 대부분 만족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교육생은 문제풀이와 간담회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각 분야별 기초 이론을 익

히고 좋은 강의자료와 정보를 습득함으로써 RI 시험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

다.

교육생들은 원자력 이론 보충, 실습보다 기초 강의 추가, 다양한 문제풀이 시간, SRI가 아닌 

RI 수준에 맞는 교육 등을 제안하였다. 본 교육은 시험 관련 이론뿐만 아니라 경력에 필요한 

실습교육도 병행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교육생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고 있다.  또한, 원자

력 기초 이론을 보강하고 조별모임 및 문제풀이 시간을 활용하여 교육생의 눈높이에 맞추어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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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항목 평균, %

만족도

1. 기대치 83 (87)※ 

2. 전체 만족도 82 (74)※ 

3. 교육 시간 적절성 77 (66)※ 

4. 교육내용 및 이해 74 (70)※ 

5. 교육 목표 제시 77 (71)※ 

6. 새로운 지식과 기술 습득 82 (79)※ 

7. 현업에 도움성 83 (78)※ 

8. 실시 시기 적절 74 (74)※ 

9. 타인에게 추천 여부 81 (80)※ 

10. 강사 및 강의 내용 84 (82)※ 

11. 학습 성취도
교육 전 44 (27)※

교육 후 69 (63)※ 

12. 도움이(유익한) 된 부분

- 처음 준비하는 입장에서 기초이론과 다양한 정보 습득

- 개념과 대략적 내용 이해에 도움

- 실습과정이 도움 됨

13. 개선 혹은 보완(건의)
- RI 수준에 맞추어서 강의해 주길 희망 (SRI 지양)

- 문제집 최신 업데이트 필요

※ 괄호안은 전년도 결과

표 3-2-5. 제79회 방사성동위원소이용일반과정 설문조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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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법정 보수교육

1.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 및 핵연료물질 취급자 면허보수교육

가. 교육 목적

본 과정은 방사성동위원소 및 핵연료물질취급 면허소지자로서 동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의 업무능력 및 안전관리능력의 향상을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방사성동위원소 및 핵연료물질의 안전관리와 장해방어에 과한 최신 기술과 동향 소개

○ 원자력 관계 법령의 주요 실무내용 재교육

○ 현업에서의 업무수행 상 문제점 및 경험 등에 관한 토의를 실시하여 업무 노하우 공유

○ 기타 법령개정, 관련업무처리 절차 등의 필요 사항 전달

나. 교육대상

원자력안전법 제106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49조 및 원자력안전법 제84조 제2항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140조(보수교육의 신청)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

수교육 대상자 중 총 38명 교육

○ 방사성동위원소 일반/감독/특수면허 보수교육 : 동 면허소지자 18명

   - RI 일반면허 취급자 보수교육 : 동 면허소지자 18명 

   - RI 감독자면허 보수교육 : 동 면허소지자 0명 

   - RI 특수면허 취급자 보수교육 : 동 면허소지자 0명

○ 핵연료물질 취급자/감독자면허 보수교육 : 동 면허소지자 20명

   - 핵연료물질 취급자 보수교육 : 동 면허소지자 2명 

   - 핵연료물질 감독자면허 보수교육 : 동 면허소지자 18명 

다. 교과내용

금번 교육은 일반면허, 특수면허, 감독면허 보수교육을 통합으로 운영하였으며, 교과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면허(일반/감독/특수) 보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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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연료물질취급면허(취급자/감독자) 보수교육

교     과     목 교     과     내     용 시간

 1. 방사선안전관리
  방사선안전관리기술
  방사선사고사례 및 행정조치 사항
  방사선안전관리의 최근 동향

2

 2. 원자력관계법령
  최신 원자력관계법령
  각종 보고서 및 비치장부 작성요령

1

 3. 방사선안전관리실무 

  방사선피폭관리, 방사성물질취급 요령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방사선구역설정 
  일시적 사용장소 작업 방법
  선원의 건전성 및 누설점검 요령
  방사선기기 설계승인 및 제작검사 등
  방사선안전취급 및 측정 실무, 방사선/능 실습 (α,β,γ, γ-ray 등)
 ※ 매 강의 변동될 수 있음  

2

 4. 특강 또는 분임 토의   실무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한 집단토론 및 질의, 응답 1
 5. 보고서 작성   각종 보고서작성 요령
 6. 기타   수강등록/오리엔테이션 및 설문/수료식 1

표 3-3-1.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면허 보수교육 교과내용

교     과     목 교     과     내     용 시간

1. 핵연료주기 개론

   및 핵연료 개론

가. 핵연료주기 개론
    핵연료주기 기술
    혼합 산화물 핵연료주기
    혼합금속 핵연료 주기
    경, 중수로 연계 핵연료주기
나. 핵연료 개론
    이산화 우라늄 핵연료 특성
    플로토늄 핵연료
    PWR 및 CANDU 핵연료 특성의 차이
다. 핵연료 재료 - 피복재 재료
    핵연료 피복재의 일반적 특성

2

2. 방사선의 법적

   규제 및 책임

가. 안전관리의 법적 체계
나. 법적 규제 사항
다. 기술행정 등의 사항

2

3. 방사선안전관리실무
가. 방사선안전취급 및 측정실무, 방사선/능 실습 (α,β,γ, γ-ray 등) 
   ※ 매 강의 변동될 수 있음

1

4. 특강 또는 분임 토의
가. 실무 또는 경험상 문제점과 개선사항
나. 방사선사고 등에 대한 대책사항
다. 핵물질취급자로서의 임무와 책임 및 직무상에 관한사항

1

5. 보고서 작성 각종 보고서작성 요령
6. 기타 수강등록/오리엔테이션 및 설문/수료식 1

표 3-3-2. 핵연료물질취급자/감독자면허보수교육 교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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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교육운영

  

본 보수교육은 2일(12시간 : 6시간/1일 × 2일)교육과정으로 RI취급자과정 2회, 핵연료물질

취급자/감독자면허과정 2회 등 2개 과정에 대해 총 4회 교육(합반포함)을 실시하였으며, 금년

도 면허소지자 보수교육 운영현황은 아래와 같다.

과   정   명 교육일정 이수인원

1.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면허 보수교육    소  계 18명

   - 일반 면허 18
6.9 ∼ 6.10 11명

11.10 ∼ 11.11 7명

   - 감독 면허 0
6.9 ∼ 6.10 0명

11.10 ∼ 11.11 0명

   - 특수 면허 0
6.9 ∼ 6.10 -

11.10 ∼ 11.11 -

2. 핵연료물질취급자/감독자 면허 보수교육
소  계 20명

20
6.9 ∼ 6.10 12명

11.10 ∼ 11.11 8명

총    계 38명

표 3-3-3. 방사성동위원소 및 핵연료물질취급자/감독자면허 보수교육 운영현황

구   분 6.9 ~ 6.10 11.10 ~ 11.11 계

RI 일반 11 7 18

- 연구원 직원(KINAC등 포함) 11 4 15
- 한수원/한전 - - -
- 산업체 - 3 3
- 의료 및 기타(학교) - - -

RI 감독 0 0 0

- 연구원 직원 - - -
- 한수원/한전 - - -
- 산업체 - - -
- 의료 및 기타(학교) - - -

핵물질취급자 12 8 20

- 연구원 직원(KINAC등 포함) 1 1 2
- 한수원/한전 11 5 16
- 산업체 - 2 2
- 의료 및 기타(학교) - - -

특수 - - -

- 연구원 직원 - - -
- 한수원/한전 - - -
- 산업체 - - -
- 의료 및 기타(학교) - - -

총  계 23 15 38

표 3-3-4. 방사성동위원소 및 핵연료물질취급자/감독자면허 보수교육 기관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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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교육평가

핵연료물질취급자/감독자 및 방사성동위원소 등 취급 면허소지자에 대한 보수교육은 2000

년에 5개 기관 시행을 시작으로 올해 18년차 교육을 실시하였다.  금년 2017년도부터는 원자

력안전위원회로부터 보수교육을 위임받은 한국원자력안전재단과의 사업계약으로 상기 법정 보

수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이수자는 총38명이다. 이는 보수교육 수행기관이 확대됨에 따라 

교육대상자가 지역적으로 편리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RI 보수교육

은 올해 말 현재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방사선진흥협회, 한국원자력안전

아카데미 이상 4개 기관에서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위탁을 받아 실시하였으며, 특히 한국원자

력안전재단, 한국방사선진흥협회,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에서는 수강생 편의를 위하여 지역별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RI 면허소지자의 증가 추세이기는 하나 그 중 

과반수에 이르는 인원이 서울. 경기지역에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교육대상자들이 

지역적 편리성에 따라 본인 거주지의 가까운 교육기관에서 수강 할 것으로 사료된다. 

우리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교육센터에서는 2007년부터는 보수교육 전용 E-mail개설과 

인터넷접수 개선 및 전자교탁 강의시스템, 연수생휴게실 등 교육설비(강의실)등 환경개선을 통

해 교육 대상자들이 더욱 편안하고 편리한 교육 수강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며, 우리 연구

원내에서는 직원들이 MIS전자결재 양식에서 “법정보수교육신청서“ 를 선택하면 당해 연도의 

교육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금년 2017년도부터는 법정 보수 교육의 운영 절차가 변경되어 실시되고 있다. 

1) 한국원자력안전재단과 해당 교육기관(한국원자력연구원외 3개소)이 각 기관별 사업계획서 

작성 및 협약 체결 2) 보수교육 운영비 송금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 통장

으로 송금한 것 입금 처리) 3) 보수교육 운영 4) 보수교육 운영비 및 입금 후 이자계산 정산

(각 기관에서 한국원자력안전재단으로) 5) 부담금(각 개인별 보수교육비 입급분 총합)+발생이

자 계산에 대해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 보고 6) 기금 운영에 대한 각 기관별 자체 회계감사 의

견서 제출  7) 해당 년도 사업계획 결과보고  8) 신년도 사업계획서 및 협약서 제출하는 방식

으로 법정 보수 교육의 운영 절차가 변경되었으며, 우리 연구원은 원자력교육센터 자체 수탁

사업에서 해당 법정 교육비의 수입 및 지출 등 운영관련 제반 비용을 지출하기로 하고 운영하

고 있다.

우리 연구원 원자력교육센터에서는 기 보유하고 있는 RI 및 NDT 실험실습 기기를 이용하

여 효과적인 방사선이용에 관한 기초 및 실무 실험실습과 안전교육을 진행하였으며, 교육생들

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향후에도 소내,외 법정 보수 교육자의 편의를 위해 더욱 더 교육환경 개선에 노력함은 물론 

E-mail등 다양한 각도를 통해 교육 안내 및 원자력 안전과 원자력 관련 홍보에 더욱 경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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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17년도부터는 보수교육비 등의 부담금 재원이 기금에 신규 편입됨에 따라 기금사업

계획서 및 협약으로 추진되었다. 그 절차는 1.원안위-안전재단(총괄협약), 2.한국원자력안전재

단과 각 교육기관별(개별협약) 3.한국원자력안전재단은 전체 보수교육기관 사업계획서 원안위 

보고로 진행될 예정이다. *근거로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66조제2항이다.

그림 3-3-1은 교육 중 방사성동위원소 및 핵연료물질취급자/감독자면허 보수교육 사진이다.

그림 3-3-1. 방사성동위원소 및 핵연료물질취급자/감독자면허 보수교육 강의사진(1)

    

그림 3-3-2. 방사성동위원소 및 핵연료물질취급자/감독자면허 보수교육 강의사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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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용 원자로 조종사/조종감독자 면허 보수교육

가. 교육목적

연구용 원자로 조종사 및 조종감독자 보수교육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 149조 근거하여 

원자로조종사(RO) 및 조종감독자(SRO) 면허를 소지한 자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목적이

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교육센터가 연구용 원자로조종사 및 조종감독자 면허소지자보수교

육기관으로 승인(1997. 1. 21 ∼ 2013. 12. 31)받아 실시해왔었다. 그러나 2014년부터는 원

자력안전법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법을 적용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승인을 받은 한국원자력안

전기술원(KINS)이 교육을 주관하면서 이론교육을 KINS에서 담당하고, 올해로 4년째 한국원자

력연구원 원자력교육센터는 HANARO Simulator를 이용한 실습교육만을 담당하고 있다.

나. 교육대상

한국원자력연구원 직원으로서 원자로조종사 및 원자로조종감독자 면허소지자 및 위 면허에 

대한 보수교육이 필요한 자

다. 교과내용

원자로조종사의 사명과 역할, 세계 원자력 동향 등 17과목으로 구성하여 실시하였으며 교과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3-3-5는 실습교육, 표 3-3-6은 이론교육 내용이다. [KINS-원

전시뮬레이터담당-9(2017.01.12.), 제2017-13회 원자로조종사/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보수교육 

일정]

라. 교육운영

동 교육은 원자로 운전원으로서의 사명감 고취, 직업관 확립, 자기개발을 위한 동기부여, 안

전성 확보 등 운전원의 중요성을 재인식시키기 위한 교과 내용으로 KINS에서는 이론분야에서 

관련기관의 전문가 및 연구원 직원을, KAERI 원자력교육센터에서는 하나로 운전원 중 강사요

원을 초빙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 교육기간 : 2017. 6. 5 ~ 7. 30사이, 하나로 운전원 교대 따라 분반 교육 시행

○ 교육인원 :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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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 습 실 : 원자력교육센터 111호 연구용원자로(하나로) 시뮬레이터실

  

마. 교육평가

올해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주관으로 교육이 실시되었으며 우리 연구원의 실습교육에 대

한 설문 및 평가는 실시하지 않았다. 교육생들은 하나로 운전원 Inspector 요원을 추가로 양

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하나로 운전원 중에서 Inspector를 

하려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다.

한편 연구용원자로 하나로가 가동정지 중에 있는 올해는 2017년 6월20일부터 9월30일 까

지 중 매주 화, 수요일에 하나로 운전원들이 교대로 시뮬레이터 훈련을 통하여 개선방안 도출 

하는 등 시뮬레이터 교육, 훈련을 실시하였다. 그림 3-3-3은 교육 중 연구용 원자로 조종사/

조종감독자 면허 보수교육 강의사진이다.

 모의제어반 실습 시간 강사

 ○ 정상운전 실습  - 정상운전 3
원내외

(한수원 포함)

 ○ 비정상운전 실습  - 비정상운전 3
원내외

(한수원 포함)

 ○ 비상운전 실습  - 비상운전 6
원내외

(한수원 포함)

표 3-3-5. 모의제어반 실습교육 과정

그림 3-3-3. 연구용 원자로 조종사/조종감독자 면허 보수교육 강의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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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명
시간

연구로 RO/SRO 보수교육

강의명 강사 강의실

월

12:30~13:00 안내/ 보수교육 관련 규정(1) -

제2강의실

13:00~13:50 원자력신기술(2) 조규성

14:00~14:50
원자력 안전문화 최광식

15:00~15:50

16:00~16:50
원자력운전 면허자의 사명과 역할 이성규

17:00~17:50

18:00~18:20 안내/ 보수교육 관련 규정(2) -

화

09:10~10:00
원자력 관계법령 김창범

제2강의실

10:10~11:00

11:10~12:00 원전고장경험(1) 문찬기

13:00~13:50
정신건강 을지병원

14:00~14:50

15:00~15:50

운전경험(토의) 안국훈 제3강의실16:00~16:50

17:00~17:50

수

09:10~10:00
안전규제정책 김효정

제2강의실

10:10~11:00

11:10~12:00 방사선 안전관리 최호신

13:00~13:50 원자력신기술(1)
오세기

14:00~14:50 원자로이론

15:00~15:50 원자로구조설계 최호영

제3강의실16:00~16:50 원자로운전제어
안국훈

17:00~17:50 핵연료물질취급

목

09:10~10:00
중대사고현상 박재홍

제2강의실

10:10~11:00

11:10~12:00 중대사고 정책 이영승

13:00~13:50 원전고장경험(2) 문찬기

14:00~14:50 이론 평가 -

15:00~15:50 중대사고  복습, 교육 설문 -

표 3-3-6. 이론교육과정 시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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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국가 기술 자격 검정 시험

국가기술자격검정 원자력기사, 비파괴분야 기능사 및 기사(산업기사 포함)에 대해 우리 원자

력교육센터의 강의동과 RI 및 NDT실험실습실을 이용하여 검정시험이 실시되었다.

원자력분야는 2008년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으로 시행이 

이관되었으며, 올해 시행 10회차로서 75명/1회 2차 이론/실기시험을 실시하였고, 비파괴분야

는 총 13개 항목 실기시험 시행으로 기능사 367명/13회 및 기사(산업기사포함) 734명/18회 

총 1,101명/31회의 국가기술자격검정 실기시험을 시행하였으며, 앞으로도 국가기술 자격검정 

비파괴분야 실기시험 및 원자력분야(기사) 이론 및 실기시험 분야 등에 더욱 효율적인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장비의 확충 및 Upgrade를 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기술자격검정

과관련, RI 및 비파괴검사장비의 이용현황은 다음과 같다.

과  정  명 명/회수 이용 목적

국가

기술

자격

검정

시험

비파괴검사 기능사

-RT, UT, MT, PT실기
367명/13회 RT : 방사선투과탐상

MT : 자분탐상

UT : 초음파탐상

PT : 침투탐상

ECT : 와전류탐상

비파괴기사/산업기사

-RT, MT, UT, PT,

 ECT 실기부문

734명/18회

원자력기사

이론 및 실기부문
75명/1회

 방사성동위원소 

 측정 및 관리기술

총  계 1,176명/32회

표 3-4-1. RI 및 비파괴검사장비의 이용현황 

원자력교육센터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2008년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

으로부터 원자력기사 실기시험 주관기관으로 실기시험 우리 연구원 원자력교육센터에서 시행)

과 연계하여 국가기술자격검정(방사선 및 비파괴 분야) 실기시험 시행을 통해 기술인, 기능인 

등의 직업능력개발을 통한 산업인력 양성을 해오고 있다. 그 중 국가기술자격검정 실기시험 

시행은 방사선분야인 원자력기사의 경우 원자력공학과 재학생 및 졸업생 그리고 관련 종사자

를 주 대상으로 하며, 비파괴 기능사/기사는 우리나라 산업계, 학계, 연구소 등에서 비파괴관

련 업무에 종사(예정)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다음의 표는 본 과제에서 실시한 올해의 국

가기술자검정 시행현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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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회별)  종목명  시험기간  시행인원 

기능사 제1회

 자기비파괴검사기능사  3.21(1) 40

 초음파비파괴검사기능사  3.22(1) 29

 침투비파괴검사기능사  3.23(1) 32

 방사선비파괴검사기능사  3.21(1) 16

소    계 117

기능사 제2회

 초음파비파괴검사기능사  5.23(1) 19

 침투비파괴검사기능사  5.23(2) 46

 방사선비파괴검사기능사  5.23(1) 9

소    계 74

기능사 제3회 

 자기비파괴검사기능사 9.19(1) 30

 초음파비파괴검사기능사 9.19(1) 30

 침투비파괴검사기능사 9.19(1) 26

소    계 86

기능사 제4회

 자기비파괴검사기능사 12.5(1) 33

 침투비파괴검사기능사 12.5(1) 46

 방사선비파괴검사기능사 12.5(1) 11

소    계 90

(산업)기사 제1회

 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 4.20(1) 30

 방사선비파괴검사산업기사 4.20(1) 3

 자기비파괴검사기사 4.19, 21(2) 63

 자기비파괴검사산업기사 4.21(1) 18

 초음파비파괴검사기사 4.20(1) 30

 초음파비파괴검사산업기사 4.20(1) 11

 침투비파괴검사기사 4.20(1) 39

 침투비파괴검사산업기사 4.19, 21(2) 88

소    계 282

(산업)기사 제2회

 와전류비파괴검사산업기사 6.29∼30(2) 27

 침투비파괴검사기사 6.29∼30(2) 52

소    계 79

(산업)기사 제3회

 자기비파괴검사기사 10.19 ∼ 10.20(2) 75

 자기비파괴검사산업기사 10.18(1) 30

 초음파비파괴검사기사 10.19 ∼ 10.20(2) 43

 초음파비파괴검사산업기사 10.20(1) 8

소    계 156

(산업)기사 제4회

 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 11.16(1) 22

 방사선비파괴검사산업기사 11.16(1) 10

 침투비파괴검사기사 11.14 ~ 11.17(4) 90

 침투비파괴검사산업기사 11.14 ~ 11.17(4) 95

소    계 217

원자력기사  원자력기사 10.31(1) 75

총   계 1,176

표 3-4-2. 2017년도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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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 국가기술자격검정시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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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원자력 이해증진

1. 유성구 주민 정보화 교육

연구원 주변 지역 주민의 정보화 교육과 원자력 및 연구소 홍보 일환으로 유성구청과 공동

으로 2000년부터 실시한 유성구 주민정보화교육은 올해로 18년째 진행하고 있으며, 컴퓨터 

기초를 포함하여 6개 과정에 대해 과정 당 각 2주간씩(오전반-3과정/오후반-3과정) 54명 교

육을 실시하였다. 국제교육과정(PC base Simulator)으로 주민정보화 2개 교육과정은 유성구

청의 교육기간 변경요청 불인정으로 취소하였다. 주민정보화교육과정 중 원자력 및 연구원 홍

보를 위하여 홍보협력부, 대외협력팀의 협조로 원자력연구원 홍보관 및 동영상시청, 성과확산

관 홍보관 등 견학시설을 관람하였다. 수강생들의 대부분이 교육내용과 교육장 전반의 시설에 

만족하였으며 원활한 교육진행을 위하여 일부 PC의 문제발생 시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5대

의 노트북을 준비하여 최적의 환경 하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역주민대상 교육도 

환경변화에 밀접하게 교육과정을 개발하여야 하고 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라 사료되어,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유성구민들을 위한 취업 등을 위한 컴퓨터활용능

력 등 4개 자격증반 교육을 운영하였다. 각 과정의 세부 내용과 참여인원은 다음과 같다.

과정 차수 교육 기간 오전반(10:00~12:00) 오후반(13:00~15:00) 인원

1차 (오전)

2차 (오후)

3.6∼3.17

(2주)

ITQ 자격증반

(엑셀 2010)

한글 2010 활용

(인터넷정보검색포함)

14

9

3차 (오전)

4차 (오후)

5.8∼5.19

(2주)

컴퓨터 활용능력 

(엑셀 2010)
사진 및 동영상 편집

9

7

5차 (오전)

6차 (오후)

9.4~9.15

(2주)

ITQ 자격증반

(한글 2010)
파워포인트 2010

국제교육

진행으로 

취소

7차 (오전)

8차 (오후)

10.30∼11.3

(2주)

ITQ 자격증반

(파워포인트 2010)
엑셀 2010

5

10

표 3-5-1. 유성구 주민정보화 교육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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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1. 유성구 주민정보화 교육 사진

2. 공공기관 원자력 이해증진 과정

가. 교육목적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교육 개설 요청에 따라 한

국연구재단 및 부산시청의 원자력 관련 부서원을 대상으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도움이 되는 

원자력 발전 관련 지식과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함.

나. 교육대상

한국연구재단 원자력팀, 미래전략실 및 부산시청 등 공공기관 소속 부서원

다. 교육일시 및 장소

○ 교육일시: 2017. 4. 27.(목)

○ 교육장소: 연수원동 1층 제1강의실, KURT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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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교육내용

원자력연구개발사업, 미래원자력기술 주요현황 및 안전성, 방사성폐기물관리 주요현황, 열수

력연구개발 주요현황, 지하처분연구시설 현장 교육 및 견학 등의 5과목으로 구성하여 실시하

였으며 교과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시 시간 내용 강사 비고

10:00 원자력연구원 도착

1 10:10 ~ 11:00
원자력연구원 일반 및 원자력연구개발사업

관리현황

이동욱

(연구관리부)
강의실

2 11:10 ~ 12:00 미래원자력기술 주요현황 및 안전성산
유재운(SFR원자로설계부)

안도희(핵주기공정개발부)
강의실

3 12:00 ~ 13:30 점심 식사 -

4 13:30 ~ 14:20
방사성폐기물관리 주요현황

(연구배경, 연구내용, 과제구성, 성과 및 전망)

홍대석

(방사성폐기물관리실)
강의실

5 14:30 ~ 15:20
열수력 기술개발 주요현황

(연구배경, 연구내용, 과제구성, 성과 및 전망)

강경호

(열수력안전연구부)
강의실

6 15:30 ~ 16:20
Field tour 

지하처분시설 (KURT)

김건영

(방사성폐기물처분연구부)

KURT 

시설

7 16:30 ~ 16:50 수   료 교육담당

표 3-5-2. 원자력이해증진과정(공공기관) 시간표

마. 교육운영 및 평가

본 교육은 한국연구재단의 교육 요청에 의하여 본 연구원에서 수행중인 연구개발들을 중심

으로 한국연구재단 직원들이 업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식과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개설하였다. 수강생은 연구재단 원자력 관련 부서원 12명과, 부산시청 1명, 한국원자력협력재

단 3명이 수강하였다. 교육생들은 원자력관련 업무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에 따라 적극

적으로 수강하였으며 강사들도 교육과정 개발부터 강의에 이르기까지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임

함에 따라 교육 진행이 수월하였다.

금년에도 2015년, 2016년에 비해 교유생의 참석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더구나 예

상외로 부산시청에서 까지 교육을 신청하여 연구재단 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확대된 감이 있

다. 한 편 미래창조과학부 공무원들도 교육에 참가하고자 신청하였으나 당일 긴급한 업무 수

요로 인해 참석할 수 없었던 점은 매우 애석하였다. 매년 원자력과 유관한 공공기관으로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2016년에는 연구소 대표시설중의 하나인 PYRO/PRIDE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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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을 견학시설로 실시하였고, 2017년에는 KURT(지하처분연구시설)을 견학시설로 기획하였다.

금년(2017년도)의 설문 결과에 의하면 작년도(2016년도) 만족도에 비해 전반적으로 증가하

였다. 교육환경과 강사/강의내용의 만족도는 작년 값과 비슷하였으나, 기대치, 만족도는 0.6 

정도 상향하였고, 현업적용도 및 실시시기는 1.0이상의 증가함을 보였다.

○ 설문일자 : 2017. 4. 27.(화)

○ 응    답 : 10명 (참여: 63%, 수강자 16명 중 10명 응답)

과정명
내용

원자력이해증진 과정

만족도

 1. 기대치 82% (76%)

 2. 전체 만족도 86% (80%)

 3. 교육내용 및 이해 84% (60%)

 4. 현업 적용도 90% (68%)

 5. 본 과정 실시 시기 적절성 86% (74%)

 6. 학습방법 유효성 87% (80%)

 7. 교육환경 88% (92%)

 8. 강사전반 87% (82%)

 9. 강사 및 강의 내용 90% (88%)

 10. 도움이(유익한) 된 부분

 - 담당 분야 외 지식 증진, 미래원자력에 대한 이해 증진

 - 원자력사업뿐만 아니라 폐기물 산업도 중요함을 알게됨

 - KURT 현장 방문이 도움이 많이 됨

 - 피교육자 필요에 맞추어 과목개설한 점이 도움이 되었음

 11. 개선 혹은 보완

 - 원자력 비전문인도 이해할 수 있는 눈높이의 과정 필요

 - 동영상이나 현장방문을 늘렸으면 좋겠음

 - 신진/중견의 단계별 교육과정이 개설되었으면 더 좋겠음

 - 과정건의: 부산시에서 관심 있는 분야의 교육과정을 개설했으면

   좋겠음(기장로, 동위원소연구센터등)

※ 괄호안은 전년도 결과

표 3-5-3. 원자력이해증진과정 설문조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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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2. 공공기관 원자력 이해증진 과정 전반 만족도 조사 결과

그림 3-5-3. 원자력이해증진 과정(공공기관) 단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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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초·중·고 학생 및 교사 원자력 이해증진 과정

가. 교육목적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 안전 및 방사선 이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특히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대두로 인해  원자력 이해증진 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다시 한 번 강조

되었다. 원자력 현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술적 수단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이와 함께 원자력에 대한 대중사회의 이해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원자력 관

련 합리적 지식전달 및 올바른 이해와 확산을 위해서 초·중·고등학생 및 교원을 대상으로 기

초적이고 체계적인 원자력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며 생활과 밀접한 원자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지식과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도록 본 교육을 실시하였다.

나. 교육대상 및 교과내용

(1) 중학생 대상 원자력 탐구교실 “아톰스쿨”

본 교육은 대전 신계중학교 및 신탄진중학교 학생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교육 내용은 표 

3-5-4와 같다. 

교시 시간 내용

1 09:30 ~ 10:00  원자력연구원 도착 및 출입

2 10:00 ~ 10:50  오리엔테이션

3 11:00 ~ 11:50  생활방사선과 방사선측정실습

4 12:00 ~ 13:30  점심식사

5 13:30 ~ 14:50  노벨상을 다섯 번 수상한 초전도 현상의 체험

6 15:00 ~ 15:50  원자력 체험관 견학

7 16:00 ~ 16:50  수료 및 평가

8 17:00 ~ 17:50  귀교

표 3-5-4. 중학생 대상 원자력 탐구교실 “아톰스쿨” 시간표

(2) 실험·실습을 통한 원자력 바로 이해하기(교사 직무연수)

본 교육은 전국 중등교원을 대상으로 과학, 기술가정 교과교사 및 과학 동아리 지도교사를 

우선 선발하고 다양한 과목의 교과교사를 추가로 선발하여 실시하였으며 교육 내용은 표 

3-5-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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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시간 내용

8월 8일

(화)

10:00~10:30 등록 및 개강식

10:30~12:00 원자력 발전 이해하기

12:00~13:20 점심식사

13:30~15:00 생활 속 방사선 이야기

15:10~17:00 방사성 동위원소 이용 및 시설 견학

8월 9일

(수)

09:10~10:20 방사능의 오해와 진실

10:30~12:00 방사선 동아리 조직 및 운영사례

12:00~13:00 점심식사

13:10~15:00 실험을 통한 방사선 이해

15:10~17:00 가상 원자력발전소 체험

8월 10일

(목)

09:30~11:30 원자력 찬반토론 및 교육지도 사례

11:30~13:00 점심식사

13:10~15:00 교육지도안 개발 및 활용방법

15:10~16:00 수료식 및 평가

표 3-5-5. 실험·실습을 통한 원자력 바로 이해하기(교사 직무연수) 시간표

다. 교육운영

(1) 중학생 대상 원자력 탐구교실 “아톰스쿨”

생활방사선과 방사선측정실습, 노벨상을 다섯 번 수상한 초전도 현상의 체험, 원자력 체험관 

견학 총 3개의 과목에 대해 총 4시간으로 구성하여 실시하였으며, 대전 신계중학교(6기) 25

명, 대전 신탄진중학교(7기) 28명 총 53명이 수강하였다. 상세한 일정 및 교육운영 현황은 다

음과 같다.

  ○ 교육기간 : 대전 신계중학교(6기) - 2017. 11. 7.

               대전 신탄진중학교(7기) - 2017. 11. 10.

  ○ 교육장소 : 원자력교육센터 2층 계단강의실, 3층 제4강의실

  ○ 수료인원 : 대전 신계중학교(6기) : 25명

               대전 신탄진중학교(7기) : 2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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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4. 중학생 대상 원자력 탐구교실 “아톰스쿨” 사진(좌:신계중, 우:신탄진중)

(2) 실험·실습을 통한 원자력 바로 이해하기(교사 직무연수)

원자력발전과 방사선 이해하기, 생활방사선 측정 실습, 원자력 발전소 체험하기 등 총 9개 

과목에 대해 총 16시간으로 구성하여 실시하였으며, 전국 중등교원 28명이 수강하였다. 상세

한 일정 및 교육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다.

  ○ 교육기간 : 2017. 8. 8. ∼ 8. 10. (3일)

  ○ 교육장소 : 원자력교육센터 2층 제2계단강의실

  ○ 수료인원 : 28명

  ○ 수강학교 : 송파공업고등학고, 경북기계금속고등학교, 삼성중학교, 대전서중학교, 

               울릉서중학교, 대전여자고등학교, 성수중학교, 창원고등학교, 한별고등학교,

               인천해송중학교, 전북체육고등학교, 인항고등학교, 천상중학교,

               당곡고등학교, 송산중학교, 임동중학교, 대전전자디자인고등학교,

               교동고등학교, 포항제철고등학교, 구산중학교, 사동고등학교, 삼천중학교,

               송파공업고등학교, 나포중학교, 상신중학교, 영일중학교, 남원제일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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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5. 실험·실습을 통한 원자력 바로 이해하기(교사 직무연수) 사진

마. 교육평가

(1) 중학생 대상 원자력 탐구교실 “아톰스쿨”

본 교육은 미래사회의 주역인 차세대에게 원자력 및 방사선과 관련된 합리적 지식전달을 통

해 올바른 가치판단의 기회를 제공하고 체험 및 실험을 통한 원자력 및 방사선에 대한 올바른 

이해증진 및 관심 증대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다음과 같이 교육결과를 평가하였다. 

㉮ 조사방법

동일 문항의 설문지로 탐구교실 참가 전후에 설문(표 3-3-3)

※ 신계중 : 25명, 2017. 11. 07(화) 09:30(사전설문), 15:30(사후설문)

※ 신탄진중 : 28명, 2017. 11. 10(금) 09:30(사전설문), 15:30(사후설문) 

㉯ 조사내용 

원자력 인식도를 에너지/환경/원자력 관심과, 5개의 하위 카테고리(유용성, 필요성, 안전성, 

신뢰성, 수용성)로 분류하고, 총 16문항의 문항을 개발하여 사전 사후 분석을 실시함. 이를 통

해 원자력 탐구교실 참가 경험이 원자력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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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설문지 문항

설문 문항
분석문항

(그래프 인덱스)

1) 나는 에너지 문제에 관심이 있다. 에너지관심

2) 나는 원자력 발전에 관심이 있다. 원자력관심

3) 나는 환경보존에 관심이 있다. 환경관심

4) 원자력발전은 다른 에너지원과 비교했을 때 경제적이다.

유용성5) 원자력발전은 지구 환경보존에 도움이 된다. 

6) 방사선의 이용은 우리생활에 도움이 된다. 

7) 미래에너지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원자력이 필요하다. 필요성

8) 원자력발전소는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다

안전성9) 아무리 적은 양이라도 방사선은 위험하다.

10)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주변에서 사는 것은 위험하지 않다.

11) 우리나라는 원자력발전에 우수한 기술력을 갖고 있다. 

신뢰성12) 우리나라의 원자력 관련 기관들은 믿을 만하다.

13) 우리나라 정부의 원자력 정책은 믿을 만하다. 

14) 나는 건강을 위해 방사선 검사나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수용성1

15) 나는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의 추가 건설에 동의한다. 수용성2

16) 내가 사는 지역에 원자력발전소가 건설되는 것에 동의한다. 수용성3

표 3-5-6. 중학생 대상 원자력 탐구교실 “아톰스쿨” 설문지 문항

㉰ 분석결과    

- 그래프(그림 3-5-6)의 방사상 축은 설문의 각 문항에 해당함. (즉, 0°축부터 1번 문항, 

시계방향으로 차례로 문항이 전개되어 180°축은 9번 문항, 337°축은 16번 문항에 해당

함).

- 또한 인식변화 그래프(그림 3-5-7)의 유용성, 필요성 등은 (1)항 설문지문항표의 우측 행

(유용성, 필요성, 안전성, 신뢰성, 수용성)이 그래프 인덱스로 축으로 나타내어 짐.

- 모든 항목이 사전평가에 비해 사후 평가 값이 긍정적으로 상승함

  (신계중 평균 3.63점→4.36점, 신탄진중 평균 3.23점→3.63점)

- 문항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주변에서 사는 것은 위험하지 않다.’의 사전 인식에 매우 부정

적인 상태에서 교육 이수 후 6기, 7기 모두 상당히 극적인 변화가 이루어 졌다.(2.44→

3.44, 2.31→3.15) [그림 3-5-6(좌)]

- 6기와 7기의 인식도 비교 결과 6기가 7기에 비해 사전-사후의 모든 인식이 높아졌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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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본 교육의 가치를 말한 것으로 본다.

- 6기, 7기 공히 환경에 대한 관심의 정도는 높아지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즉, 환경에 대한 

관심도에 본 교육이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 6~7기 모두 사전조사의 결과는 원자력의 위험성과 수용성 에 대한 인식이 매우 강함을 

보여 주었으나, 교육 후의 결과에서 원자력 수용성 및 신뢰성에 대한 인식의 개선이 뚜렷

하다.

- 특히 6기에서 원자력발전소 추가건설과 관련된 수용성부문도 평균 이상으로 상승하였다. 

(6기, 7기에서 인식도 변화량은 각각 1.0, 0.85)

- 6기의 경우 7기에 비해 교육의 효과가 거의 2배에 달했다. (6기, 7기의 변화량은 각각 

0.72, 0.40) 이는 교육생의 집단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본다. 

- 본 인식도 조사를 통해 원자력 탐구교실 참가 경험이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원자력 인식

의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과정명
내용

중학생 대상 원자력 탐구교실 “아톰스쿨”

교육 대상 대전 관평중학교(4기) 대전 보문중학교(5기)

만족도

 1. 전체 만족도 88 % 90 %

 2. 교육 시간 89 % 90 %

 3. 교육내용 및 이해 87 % 89 %

 4. 현업 적용도 86 % 89 %

 5. 학습방법 유효성 89 % 91 %

 6. 교육환경 91 % 94 %

 7. 강사 전반 87 % 88 %

 8. 강사 및 강의 내용 87 % 88 %

 9. 도움이(유익한) 된 부분

 - 원자력 및 방사선에 대한 기초지식 습득

 - 초전도 현상에 대한 알 수 있는 계기가 됨

 - 원자력 및 방사선에 대한 활용도 및 긍정적 인식 변화

 - 원자력에 대한 관심이 생김

 - 과학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생김

표 3-5-7. 중학생 대상 원자력 탐구교실 “아톰스쿨” 설문조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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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6. 중학생 대상 원자력 탐구교실 문항별 원자력 인식도 변화

그림 3-5-7. 중학생 대상 원자력 탐구교실 원자력 인식도 사전-사후 평가 비교

(2) 실험·실습을 통한 원자력 바로 이해하기(교사 직무연수)

본 교육은 원자력 및 방사선 이슈에 대한 교사의 이해증진과 학생들의 올바른 원자력 지식

함양을 위한 융합교육 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현직교사의 적극적인 참여유도를 위해 대전시교

육청이 지정하는 교사 직무연수 과정으로 승인받아 교육을 실시하였다.

원자력 인식도 사전사후 평가분석을 해본 결과 모든 항목이 사전평가에 비해 사후 평가 값

이 긍정적으로 상승하였으며(3.50점→3.89점), 특히 원자력 및 방사선의 친환경성, 안전성 문

항의 인식도가 크게 상승하였다.(친환경성 : 3.00점→3.61점, 안전성 : 3.46점→4.00점)

원자력 지식도 사전사후 평가분석 또한 정답률이 70.6%에서 88.5%로 17.9% 향상되었으며, 

모르겠다는 응답한 비율이 14.7%에서 2.4%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원에게 원자력에 대한 올바른 지식확산 및 

이해를 고취시키고 차세대 원자력 에너지에 대하여 바르게 알리는 시간이 되었으리라 판단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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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일자 : 2017. 8. 10.(목)

○ 응    답 : 28명 (참여: 100%, 총 28명)

과정명
내용

실험·실습을 통한 원자력 바로 이해하기(교사 직무연수)

교육 대상 전국 중등교원

만족도

 1. 기대치 94% (88%)

 2. 전체 만족도 94% (95%)

 3. 교육내용 및 이해 93% (88%)

 4. 현업 적용도 91% (90%)

 5. 실시 시기 적절성 93% (88%)

 6. 학습방법 유효성 95% (91%)

 7. 교육환경 94% (96%)

 8. 강사 전반 94% (90%)

 9. 강사 및 강의 내용 96% (91%)

 10. 개선 혹은 보완

 - 강의일정 및 강의시간 학대 요구

 - 찬반토론에 교사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설 희망

 - 원내 시설견학 및 유관기관 견학장소 확대

 - 교육 후 교육 참가자와 주기적인 정보교류 및 학생대상 교육과 연계하

여 개설 필요

※ 괄호안은 전년도 결과

표 3-5-8. 실험·실습을 통한 원자력 바로 이해하기(교사 직무연수) 설문조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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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8. 교사 직무연수 원자력 인식도 사전-사후 평가 비교

그림 3-5-9. 교사 직무연수 원자력 지식도 사전-사후 평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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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민대상 원자력 토크 콘서트

가. 교육 목적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 안전 및 방사선 이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특히 현정

부의 탈원전 정책의 대두로 인해 일반 주민들도 원자력에 대한 이해증진 교육에 대한 중요성

이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원 부지 내에 하나로를 가동하고 있고, 논란이 되고 있는 SFR, 폐

기물관리등 안전에 관한 주민들의 관심이 증폭되어 가고 있는 등, 오프라인 소통 강화의 필요

성이 증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자력과 관련해 합리적인 지식전달 및 올바른 이해와 확산을 

위해서 지자체, 지역주민, 언론 등을 대상으로 원자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본 교육을 

실시한다.

나. 교육 대상

원자력에 관심이 있는 지역 주민(유성구, 대전시)

다. 교과내용 및 운영결과

원자력/방사선 기초, 국내외 원자력 동향, 하나로이용기술, 핵연료주기기술, 사용후핵연료, 

방사성폐기물관리 관련 강좌 등, 7차례에 걸친 과목으로 구성하여 매달 한 차례 지자체, 지역

주민, 언론 등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으며 상세한 일정 및 강의시간 등 교육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다.

○ 교육일시 : 매월 넷째주 수요일 오후(14:00~15:30) (7회, 5~11월)

             <5월31일, 6월21일, 7월19일, 8월16일, 9월20일, 10월18일, 11월22일>

○ 수료인원 : 218명

○ 교육장소 : 한국원자력연구원 연수원동 제1,2 계단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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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시간 내용 강사

5/31 14:30 ~ 15:30 원자력/방사선과 우리의 생활 이야기 장인순

6/21 14:30 ~ 15:30 원자력/방사선 기초 지식 쌓기 서범경

7/19 14:30 ~ 15:30 국내외 원자력 동향 임채영

8/16 14:30 ~ 15:30 하나로이용기술 사업 알아보기 정환성

9/20 14:30 ~ 15:30 원자력과 핵연료주기기술 송기찬

10/18 14:30 ~ 15:30 사용후핵연료 처리 기술 안도희

11/22 14:30 ~ 15:30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어떻게 하고 있나~ 최종원

표 3-5-9. 주민대상 원자력 토크 콘서트 일정표

그림 3-5-10. 2017년도 지역주민대상 원자력토크콘서트  월별 기념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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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교육평가

㉮ 조사방법

설문지(표 3-5-10)을 이용하여 원자력토크콘서트 참가 후에 설문

- 교육참가자수 : 218명

- 설문응답자수 : 178명

㉯ 조사내용 

원자력 인식도를 5개의 하위 카테고리(관심, 유용성, 안전성, 신뢰성, 수용성1, 수용성2, 수

용성3)로 분류하고, 총 16문항의 문항을 개발하여 원자력토크콘서트 참가 후  원자력 인식을 

조사함.  

  ① 설문지 문항

설문 문항
분석문항

(그래프 인덱스)

1) 나는 에너지 문제에 관심이 있다. 에너지관심

2) 나는 원자력 발전에 관심이 있다. 원자력관심

3) 나는 환경보존에 관심이 있다. 환경관심

4) 원자력발전은 다른 에너지원과 비교했을 때 경제적이다.

유용성5) 원자력발전은 지구 환경보존에 도움이 된다. 

6) 방사선의 이용은 우리생활에 도움이 된다. 

7) 미래에너지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원자력이 필요하다. 필요성

8) 원자력발전소는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다

안전성9) 아무리 적은 양이라도 방사선은 위험하다.

10)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주변에서 사는 것은 위험하지 않다.

11) 우리나라는 원자력발전에 우수한 기술력을 갖고 있다. 

신뢰성12) 우리나라의 원자력 관련 기관들은 믿을 만하다.

13) 우리나라 정부의 원자력 정책은 믿을 만하다. 

14) 나는 건강을 위해 방사선 검사나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수용성1

15) 나는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의 추가 건설에 동의한다. 수용성2

16) 내가 사는 지역에 원자력발전소가 건설되는 것에 동의한다. 수용성3

표 3-5-10. 주민대상 원자력토크콘서트 설문지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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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결과    

- 그림 3-5-11은 문항별 평균값을 나타낸 그래프임. 그래프의 방사상 축은 설문의 각 문항

의 값이며, 방사상 축은 0°축부터 1번 문항, 시계방향으로 차례로 문항이 전개되어 180°

축은 9번 문항, 337°축은 16번 문항에 해당함.

- 위 문항 1, 2, 3번을 보면 에너지, 원자력,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 문항 ‘원자력발전은 다른 에너지원과 비교했을 때 경제적이다.’의 문항에 대한 반응은 설

원자력의 필요성을 높게 평가함을 알 수 있다.

- 문항 ‘방사선의 이용은 우리생활에 도움이 된다.’의 문항에 대한 반응에서 우리 국민들의 

방사선의 유용함에 대한 인식도도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 문항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주변에서 사는 것은 위험하지 않다.’의 문항에 대한 반응으로 

보면 내 주면에서의 원자력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임을 볼 수 있다.

- 특히, 문항 ‘내가 사는 지역에 원자력발전소가 건설되는 것에 동의한다.’의 문항에 대한 

반응은 설문항목 중 가장 저조함을 볼 수 있다.

- 그림 3-5-12는 문항을 그룹화한 값을 해서 방사상 축으로 나타낸 값이다.  방사상 축은 

0°축부터 시계방향으로 차례로 표 3-5-10의 우측 행에 나타낸 그래프 인덱스인 유용성, 

필요성, 안전성, 신뢰성, 수용성별로 나타낸다.

- 그림 3-5-12에서 보다시피 유용성과 필요성에 대한 값이 가장 높으나 수용성3이 가장 낮

은 것으로 보아 내가 사는 지역에 원자력발전소가 건설되는 것에 동의하기는 매우 어려

워 보인다.

그림 3-5-11. 주민대상 원자력 토크 콘서트 설문 문항별 평균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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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12. 주민대상 원자력 토크 콘서트 원자력인식 

마. 기대효과 및 개선점

- 금년도에 7차례에 걸쳐 원자력에 관한 주민의 이해를 목표로 시행한 이 교육과정은 나름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국민에게 다가 간다는 의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

한다.

- 그러나 일부 의식화된 참가자도 발견되고, 설문지의 상당부분에 무성의한 응답자가 꽤 많

았다. 즉, 전체문항에 대한 응답이 모두 같은 답을 한다든지, 1~2 문항만 답하고 전체를 

빈 칸으로 두는 등, 문제가 다수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다른 표본의 경우에는 거의 나타

나지 않는 희귀한 사례이나 이 교육에서는 매우 빈발하였다.

- 본 교육의 효용성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자 하면 이 프로그램의 맨 처음 시작시간에 원자

력에 관한 사전 인식을 조사하고 이 프로그램이 끝날 때 변화된 인식을 조사하면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의미가 있을지 매우 회의적이다. 즉, 사전 

사후 변화에 관한 조사는 표본 모델이 설문지 응답을 얼마나 성실하게 응답하느냐에 달

려 있다.

- 지자체, 지역주민, 언론 등과의 소통에 기여하였다. 연구원 홈페이지 및 원우지, 전광판 

등에 게재한 다면 더욱 소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언론 보도, 지자체(대전시

청 및 유성구청) 및 주민협의회에 공지하는 것도 좋은 방안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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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교육은 지역주민들에게 원자력연구에 대한 이해 및 원자력 수용성을 증진하였다고 판

단된다.

- 동 특별강좌교육 참가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강좌내용을 보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운영한

다면 더욱 의미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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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연구인력 전문직무 교육

제1절 법정교육 및 정부시책 교육

제2절 역량기반 직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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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법정교육 및 정부시책 교육

1. 방사선작업종사자교육

가. 교육근거

원자력안전법 제106조, 동법시행령 제148조, 동법시행규칙 제138조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41호 방사선안전관리 교육 훈련에 관한 규정 제4조

＊법적으로 2014년부터 기본교육 및 직장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기본교육은 원안위가 지정

한 교육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이수, 직장교육은 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실시)

나. 교육목적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선작업종사자와 수시출입자에 대한 원자력시설 이용에 따른 방사선

안전교육을 시행함으로써 방사선 관련 실무지식을 함양하고, 안전문화를 고양함으로써 원내 

방사선시설들을 보다 안전하게 다룰 수 있도록 하는데 교육의 목적이 있다.

다. 교육대상 및 교과내용

(1) 교육대상

① 방사선작업종사자(직장교육)

  - 방사선구역내에서 기 종사하고 있는 자

② 방사선작업종사자 수시출입자(직장교육)

  - 방사선 관리구역에 청소, 시설관리 등의 업무상 출입하는 자(방사성물질 등 취급 안됨.)

(2) 교과내용

방사선구역내에 종사하고 있는 방사선작업종사자는 매년 6시간(기본교육 3시간, 직장교육 3

시간)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수시출입자는 직장교육(정기) 3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

야 한다. 대상별 교과목 및 교과내용, 강사진은 다음과 같다.

4 연구인력 전문직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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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방법 과목 시간 강사

방사선안전관리 규정 강의
방사선안전관리규정 및 방사선작업 

안전이행지침
1.0 이종일

연구원 특성에

따른 교육
강의 원자력시설 운영에 따른 교육 1.5

김태형

심용덕

평가 서면 학습평가 0.5 원종열

합  계 3.0

표 4-1-1. 일반 종사자 직장교육(본원) 교과목 및 강사진

분  야 방법 과목 시간 강사

방사선안전관리 규정 강의
안전관리규정, 안전관리절차서

비상대응절차서
1.0 이진우

방사선 안전 동영상 방사선 안전정보를 활용한 방사선 방호 실무 0.5 이진우

방사성동위원소 취급 강의
방사선 업무에 따른 안전 관련

다큐멘터리
1.0 김진규

평가 서면 학습평가 0.5 원종열

합  계 3.0

표 4-1-2. 일반 종사자 직장교육(정읍) 교과목 및 강사진

분  야 방법 과목 시간 강사

방사선안전관리 규정 동영상
방사선안전관리규정 및 방사선작업

안전이행지침
2.0 임길성

연구원 특성에 따른 교육 동영상 원자력시설 출입에 따른 교육 0.5 임길성

문답 질의 응답 0.5 임길성

합  계 3.0

표 4-1-3. 수시출입자 직장교육 교과목 및 강사진

(3) 교육평가 방법 및 결과에 따른 조치

① 출 석 

   - 집체교육 : 교육시간 90% 미만 출석자는 재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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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험평가

교육 종료 후 서면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균 60점에 

미달하는 자에 대해서는 당해 교육 훈련을 이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재교육을 실시한

다. 이 경우, 3회를 연속하여 평균 60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년간 방사선작업에 종사하지 

않도록 한다. 단, 수시출입자 직장교육 대상자는 시험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라. 교육운영

(1) 교육기간 및 인원

교육기간 및 이수 인원은 다음과 같다.

교육회수 교육기간 교  육  일  자 교육이수자

2회(본원) 1일
1회(2017. 3. 24, 금) 385

2회(2017. 4. 10, 화) 370

1회(정읍) 1일 2회(2017. 4. 18, 화) 107

계 862

표 4-1-4. 일반방사선작업종사자(직장교육) 교육실시 결과

교육회수 교육기간 교 육 일 자 교육이수자

1회 1일 2017. 2. 28(화) 37명

2회 1일 2017. 5. 30(화) 19명

3회 1일 2017. 7. 25(화) 23명

4회 1일 2017. 9. 26(화) 37명

5회 1일 2017. 11. 28(화) 7명

계 119명

표 4-1-5. 수시출입자 직장교육 교육실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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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방사선작업종사 직장교육(본원 및 정읍)

2. 원자력품질보증교육

가. 교육 목적

원자력시설 운영요원은 담당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해당업무 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능력을 

보유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업무수행 중에 필요한 숙련도 유지를 위하여 그에 따른 교육훈련

이 요구되어 왔다. 그동안 우리 연구원 수행해 오던 품질보증교육은 교육의 시기가 산발적이

고 협소한 교육 장소로 인한 불편함으로 인하여 교육 참여도가 저하됨에 따라 비효율적인 교

육이 진행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품질경영부와 협력 하여 단기간 내 집중교육을 통하

여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 교육을 실시하였다.

나. 교육 대상

○ 원자력시설운영요원

  - 하나로시설, 조사재시험시설,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 연구용원자로연료제조, 

    가연성폐기물처리시설

○ 기타 원자력 품질보증을 적용하거나 적용 예정인 연구개발과제

다. 교과내용 및 운영결과

품질 검사/감사 지적사항 사례, 시설 정주기 점검 품질보증, 구매 관리 유의사항, 주요 품질

보증절차 변경사항 등 5 과목에 대해 총 4.5시간으로 구성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으며 상

세한 일정 및 강의시간 등 교육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다.

○ 교육기간 : 2017. 11. 3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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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료인원 : 129명 (원내 : 121명, 원외 : 8명)

○ 교육장소 : 국제원자력교육훈련센터(INTEC) 1층 강당(우남홀)

시간 교과목
강의시간

강사명 소속
강의 토의

1교시
13:30-14:20

품질 검사/감사 지적사항 사례 1 - 박찬국

품질경영부

2교시
14:30-15:20

시설 정주기 점검 품질보증 1 - 박찬국

3교시
15:30-16:20

구매 관리 유의사항 1 - 장기종

4교시
16:30-17:20

주요 품질보증절차 변경사항 1 - 장기종

5교시
17:20-17:50

질의응답 - 0.5 박찬국

합 계 4 0.5 -

표 4-1-6. 2017년도 원자력품질보증교육(원내)

그림 4-1-2. 2017년도 원자력품질보증교육(원내) 사진

라. 교육평가

본 교육은 우리 연구원 품질경영부의 교육 협조 요청에 따라 짧은 기간에 집중교육을 통하

여 직원의 교육 참여도 및 교육 효과를 높이고자 실시하게 되었다. 과정은 1일 4.5시간 교육

으로 이론 4개 과목(품질 검사/감사 지적사항 사례, 시설 정주기 점검 품질보증, 구매 관리 유

의사항, 주요 품질보증절차 변경사항)과 토론 1과목(품질보증절차 개선 토론)으로 진행하였다. 

토론강의 시간에는 많은 질의응답시간이 할당되어 원자력품질보증에 대한 이해가 증가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2014년도 원자력안전법이 개정·시행된 이후로 교육생들의 원자력안전법 개

정사항 및 품질보증절차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 교육의 질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교육을 통하여 원자력시설 운영요원의 원자력품질보증 숙련도 유지 및 향상, 원자력 품

질관리 능력 향상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였을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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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역량기반 직무교육

1. 정보화 교육

직원(고급전문인력, 위촉연구원, 및 파견근로자 등 포함)들의 S/W사용능력을 배양시키어 관

련 업무분야 수행에 도움을 주는 일반 및 전문적인 교육과정의 IT정보화 교육을 통한 업무 능

력의 향상을 꾀하고자 하며, 직원들이 평소 궁금한 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교육의 장을 마련하

기 위하여 아래의 교육과정을 운영하였다. 특히 3년 전부터 사우디아라비아 요원들과 원자로

사업단 및 SMART 사업관련 연구/기술원들에게 전문 S/W교육을 하고 있다.

본 교육대상자는 전 직원(고급전문인력, 위촉연구원 및 파견근로자 등 외부인력 포함) 중 직

원정보화교육 신청자임. 교육신청 안내는 원내 BBS를 통해 공지를 하며, 접수는 KLMS를 통

하여 선착순 접수를 원칙으로 함. (단, 일부 교육과정은 유지보수를 체결한 과제 소속 직원으

로 국한되어 있으므로 BBS를 통한 공지는 불가함.)

가. 교육목적

연구(업무)상 필요한 정보화 교육 중의 하나로, 노심설계 등 필요한 정보화 교육 중의 하나

로, 연구현장에서 시물레이터개발 등에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해당 소프트웨어의 기초 및 

활용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본 교육을 실시하였다.

나. 교육내용

구분 기본 및 활용교육

교육내용

1. 3Key Master관련 교육

  1-1-1. 3Key Master 기초활용

  1-1-2. 3Key Master 실무활용법

  1-1-3. 3Key Master 실무활용 (예제를 통한 중. 고급 활용 팁)

표 4-2-1. 3Key Master관련 실무교육 커리큘럼만 기술

다. 교육운영

교육은 총 5회 실시하였으며, 기본 및 활용교육을 원내 전산교육실에서 교육을 진행하였다. 

수준·기능별 과정을 구분하여 교육을 진행하였다.

○ 교육기간 : 표 4-2-2 참조

○ 강 의 실 : 원자력교육센터 1층 전산교육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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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사 : 미국 WSC 강사 및 원외강사

○ 수료인원 : 표 4-2-2 참조

교육과정명 기간 시간 수료인원

1. 3Key Master관련 교육 (외국인 강사) 2.6~2.10 35 12

2. Intel Parallel Studio XE 2017 3.28 3 17

3. COMSOL Multi-physics V5.2a 3.29~3.30 7 17

4. iCP Training Course (외국인 강사) 7.17~7.21 30 17

5. Solidworks Flow Simulation 9.18~9.20 18 13

합  계 - 93 76

표 4-2-2. 정보화교육 운영 실적

라. 교육평가

본 교육은 원내 직원 중 주로 연구부서 직원이 주로 교육을 수강하였다. 기본 및 중고급 활

용교육으로 5회 진행하였다.  

각 과정별 신청자는 적었으나, 출석율은 높았으며 해당 교육 참석자들의 학습성취도는  교

육 전 보다 교육 후 기본 교육은 근무 경력이 있는 직원들에게 중·고급 활용은 데이터 분석 

등을 요하는 직원들에게 높은 것으로 구두 설문을 통해 나타났다. 

그림 4-2-1. iCP 교육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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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원자력공학과 원자로 실험실습

1. 원자력공학과생 원자로 실험·실습

가. 교육목적

학·연 협동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원자로 실험 실습교육은 국내의 원자력관련 공학과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본 실험 실습교육은 대학에서 실질적으로 쉽게 다루어 보지 

못하는 실험 실습들을 우리 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특수 시설 및 연구기기 들을 활용하

여 실습 하는 것이 본 교육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연구 시설로는 1995년 우리 

연구원의 자체 기술로 설계 건설한 30MW급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HANARO)”를 활용한 

방사성동위원소이용시설, 조사재시험시설, 중성자방사화분석시설, 중성자래디오그래피시설 등

과 함께 원자력교육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원전모의 시설인 CNS(Compact Nuclear 

Simulator), 방사선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 등을 활용하여 원자력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

에게 보다 실질적인 실습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향후 원자력 제반 분야에 보다 쉽게 적응할 수 

있는 실무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교육의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 원자력의 기술자립 

향상뿐만 아니라 미래의 성장 동력인 원자력을 이끌어 갈 차세대 원자력 전문 인력을 양성하

는데 교육의 목적이 있다.

나. 교육대상 및 교과내용

2017년도 원자로 실험 실습교육은 단국대학교 원자력융합공학과 3학년 및 대학원생을 대상

으로 운영하였다.

교과내용으로는 연구로 개요, 동위원소 생산, 중성자래디오그래피, 방사선방호(방사선 계측),  

원자력발전소 계통(CNS) 등의 교과목을 대상으로 이론과 실험 실습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5

일간의 실험 실습교육 편성은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는 실습과목에 대한 이론수업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3일간은 4개 과목에 대한 실험 실습을 편성하여 운영 하였다.

5 학·연 협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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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국대

교과목 및 교육내용, 실험 실습 진행 일정은 다음과 같다.

교   과   목 강사
시 간 

교  과  내  용
강의 실습

 1. 원자로 개요 한재삼 2 -   원자로의 구조 및 특성 등

 2. 동위원소 생산 최강혁 2 -   조사표적준비, 중성자조사 등

 3. 방사선 방호 김현기 2 3   방사선방호 원칙 및 원리 등

 4. 핵연료연소도측정 남종수 2 4   감마스캐닝의 원리 등

 5. 중성자래디오그래피 김태주(오화숙) 2 3   중성자래디오그래피 등

 6. CNS 실습 박재창 2 7   CNS 소개 및 실습

 7. 연구원 소개 슬라이드

    상영 및 본관 전시실 관람
1 -

 8. Orientation 및 과정평가 원종열 1

계 15 17

표 5-1-1. 단국대 교과목 및 교과내용

일  자 과      목 시    간 실험강사
비    고
(실습장소)

6/28(수) 방사선 계측 09:00 - 11:50 김현기
연수원동
306호

6/28(수) 방사능 측정 13:00 - 16:50 남종수
조사재시험동
1층 7201호

6/29(목) CNS 09:00 - 16:50 박재창
연수원동
111호

6/30(금) 중성자래디오그래피 09:00 - 11:50 오화숙
연수원동

3층 3강의실

표 5-1-2. 단국대 실험 실습 내용

그림 5-1-1. 단국대 원자로 실험실습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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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육운영

(1) 단국대

○ 교육대상 : 단국대학교 원자력융합공학과 3학년 및 대학원생

○ 교육기간 : 2016. 8. 22 ∼ 8. 26 (5일간) 

○ 수료인원 : 24명 (제주대 10명, 동국대 10명, 조선대 4명)

순번 대 학 명 학 과 명 교 육 일 자 학 년 수료인원

1 단국대학교 원자력융합공학과 6. 26 ∼ 6. 30 3 10명

합   계 10명

표 5-1-3. 원자로 실험·실습 운영현황

라. 교육평가

(1) 단국대

교육 완료 후 설문조사한 결과 기대치 96%, 전체 만족도 92%, 교육내용 및 이해 90%, 학

습방법 94%, 강사 96%, 교육환경 94%로 대체적으로 전 부분에서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자로 모의운전(CNS)실습이 학생들에게 가장 흥미 있는 교과목으로 나타났으며, 학교에

서 배우지 못한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으며 아울러 원자력분야에 대한 폭넓은 지

식과 진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립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는 의견으로 이번 

실험 실습교육이 학생들에 많은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번 단국대 원자력융합공학과를 대상으로 한 원자로 실험실습교육은 처음 개설하여 실시한 

결과 실습기간이 짧다는 것과, 하나로의 외벽 공사로 인해 연구용 원자로를 직접 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쉽다는 의견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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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정 명
내  용

원자력공학과 대상 “원자로 실험실습”교육과정

교육 대상 단국대 원자력융합공학과 3학년 및 대학원생

만족도

(87 %)

 1. 기대치 96 % (4.8)

 2. 전체 만족도 92 % (4.6)

 3. 교육내용 및 이해 90 % (4.5)

 4. 학습방법 94 % (4.7)

 5. 강  사 96 % (4.8)

 6. 교육환경 94 % (4.7)

    7. 가장 도움이 된 교과목

       및 그 이유는? 

  원자로 모의운전(CNS), 5명

  방사선 계측, 5명

  방사능 측정, 5명

 8. 좋았던 점 및 개선점

항  목 좋았던 점 개선할 점

원자로 

모의운전

(CNS)

- 쉽게 체험하지 못 할 CNS실습을 하는 것이 좋았고, 학교 전

공 수업과 관련된 전공지식이 기본적으로 많이 연관되어서 앞

으로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듬.  

- 실제로 운전을 할 수 있어서 좋았고 원자로 계통의 이해도 

쉽게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

- 전혀 접하지 않았던 장비를 배우고 직접 만져 보고 운전 하

는 것이 정말 좋았다.

- 실제로 원자로를 체험해 볼 수 있어서 좋았다.

- 기간이 짧아 자세한 모든 부분을 실

습 해보지 못한 것이 다소 아쉬웠다.

- 실습인원이 많아 아쉽다.

- 팀별로 운전하는 파트로 나뉘어져 하

고 싶은 것을 하지 못했던 것이 조금 

아쉬웠다.

방사선 계측

- GM Counter를 이용해서 실험을 함으로써 붕괴 도식의 개

념을 쉽게 알 수 있었다.

- 붕괴도에 나타난 발생확률도 효율 계산시 고려해야 된다는 

것 을 알게 되었다. 

- 강사님이 자세하고 꼼꼼하게 가르쳐 주셔서 좋았다.

- GM 계수기가 매우 많고 시료가 많아서 좋았다.

- 인생에 있어 앞으로 어떻게 할지 도움이 많이 되었다.

- 기간이 짧아 조금 더 다양한 계측을 

실습해보지 못한 것이 다소 아쉬웠

다.

- 실습을 종류별로 하고 싶었지만, 효

율측정 실습만 하게 된 것이 다소 아

쉬웠다.

- 사전에 학교 측과 협의가 않되 실험

실습 했던 것을 하여 아쉬웠다. 

표 5-1-4. 단국대 설문조사결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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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좋았던 점 개선할 점

방사능

측정

- 섬광검출기의 회로구성을 직접 해봄으로써 더 잘 이해 할 수 

있었다.

- 선원의 광전피크 정도를 직접 눈으로 확인 할 수 있고 측정

함으로써 이론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 

- 이론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을 실제로 기기를 이용하여 실습

하면서 방사선 측정에 대해 실제 경험 할 수 있었다.

- 새로운 장비를 만져보고 실습에 임하여 상당히 도움이 되고 

인생 선배님으로 조언을 많이 해주셨다.

- 원리 설명을 잘 해 주셨고, 전부터 해보고 싶었던 실습이라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다.

- 회로 연결할 수 있는 계수기가 하나

뿐이라 아쉬웠다.

중성자

래디오

그래피

- 이론으로 들은 것보다 직접 함으로써 이해가 빨랐고, 응용분

야도 많이 알려 주셔서 좋았다.

-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고 3D로 불상의 모습의 예를 보니 이 

분야에 대해서 흥미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 비파괴검사가 무엇인지 궁금하였는데 직접 체험 해 볼 수 있

어서 좋았다.

- 실습 시간이 짧아서 아쉬웠다. 

- 하나로에서 직접 측정을 하지 못해서 

아쉬웠다. 

기  타

- 이론으로만 접하던 것을 실제 실험을 통해 쉽게 이해 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 이번 실험실습을 통해 진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정 할 수 있

는 계기가 되었다. 

- 전반적으로 강사님 열정이 좋았고, 원자력계의 선배로서 인

생에 대한 조언을 통해 많은 자극을 받을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 이었다.

- 하나로가 일시 가동이 중지 되어 직

접 보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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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원자력 및 방사선 관련학과 대학생 실험실습 교육

국가원자력연구시설을 이용한 대학생 실험실습 프로그램을 일부 개선하여 방사선 관련학과 

27개 대학을 대상으로 4개 과정을 운영하였고 원자력 관련학과 10개 대학을 대상으로 2개 과

정을 운영하였다.

순서 교육과정 교육기간 수료생(명) 대학교(개)

1 방사선학과 1차 2017. 01. 09. ∼ 01. 13. 29명 4개

2 방사선학과 2차 2017. 01. 16. ∼ 01. 20. 28명 5개

소 계  57명 8개(1개 중복)*

3 약학과 1차 2017. 02. 13. ∼ 02. 17. 29명 14개

4 약학과 2차 2017. 02. 20. ∼ 02. 24. 13명 9개

소 계 42명 19개(4개 중복)**

5 원자력공학과 1차 2017. 08. 07. ∼ 08. 10. 26명 5개

6 원자력공학과 2차 2016. 08. 29. ∼ 09. 02. 26명 6개

소 계  52명 10개(1개 중복)***

계 6개 과정 151명 37개 

* 방사선학과 : 동남보건대 2과정 참석

** 약학과 : 경상대, 동덕여대, 인제대, 전남대 2과정 참석

*** 원자력공학과 : 경희대 2과정 참석

표 5-2-1. 2017년도 원자력 및 방사선 관련학과 실험실습 운영결과

전년도에 개발한 대학생 실험실습 교육 설문서양식을 분야별로 실시한 실습과목에 따라 일

부내용을 수정하여 실험실습 설문서(표 5-2-2) 양식으로 사용하였다.



- 141 -

○ 과 정 명 : 2017년도 “대학생 실험실습”교육

○ 대    상 : 방사선학과 1차 교육

○ 실습기간 : 2017. 00. 00(월) ~ 00. 00(금), 0일간

 학과 :                학교 :               학년 :               성별 : 남, 여

구  분 문     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체

만족도

 1. 본 과정 참가 시 기대를 가지고 참가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2. 본 과정은 나의 요구/기대 수준을 충족시켰다. ① ② ③ ④ ⑤

 3. 본 과정의 교육기간은 적절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4. 본 과정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5. 본 과정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① ② ③ ④ ⑤

 6. 본 과정을 후배들에게 추천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교육

내용

 7. 교육 전반의 내용이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8. 교육내용이 전반적으로 좋았다. ① ② ③ ④ ⑤

 9. 실습교육이 전공지식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10. 교육내용이 진로 결정에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강사

 11. 강사의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해를

     보여주었다.
① ② ③ ④ ⑤

 12. 강사는 효과적인 스킬과 열정으로 강의를 전개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13. 강사는 교육생의 질문에 대한 대처나 피드백이

     적절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학습

방법

 14. 강의실 집체교육은 효과적이었다. ① ② ③ ④ ⑤

 15. 조별 실험실습교육은 효과적이었다. ① ② ③ ④ ⑤

교육

환경 

 16. 강의실 및 교육시설에 만족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17. 교육과정 진행자의 서비스에 만족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18. 실습교육 중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과목과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과목명:                  )     

             

19. 본 교육 수강 후 느낀 귀하의 소감 및 기타 개선점은 무엇입니까? (빈칸 부족 시 이면지 활용)

교과목 좋았던 점 개선할 점

1 방사선 계측

2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3 방사선 안전취급기초

4 중성자래디오그라피

5 중성자 방사화분석

6 기타

표 5-2-2. 2017년도 대학생 실험실습 설문서 양식(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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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학연실습교육 세미나는 원자력 및 방사선 실험실습과 관련하여 자문회의와 강사회

의를 표 5-2-3과 같이 개최하였다.

No. 세미나 명칭 발표자 발표일자 구분

1 방사성의약품 실습교육 개발 자문회의

김석(카이헬스케어)

안순혁(원자력의학원)

신병철(KAERI)

2017.03.10. 원외

2 방사선학 실습교육 개선 자문회의

임청환(한서대)

변영주(고려대)

신병철(KAERI)

2017.04.27. 원내

3 학연교육과제 추진전략 수립 자문회의 

김영준(원자력협력재단)

신병철(KAERI)

박인서(KIRD)

2017.05.16 원내

4 원자력공학 실습교육 개선 자문회의
신병철(KAERI)

박창제(세종대)
2017.06.08.  원내

5 원자력공학 실습교육 운영개선 강사회의 신병철(KAERI) 2017.06.14. 원내

6 방사선학 실습교육 운영개선 강사회의 신병철(KAERI) 2017.06.16. 원내

7 원자력대학원생 실습교육 개발 자문회의
신병철(KAERI)

민철희(연세대)
2017.06.21 원내

8 방사약학 실험실습교육 개선회의 신병철(KAERI) 2017.11.22 원외

표 5-2-3. 2017년도 학연교육 세미나 개최실적

보다 업그레이드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학과별 특성을 고려하여 방사선학 실험실습교육 

과 원자로 실험실습교육 과정설계서를 각각 개정하여 교육과정 운영시 활용하였다(과정설계서 

1과 2).

실습 교육을 운영한 결과를 정리하여 국내외 관련학회 학술대회에서 2건의 논문발표를 하였

는데(표 5-2-4), 한국방사선학회에서 개최한 2017년 춘계학술대회(2017.5.20.)에서는 발표논

문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대한방사선과학회에서 발간하는 “방사선기술과학”에 “한국원자력연

구시설을 이용한 방사선학과 대학생 인력양성” 이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투고하여 2017년 9월

호에 게재되었다.

논문명 학회명 학술대회명 일자 장소 페이지 저자

Hands-on experiment 

training program for 

nuclear engineering 

students at KAERI

American 

Nuclear 

Society 

American Nuclear 

Society Conference 

on Nuclear Training 

and Education 2017 

2017.

2.7
미국 104

신병철,

원종열,

김웅기 

Experiment Training 

for radiology  students 

at KAERI

한국방사선학회 
한국방사선학회 2017년 

춘계 학술대회

2017.

5.20.
한국 39

신병철,

김웅기 

표 5-2-4. 2017년도 대학생 실험실습교육 결과 논문발표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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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사선학과 1차 실습교육

 

○ 일   시 : 2017. 1. (월) ∼ 1. 13(목) (5일간)

○ 인   원 : 수료 28명(신청 30명)

○ 장   소 : 원자력연수원동 1층 1강의실 및 각 실습실

가. 교육일정

방사선학과 1차 실습교육은 2017년 1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실시하였으며 연구로 개

요, 방사선 계측, 방사성의약품 품질관리,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방사선 안전취급기초, 중성자 

방사화분석, 중성자래디오그래피의 7과목으로 이루어졌다. 4개 대학에서 30명이 신청하여 29

명(동남보건대 11명, 원광보건대 1명, 청주대 2명, 한서대 15명)이 수료하였다. 교육일정은 표 

5-2-5, 표 5-2-6와 같이 진행되었다.

일자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5교시 6교시 7교시 8교시

09:00-09:50 10:00~10:50 11:00~11:50 13:00~13:50 14:00~14:50 15:00~15:50 16:00~16:50 17:00~17:50

1/9

(월)

연구원 출입증 교부 및 

오리엔테이션 
본관 견학

연구로 개요

(홍 성 택)

방사선 계측

(홍 상 범)

방사성의약품 품질관리

(신 병 철)

1/10

(화)

방사성 동위원소생산

(최 강 혁)

방사선 안전취급 기초

(김 태 형)

중성자 방사화 분석

(정 용 삼) 

중성자 래디오그래피

(김 태 주)

1/11

(수)

실 험 실 습 (09:00-12:00)

(3개조 분할 실시)

실 험 실 습 (13:30-16:20)

(3개조 분할 실시)

팀별 

발표 준비

1/12

(목)

실 험 실 습 (09:00-12:00)

(3개조 분할 실시)

실 험 실 습 (13:30-16:20)

(3개조 분할 실시)

팀별 

발표 준비

1/13

(금)

실 험 실 습 

(2개조 분할 실시)

팀별 발표

및 Q&A
과정평가

 * 각 실습조(3개)를 A,B로 나누어 발표팀(6개) 구성

표 5-2-5. 방사선학과 1차 실습교육 시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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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해당조 과      목 시    간 실험강사 실습장소    

1/11(수)

오전

1 방사선안전취급 기초 09:10 - 12:00 김태형
연수원동 

3층 306호

2 방사선 계측 〃 남종수
연수원동 

2층 213호

3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 남성수
동위원소동

1층 33호

1/11(수)

오후

1 방사선 계측 13:30 - 16:20 남종수
연수원동 

2층 213호

2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 남성수
동위원소동

1층 33호

3 중성자 방사화 분석 〃 문종화
동위원소동

2층 26호

1/12(목)

오전

1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09:10 - 12:00 남성수
동위원소동

1층 33호

2 중성자 방사화 분석 〃 김선하
동위원소동

2층 26호

3 중성자래디오그라피 〃 오화숙
연수원동 

1층 1강의실

1/12(목)

오후

1 중성자 방사화 분석 13:30 - 16:20 문종화
동위원소동

2층 26호

2 중성자래디오그라피 〃 오화숙
연수원동 

1층 1강의실

3 방사선안전취급 기초 〃 김태형
연수원동 

3층 306호

1/13(금)

오전

1 중성자래디오그라피 09:10 - 12:00 오화숙
연수원동 

1층 1강의실

2 방사선안전취급 기초 〃 김태형
연수원동 

3층 306호

3 방사선 계측 〃 남종수
연수원동 

2층 213호

표 5-2-6. 방사선학과 1차 실습 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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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1. 방사선학과 1차 실습교육 참가자 사진

나. 설문조사

방사선학과 1차 실습교육 참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가원자력연구시설을 이용한 실험실습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 내용과 결과는 표 5-2-7에 나타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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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명
내  용

방사선학 실험실습

교육 대상
방사선학과 학부생

(동남보건대 11, 원광보건대 1, 청주대 2, 한서대 15)

만족도

(%)

1. 기대치 90 %

2. 전체 만족도 86 %

3. 교육내용 및 이해 86 %

4. 강   사 90 %

5. 학습방법 84 %

6. 교육환경 92 %

7. 가장도움이 된 실습 2과목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22명

  방사선 계측 17명

  방사선 안전취급기초 10명

  중성자 래디오그래피 4명

  중성자 방사화분석 5명

8. 좋았던 점 및 개선점

항  목 좋았던 점 개선할 점

방사성

동위원소 

생산

- 제네레이터에서 Tc-99m 용출하는 원리를 이

해했고 직접 실험을 해서 재미있었다.

- 로봇팔도 구경하고 직접 작동해봐서 좋았다.

- 최종제품이 생산되는 과정을 볼 수 있었다.

- 실습시간을 더 늘리면 좋겠다.

방사선

계측

- NaI(Tl) 섬광검출기와  HPGe검출기의 기능과 

작동원리를 자세하게 알 수 있었다.

- 강사님이 다양한 질문에 잘 답변해 주셨다.

- 실제 계측기로 실험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

- 조별로 실습하며 조원들과 친해질 수 있었고 

배운 내용을 눈으로 볼 수 있어 좋았다.

- 선원이 바뀜에 따른 파형의 변화와 ROI, 반치

폭과 분해능 구하는 법을 다뤄 유익했다.

- 이론 설명을 먼저 하는 것 보다 실습 중간에 나

눠서 해주면 더 좋을 것 같다.

- 다른 시료로 더 많은 실험을 해 보면 좋겠다.

- HPGe 검출기를 직접 사용하지 못해 아쉬웠다.

방사선 

안전취급

기초

- 방사선원 관리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었다.

- GM계수관 활용법을 배울 수 있어 좋았다.

- 직접 실습하며 그래프를 그려 이론으로 배웠던 

내용을 적용할 수 있어 좋았다.

- 동위원소 면허 관련 학습과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셨다.

- 플라토를 구할 때 전압을 너무 작게 설정하여 

불필요한 과정이 많았다.

표 5-2-7. 방사선학과 1차 실습교육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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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좋았던 점 개선할 점

중성자

래디오

그래피

- 엑스선과 중성자 촬영 시 사용 필름의 특징과 

차이 등을 알 수 있었다.

- 중성자로도 비파괴검사를 할 수 있어 신기했고 

수업을 재미있게 해 주셨다.

- 2D영상과 3D영상 응용까지 알 수 있어 좋았

다.

- 학교에서 배운 내용과 연관되었고 필름을 이용

해 실습해서 가장 친숙했다.

- 하나로 미가동으로 중성자 조사과정을 볼 수 없

어 아쉬웠다.

중성자

방사화

분석

- 동위원소 면허시험에 나오는 중요원리를 설   

 명해주셔서 이해가 잘 되었다 

- 처음 접하는 분야라 어려웠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잘되었다 

시료측정기 등을 실제로 볼 수 있어 좋았다

- 원자로 내부로 시료를 보내어 방사화시키는   

 시스템이 신기하고 흥미로웠다

- 하나로 미가동으로 생체시료를 방사화시켜 측

정하는 실험을 하지 못해 아쉬웠다

기   타

- 구내식당 식사가 맛있었다.

- 숙식비가 지원되어 좋았다.

- 강사님들이 학교 과목과 연관되도록 쉽게 설명

해주셔서 좋았다.

- 이론만 했던 것을 직접해봐서 재미있었고 이해

가 잘되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 실무적인 설

명을 자세히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 모든 강의들이 유익하고 즐거웠으며 강사님들

이 진로에 대한 조언도 많이 해 주셨다.

- 교육진행자가 잘 챙겨주셔서 감사했다.

- 다른 학교 학생들과 같은 조원이 되어 잘 몰랐

던 것을 서로 잘 이해하게 되었다.

- 실습다운 실습을 해본 것 같아 좋았다.

- 실습을 세분화하여 여러 분야를 보면 좋겠다.

- 학교별 인원배분에 좀 더 신경을 써주면 좋겠

다.

- 조별활동에 비협조적이고 수업에 적극적이지 

않는 학생들이 있어 불편했다.

- 조별 진행하기 전에 자기소개하는 자리가 있으

면 좋겠다.

- 조별과제를 숙소 방에 모여서 하는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 실습을 더 늘리면 좋겠다.

다. 운영결과

○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방사선 계측, 방사선 안전취급기초 선호 

방사성동위원소 생산과정을 직접 보며 실험하고 핫셀과 로봇팔 체험이 인상적이었고 방

사선 계측기 이론과 실습강의를 통해 실무적으로 잘 이해하게 되어 학생들이 선호한 것 같

다. HPGe 검출기를 직접 사용하지 못해 아쉬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HPGe 검출기는 고

가이고 예민하여 학부생들이 다루기는 조심스러운데 차기년도에는 실습 절차도를 세부적으

로 작성하여 일부 실험이라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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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정 진행방법 및 개선 

하나로 원자로가 공사 중이라 중성자래디오그라피는 원자로에서 중성자를 조사하는 실습

부분은 작년에 제작한 동영상으로 대체하여 현장감을 살리도록 노력했다. 중성자래디오그래

피는 엑스선 촬영과 비슷하여 가장 이해하기 쉬웠고 중성자 방사화 분석은 원자로까지 시

료를 이송시키는 시스템에 학생들의 관심이 많았는데 하나로 가동중지로 시료를 방사화 할 

수 없어 흥미도가 반감되었는데 내년에 하나로가 가동되면 더 좋은 반응을 얻을 것 같다. 

조별 활동을 숙소 방에서 모여서 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보여 호텔 측에 협조를 구하여 

다음과정 부터는 호텔 커피숍에서 무료로 하도록 개선하였다.

○ 교육생 선발방식 개선

설문조사 결과 수업에 집중하지 않고 조별활동에도 비협조적인 학생들이 여러명 있는 것

으로 파악되어 내년 교육과정을 진행하게 되면 좀 더 열정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고 학점화

를 추진하여 교육 집중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다. 

○ 교육만족도

모든 강의가 큰 어려움 없이 유익했으며 강사들이 진로에 대한 조언도 많이 하여 교육진

행자가 잘 챙겨주셔서 감사했다는 의견도 있어 대체적으로 학생들에게 만족스럽다는 평을 

받았다. 몇 가지 미비한 점들은 점차적으로 바꿔나가 더 발전된 교육과정이 되도록 개선하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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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사선학과 2차 실습교육

○ 일   시 : 2017. 1. 16(월) ∼ 1. 20(금) (5일간)

○ 인   원 : 수료 24명(신청 24명)

○ 장   소 : 원자력연수원동 1층 1강의실 및 각 실습실

가. 교육일정

방사선학과 2차 실습교육은 2017년 1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실시하였으며 연구로 개

요, 방사선 계측, 방사성의약품 품질관리,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방사선 안전취급기초, 중성자 

방사화분석, 중성자래디오그라피의 7과목으로 이루어졌다. 5개 대학에서 30명이 신청하여 28

명(남부대 5명, 신구대 5명, 안산대 6명, 동남보건대 7명, 인제대 5명)이 수료하였다. 교육일

정은 표5-2-8, 표 5-2-9와 같이 진행되었다. 

일자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5교시 6교시 7교시 8교시

09:00-09:50 10:00~10:50 11:00~11:50 13:00~13:50 14:00~14:50 15:00~15:50 16:00~16:50 17:00~17:50

1/16

(월)

연구원 출입증 교부 및 

오리엔테이션 
본관 견학

연구로 개요

(홍 성 택)

방사선 계측

(홍 상 범)

방사선 안전취급 기초

(김 태 형)

1/17

(화)

방사성 동위원소생산

(최 강 혁)

방사성의약품 품질관리

(신 병 철)

중성자 방사화 분석

(정 용 삼) 

중성자 래디오그래피

(김 태 주)

1/18

(수)

실 험 실 습 (09:00-12:00)

(3개조 분할 실시)

실 험 실 습 (13:30-16:20)

(3개조 분할 실시)

팀별 

발표 준비

1/19

(목)

실 험 실 습 (09:00-12:00)

(3개조 분할 실시)

실 험 실 습 (13:30-16:20)

(3개조 분할 실시)

팀별 

발표 준비

1/20

(금)

실 험 실 습 

(2개조 분할 실시)

팀별 발표

및 Q&A
과정평가

 * 각 실습조(3개)를 A,B로 나누어 발표팀(6개) 구성

표 5-2-8. 방사선학과 2차 실습교육 시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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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해당조 과      목 시    간 실험강사 실습장소    

1/18(수)

오전

1 방사선안전취급 기초 09:10 - 12:00 김태형
연수원동 

3층 306호

2 방사선 계측 〃 남종수
연수원동 

2층 213호

3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 남성수
동위원소동

1층 33호

1/18(수)

오후

1 방사선 계측 13:30 - 16:20 남종수
연수원동 

2층 213호

2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 남성수
동위원소동

1층 33호

3 중성자 방사화 분석 〃 김선하
동위원소동

2층 26호

1/19(목)

오전

1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09:10 - 12:00 남성수
동위원소동

1층 33호

2 중성자 방사화 분석 〃 문종화
동위원소동

2층 26호

3 중성자래디오그라피 〃 오화숙
연수원동 

1층 1강의실

1/19(목)

오후

1 중성자 방사화 분석 13:30 - 16:20 김선하
동위원소동

2층 26호

2 중성자래디오그라피 〃 오화숙
연수원동 

1층 1강의실

3 방사선안전취급 기초 〃 김태형
연수원동 

3층 306호

1/20(금)

오전

1 중성자래디오그라피 09:10 - 12:00 오화숙
연수원동 

1층 1강의실

2 방사선안전취급 기초 〃 김태형
연수원동 

3층 306호

3 방사선 계측 〃 남종수
연수원동 

2층 213호

표 5-2-9. 방사선학과 2차 실습 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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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2. 방사선학과 2차 실습교육 참가자 사진

나. 설문조사

방사선학과 2차 실습교육 참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가원자력연구시설을 이용한 실험실습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 내용과 결과는 표 5-2-10에 나타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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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명
내  용

방사선학 실험실습

교육 대상
방사선학과 학부생

(남부대 5, 신구대 5, 안산대 6, 동남보건대 7, 인제대 5)

만족도

(%)

1. 기대치 80 %

2. 전체 만족도 70 %

3. 교육내용 및 이해 74 %

4. 강   사 80 %

5. 학습방법 68 %

6. 교육환경 76 %

7. 가장도움이 된 실습 2과목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19명

  방사선 계측 15명

  방사선 안전취급기초 10명

  중성자 래디오그래피 7명

  중성자 방사화분석 5명

8. 좋았던 점 및 개선점

항  목 좋았던 점 개선할 점

방사성

동위원소 

생산

- 직접 실험을 통해 Tc-99m을 용출할 수 있어 

재미있었다.

- 병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사성의약품인 

Tc-99m을 직접 만들어봐서 좋았다.

- Tc-99m 생산과정을 잘 이해할 수 있었다.

- 로봇팔과 다양한 장비를 볼 수 있어 좋았다. 

- 실습 강의시간을 좀 더 줄여야 실제 실습시간이 

더 여유로울 것 같다  

방사선

계측

- 오실로스코프 등을 직접 눈으로 보고 사용해 

볼 수 있어 더 잘 이해가 되었다.

- 눈에 보이지 않는 방사선을 스펙트럼 측정을 

통해 에너지를 분석할 수 있어 좋았다.

- 확실한 결과가 있고 강사가 열의가 있어 좋았

다.

- 더 많은 계측기를 보고 싶다. 

- 실습 책상이 있었으면 좋겠다.

-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많아 좀 더 심화된 것을 

배우면 좋을 것 같다.

- 좀 더 많은 핵종을 계측해보고 싶다.

- 실습시간이 좀 부족했다.

방사선 

안전취급

기초

- GM계수관의 원리, 불감시간, 플레토우를 이해

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 책으로 만 보던 방사선원과 계측기를 직접 보

고 다루어볼 수 있어 좋았다.

- 실습과정 중 중간 중간에 추가이론 설명을 해

주셔서 더 오래 기억되고 이해가 잘 되었다.

- 차폐체 실험시간을 좀 더 늘리면 좋겠다.

- 방사능 계측하면서 추가강의를 들어서 집중도

가 떨어졌다.

표 5-2-10. 방사선학과 2차 실습교육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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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좋았던 점 개선할 점

중성자

래디오

그래피

- 많이 알지 못하는 중성자에 대해 동영상으로 

나마 볼 수 있어 좋았다.

- 학교에서 못했던 필름 흑화도 측정 장비를 사

용할 수 있어 좋았다.

- 새로운 분야의 개념을 배워 흥미로웠다.

- 비파괴에 대한 이해도를 상승시켜 주셨다.

- 실험 후 전체적으로 결과가 나온 과정을 자세히 

비교 검토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 중성자 조사과정을 직접보지 못해 아쉬웠다.

- 중성자를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서 이해가 좀 

어려웠다.

중성자

방사화

분석

- 가까이서 방사선 검출기를 보고 원자로에 대해 

설명해줘서 좋았다.

- 중성자 이용분야가 다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

다.

- 중성자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

- 하나로 미가동으로 시료를 방사화 시켜서 그 결

과를 측정하는 실험을 못해 아쉬웠다.

- 이론을 너무 많이 설명해서 이해가 어려웠다.

기   타

- 내년에는 더 많은 학교 후배들이 와서 직접 실

습을 해보면 좋겠다.

- 전공지식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어 좋았다.

- 동위원소 면허시험 지식에 도움이 되었다.

- 모든 이론과 실습 강사들이 유쾌하게 잘 가르

쳐주셔서 수업에 잘 집중할 수 있었다.

- 각 분야에 능통하신 강사님들이 설명하고 도와

주셔서 값진 경험이 되었다.

- 하나로가 작동되지 않아 실험에 한계가 있었다.

- 전체적으로 설명을 좀 더 쉽게 해주면 좋겠다.

- 타학교 학생들과 함께 조별 활동을 하여 좀 어

색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다.

- 1주일에 5과목을 하다보니 일부는 너무 간략하

여 아쉬웠다 한과목당 시간을 늘리거나 교육일

정을 늘리면 좋겠다.

- 이론강의 때 포괄적인 지식전달보다 실험과정

에 좀 더 중점을 두었으면 좋겠다.

- 타학교 학생과 숙소를 같이 써서 좀 불편했다.

- 학생들의 수준이 상이하여 다른 학생들이 피해

를 보니 교육생 선발을 잘하면 좋겠다.

- 좀 더 실습시간을 늘리면 좋겠다.

다. 운영결과

○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방사선 계측, 방사선 안전취급기초 선호

병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사성의약품인 Tc-99m을 직접 만들어보고 핫셀과 로봇

팔을 작동해 본 방사성동위원소 생산과목이 가장 선호도가 높았고 방사선계측기를 사용하

는 과목도 많이 선호하였다.

○ 교육과정 진행 및 개선

하나로 원자로가 공사 중이어서 중성자래디오그라피 과목은 원자로에서 중성자를 조사하

는 실습부분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현장감을 살리도록 노력했지만 직접 해보지 못해 학생

들이 아쉬워했고 중성자를 처음 접하여 이해도가 떨어지는 교육생이 있어서 차후에는 강사

와 협의하여 필름판독 실험 후 결과평가를 자세히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방사선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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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 기초는 차페체 실험시간을 더 늘리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강사와 협의하여 차후 실

습교재 내용 개편 시 반영할 예정이다. 여러 학교를 통합 교육하다 보니 장점도 있지만 어

색한 경우도 많아 향후에는 교육초기에 학생 간 친밀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다.       

○ 교육생 선발방식 개선

학생들의 수준이 상이하여 다른 학생들이 피해를 보니 교육생 선발을 잘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다음부터는 일정수준의 지식을 가진 학생들을 선발하도록 노력하겠다. 학생선

발을 2015년도에는 대한방사선과학회가 했고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2016년도에는 대한방

사선학과 교수협의회에서 주관하도록 했는데 1월에 방사선사 국가고시 업무와 시기가 겹쳐 

학교에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전년도에 비해 참여 학교가 더 적어졌고 참여 학생들의 

만족도도 낮아진 것으로 파악되어 차후 교육과정에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학생선발 방

식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

○ 교육만족도

내년에는 더 많은 학교 후배들이 와서 직접 실습을 해보면 좋겠고 전공지식 향상과 동위

원소 면허시험 지식에도 도움이 되었으며 각 분야에 능통하신 강사님들이 설명하고 도와주

셔서 값진 경험이 되었다는 의견이 있어 교육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었다. 앞으로도 

미비한 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더 발전된 교육과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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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약학과 1차 실습교육

 

○ 일   시 : 2017. 2. 13(월) ∼ 2. 17(금) (5일간)

○ 인   원 : 수료 29명(신청 33명)

○ 장   소 : 원자력연수원동 1층 1강의실 및 각 실습실

가. 교육일정

약학과 1차 실습교육은 2017년 2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실시하였으며 연구로 개요, 

방사선 계측, 방사성의약품 품질관리,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방사선 안전취급기초, 중성자 방

사화분석, 중성자 래디오그라피의 7과목으로 이루어졌다. 14개 대학에서 33명이 신청하여 29

명(가천대 4, 경상대 3, 고려대 3, 덕성여대 2, 동덕여대 1, 부산대 3, 성균관대 2, 숙명여대 

1, 아주대 1, 우석대 2, 인제대 1, 전남대 2, 조선대 2, 충북대 2)이 수료하였다. 교육일정은 

표 5-2-11, 표 5-2-12와 같이 진행되었다.

일자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5교시 6교시 7교시 8교시

09:00-09:50 10:00~10:50 11:00~11:50 13:00~13:50 14:00~14:50 15:00~15:50 16:00~16:50 17:00~17:50

2/13

(월)

연구원 출입증 교부 및 

오리엔테이션 
본관 견학

연구로 개요

(홍 성 택)

방사선 안전취급 기초

(김 태 형)

방사선 계측

(홍 상 범)

2/14

(화)

방사성 동위원소생산

(최 강 혁)

방사성의약품 품질관리

(신 병 철)

중성자 방사화 분석

(정 용 삼) 

중성자 래디오그래피

(김 태 주)

2/15

(수)

실 험 실 습 (09:00-12:00)

(3개조 분할 실시)

실 험 실 습 (13:30-16:20)

(3개조 분할 실시)

팀별 

발표 준비

2/16

(목)

실 험 실 습 (09:00-12:00)

(3개조 분할 실시)

실 험 실 습 (13:30-16:20)

(3개조 분할 실시)

팀별 

발표 준비

2/17

(금)

실 험 실 습 

(2개조 분할 실시)

팀별 발표

및 Q&A
과정평가

 * 각 실습조(3개)를 A,B로 나누어 발표팀(6개) 구성

표 5-2-11. 약학과 1차 실습교육 시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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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해당조 과      목 시    간 실험강사 실습장소    

2/15(수)

오전

1 방사선안전취급 기초 09:10 - 12:00 김태형
연수원동 

3층 306호

2 방사선 계측 〃 남종수
연수원동 

2층 213호

3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 남성수
동위원소동

1층 33호

2/15(수)

오후

1 방사선 계측 13:30 - 16:20 남종수
연수원동 

2층 213호

2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 남성수
동위원소동

1층 33호

3 중성자 방사화 분석 〃 문종화
동위원소동

2층 26호

2/16(목)

오전

1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09:10 - 12:00 남성수
동위원소동

1층 33호

2 중성자 방사화 분석 〃 김선하
동위원소동

2층 26호

3 중성자래디오그라피 〃 오화숙
연수원동 

1층 1강의실

2/16(목)

오후

1 중성자 방사화 분석 13:30 - 16:20 문종화
동위원소동

2층 26호

2 중성자래디오그라피 〃 오화숙
연수원동 

1층 1강의실

3 방사선안전취급 기초 〃 김태형
연수원동 

3층 306호

2/17(금)

오전

1 중성자래디오그라피 09:10 - 12:00 오화숙
연수원동 

1층 1강의실

2 방사선안전취급 기초 〃 김태형
연수원동 

3층 306호

3 방사선 계측 〃 남종수
연수원동 

2층 213호

표 5-2-12. 약학과 1차 실습 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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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3. 약학과 1차 실습교육 참가자 사진

나. 설문조사

약학과 1차 실습교육 참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가원자력연구시설을 이용한 실험실습에 대

한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 내용과 결과는 표 5-2-13에 나타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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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명
내  용

방사선학 실험실습

교육 대상

약학과 학부생

(가천대 4, 경상대 3, 고려대 3, 덕성여대 3, 동덕여대 1, 부산대 3, 

성균관대 2, 숙명여대 1, 아주대 1, 우석대 2, 인제대 1, 전남대2, 

조선대 2, 충북대 2)

만족도

(%)

1. 기대치 78 %

2. 전체 만족도 80 %

3. 교육내용 및 이해 72 %

4. 강   사 90 %

5. 학습방법 80 %

6. 교육환경 88 %

7. 가장도움이 된 실습 2과목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24명

  방사선 계측 9명

  방사선 안전취급기초 12명

  중성자 래디오그래피 8명

  중성자 방사화분석 3명 (방사성의약품 품질관리 1명)

8. 좋았던 점 및 개선점

항  목 좋았던 점 개선할 점

방사성

동위원소 

생산

- 방사성의약품을 직접 생산해 볼 수 있었다.

- 방사성물질을 다루는 핫셀을 보고 로봇을 직접 

작동해보는 수업을 해서 아주 좋았다.

- 동위원소 실험량이 작아 측정결과가 잘 나오지 

않았다.

방사선

계측

- 이론을 먼저 숙지하고 실습을 해서 좋았다.

- 실험설명과 막히는 부분에 잘 답변해 주셨다.

- 방사선계측기로 실험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

- 다른 시료로 더 많은 실험을 해 보면 좋겠다.

방사선 

안전취급

기초

- 강사의 전달력이 굉장히 우수하다.

- 서베이미터 등 개인별 실습도구로 방사선을 직

접 측정하는 법을 배웠다.

- 실무에서 잘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잘 알려주셨

고 기초부터 잘 알려주셔서 좋았다.

- 다양한 방사성물질을 측정해 보고 싶다.

중성자

래디오

그래피

- 강사님이 친절하고 전달력이 좋았다.

- 중성자를 이용한 비파괴검사와 그 예시를 알 

수 있어 좋았다.

- 중성자 영상필름을 직접 볼 수 있어 좋았다.

- 엑스선과 중성자를 비교하고 이용하는 분야를 

알려줘서 좋았다.

- 방사선을 이용하여 물체구조를 확인할 수 있어 

재미있었다.

- 중성자로 직접 필름을 찍어보지 못해 아쉬웠다.

- 필름상태 개선과 실습내용에 대한 피드백이 필

요하다.

- 더 다양한 사진을 보면 좋겠다.

표 5-2-13. 약학과 1차 실습교육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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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좋았던 점 개선할 점

중성자

방사화

분석

- 방사약학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

- 머리카락 성분을 분석할 수 있어 신기했다.

- 이 분석법을 사용하는 기관, 대상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해줘서 좋았다.

- 하나로에 시료 주입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 원자분석법을 배울 수 있어 좋았다.

- 강의실 내부가 좀 더웠다.

- 하나로 정지로 직접 실험을 못해 아쉽다.

- 처음 접하는 중성자인데 교육 난이도가 좀 높았

다.

- 모발 방사화 분석 실험을 해보지 못해 아쉬웠

다.

기   타

- 모든 강의들이 재미있었고 방사선측정기에 대

한 지식이 늘었고 방사선을 좀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 빨리 내부수리를 하여 원자로를 보고 중성자를 

이용한 실험을 하면 좋겠다.

- 더 많은 실험실을 견학하면 좋겠다.

다. 운영결과

○ 방사성동위원소 생산과 방사선 안전취급기초 선호

방사성의약품을 직접 생산해보고 방사성물질을 다루는 핫셀과 로봇팔을 보고 작동해 본 

것이 상당히 인상적이었고 학교에서 보지 못했던 방사선 계측기 종류와 작동법에 대해 실

무 이론과 실습을 통해 이해도가 많이 높아져 학생들이 선호한 것 같다.

○ 교육과정 진행방법 및 개선

하나로 가동 중지로 중성자를 이용한 실제실습을 하지 못해 아쉬워하는 학생들이 많았는

데 하나로가 운영되면 교육효과가 훨씬 클 것 같다. 다양한 중성자 영상필름과 다양한 방사

선 시료를 계측해 보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아 차기 교육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

다. 많은 실험실들을 견학하고 싶어하는 요청이 있어 향후 교육과정 기획 시에는 깊이 있는 

실습교육과 더불어 다양한 원자력연구시설을 체험하도록 노력하겠다.

○ 교육생 선발방식 개선

다행히 조별활동과 수업집중도가 높은 편이어서 강사들에게도 수업태도에 대해 호평을 

받았다. 교육생 선발을 2016년도에는 약학대학협의회에서 주관했는데 연락을 못 받은 학교

도 있어 차후에는 사전 협의를 강화하도록 하겠다.

○ 교육만족도

하나로 가동 중지로 중성자실험을 못해 아쉬워하는 학생들이 많았지만 모든 강의들이 재

미있었고 방사선측정기에 대한 지식이 늘었으며 방사선을 좀 더 잘 이해하게 되어 학생들

의 실습만족도가 높은 편인 것 같다 만족스럽다는 평을 받았다. 내년에 하나로가 가동되면 

만족도가 높아질 것 같은데 미비한 점들은 개선하여 더 발전된 교육과정이 되도록 노력하

겠다.



- 160 -

4. 약학과 2차 교육

 

○ 일   시 : 2017. 2. 20(월) ∼ 2. 24(금) (5일간)

○ 인   원 : 수료 13명(신청 19명)

○ 장   소 : 원자력연수원동 1층 1강의실 및 각 실습실

가. 교육일정

약학과 2차 실습교육은 2017년 2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실시하였으며 연구로 개요, 

방사선 계측, 방사성의약품 품질관리,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방사선 안전취급기초, 중성자 방

사화 분석, 중성자 래디오그래피의 7과목으로 이루어졌다. 9개 대학에서 19명이 신청하여 13

명(경북대 1, 경상대 1, 계명대 2, 동덕여대 1, 목포대 1, 서울대 1, 인제대 1, 전남대 1, 중

앙대 4)이 수료하였다. 교육일정은 표 5-2-14, 표 5-2-15와 같이 진행되었다.

일자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5교시 6교시 7교시 8교시

09:00-09:50 10:00~10:50 11:00~11:50 13:00~13:50 14:00~14:50 15:00~15:50 16:00~16:50 17:00~17:50

2/20

(월)

연구원 출입증 교부 및 

오리엔테이션 
본관 견학

연구로 개요

(홍 성 택)

방사선 계측

(홍 상 범)

방사선 안전취급 기초

(김 태 형)

2/21

(화)

방사성 동위원소생산

(최 강 혁)

방사성의약품 품질관리

(신 병 철)

중성자 방사화 분석

(정 용 삼) 

중성자 래디오그래피

(김 태 주)

2/22

(수)

실 험 실 습 (09:00-12:00)

(3개조 분할 실시)

실 험 실 습 (13:30-16:20)

(3개조 분할 실시)

팀별 

발표 준비

2/23

(목)

실 험 실 습 (09:00-12:00)

(3개조 분할 실시)

실 험 실 습 (13:30-16:20)

(3개조 분할 실시)

팀별 

발표 준비

2/24

(금)

실 험 실 습 

(2개조 분할 실시)

팀별 발표

및 Q&A
과정평가

 * 각 실습조(2개)를 A,B로 나누어 발표팀(4개) 구성

표 5-2-14. 약학과 2차 실습교육 시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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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해당조 과      목 시    간 실험강사 실습장소    

2/15(수)

오전

1 방사선안전취급 기초 09:10 - 12:00 김태형
연수원동 

3층 306호

2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 남성수
동위원소동

1층 33호

2/15(수)

오후

1 중성자 방사화 분석 13:30 - 16:20 문종화
동위원소동

2층 26호

2 방사선 계측 〃 남종수
연수원동 

2층 213호

2/16(목)

오전

1 중성자래디오그라피 09:10 - 12:00 오화숙
연수원동 

1층 1강의실

2 방사선안전취급 기초 〃 김태형
연수원동 

3층 306호

2/16(목)

오후

1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13:30 - 16:20 남성수
동위원소동

1층 33호

2 중성자 방사화 분석 〃 김선화
동위원소동

2층 26호

2/17(금)

오전

1 방사선 계측 09:10 - 12:00 남종수
연수원동 

2층 213호

2 중성자래디오그라피 〃 오화숙
연수원동 

1층 1강의실

표 5-2-15. 약학과 2차 실습 일정표

그림 5-2-4. 약학과 2차 실습교육 참가자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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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설문조사

  

약학과 2차 실습교육 참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가원자력연구시설을 이용한 실험실습에 대

한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 내용과 결과는 표 5-2-16에 나타내

었다.

과정명
내  용

방사선학 실험실습

교육 대상

약학과 학부생

(경북대 1, 경상대 1, 계명대 2, 동덕여대 1, 목포대 1,

서울대 1, 인제대 1, 전남대1, 중앙대 4)

만족도

(%)

1. 기대치 92 %

2. 전체 만족도 88 %

3. 교육내용 및 이해 84 %

4. 강   사 98 %

5. 학습방법 98 %

6. 교육환경 100 %

7. 가장도움이 된 실습 2과목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9명

  방사선 계측 4명

  방사선 안전취급기초 8명

  중성자 래디오그래피 3명

  중성자 방사화분석 1명 (방사성의약품 품질관리 1명)

8. 좋았던 점 및 개선점

항  목 좋았던 점 개선할 점

방사성

동위원소 

생산

- 방사성의약품 생산에 대해 알 수 있었다.

- 핫셀과 로봇팔이 인상적이었다.

- 의약품 관련 내용이라 관심이 많았다.

- 핫셀 내에서 방사성의약품을 생산하는 실습을 

하면 더 집중되고 관심이 클 것 같다.

방사선

계측

- 구체적인 원리를 배울 수 있어 방사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다.

- 방사선계측기 사용법을 배울 수 있었다.

- 방사선 안전취급기초 이론과 겹치는 부분이 있

었다.

방사선 

안전취급

기초

- 실무와 가장 밀접한 실험과 강의 내용이다.

- 언론에서만 봤던 계측기들을 사용해 볼 수 있

어 인상적이었다.

- 실제 사용례를 많이 알 수 있어 좋았다.

- 언론보도로 방사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

었는데 객관적인 시각이 생기게 되었다.

표 5-2-16. 약학과 2차 실습교육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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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좋았던 점 개선할 점

중성자

래디오

그래피

- 좀 생소했던 개념을 알고 공부하는 계기가 되

었다.

- 강의가 가장 재미있었다.

- 엑스선, CT 검사와 비교하여 중성자영상의 장

점과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었다.

- 직접 중성자 영상필름을 분석하여 좋았다.

- 3D구조로 영상을 보여준 것이 흥미로웠다.

중성자

방사화

분석

- 여러 방면에서 활용가능성이 높은 중성자 분석

법을 알게 되어 좋았다.

- 하나로에 샘플이 인입출되는 경로와 이후에 분

석법에 대해 알게 되었다.

- 내용이 좀 어려워 이해가 힘들었다.

- 원자로 가동이 안 되어 직접 분석실험을 할 수 

없어 아쉽다.

기   타
- 일반인들이 볼 수 없는 건물에 들어간 것  만으

로도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
- 약학과 관련된 내용이 좀 더 추가되면 좋겠다.

다. 운영결과

○ 방사성동위원소 생산과 방사선 안전취급기초 선호

약학 전공자들이라 방사성의약품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더 관심이 많고 실무와 직접 연

관이 많은 방사선안전취급 기초과목을 선호한 것 같다. 핫셀과 로봇팔 작동은 모든 학생들

에게 가장 인기가 있는 과목인데 특히 방사성의약품 실습 장비가 전무한 약학과 학생들에

게는 방사선 계측기 종류와 작동법에 대해 실무 이론과 실습이 필수적임을 새삼 느끼게 되

었다.

○ 교육과정 진행방법 및 개선

하나로 공사로 중성자 이용 실험을 제대로 하지 못해 아쉬워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핫셀

내에서 방사성의약품을 생산하는 실습을 하면 더 집중되고 관심이 클 것 같다는 의견에 동

감하나 방사선 오염과 피폭관리가 어려워 직접 실험은 불가능 할 것 같아 차후에 실험동영

상 제작을 고려해 보겠다. 중성자 방사화 분석 강의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아 강사와 협

의하여 강의 난이도를 조절하도록 노력하겠다.

○ 교육생 선발방식 개선 

약학과 학생들의 조별활동과 수업집중도가 높아 수업태도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다. 

차후에는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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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만족도

하나로 가동 중지로 인한 중성자 관련 실험을 못한 것 외에는 방사성의약품과 방사선계

측 교육에 대해 실습만족도가 높았다. 방사성의약품 관련 내용 추가 건의가 있었는데 차후

에는 이를 보완하도록 노력하겠다. 

5. 원자력공학과 1차 교육

 

○ 일   시 : 2017. 8. 7(월) ∼ 8. 10(금) (4일간)

○ 인   원 : 수료 26명(신청 28명)

○ 장   소 : 원자력연수원동 1층 1강의실 및 각 실습실

가. 교육일정

원자력공학과 1차 실습교육은 2017년 8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실시하였으며 연구로 

개요, 방사선 안전취급기초, 원전 모의운전, 방사성동위원소 생산과 핵연료연소도 측정, 노심 

열수력의 6개 과목으로 이루어졌다. 5개 대학에서 28명이 신청하여 26명(경북대 5명, 경희대 

4명, 부산대 8명, 세종대 4명, 중앙대 5명)이 수료하였다. 교육일정은 표 5-2-17, 표 5-2-18

과 같이 진행되었다.

일자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5교시 6교시 7교시 8교시

09:00-09:50 10:00~10:50 11:00~11:50 13:00~13:50 14:00~14:50 15:00~15:50 16:00~16:50 17:00~17:50

8/7

(월)

연구원 출입증 교부 및 

오리엔테이션 

방사선 안전취급 기초

(김 태 형)

방사성 동위원소생산

(최 강 혁)

핵연료 연소도 측정

(김 영 준)

8/8

(화)

노심 열수력

(서 경 원)

본관전시실

관람

(홍보팀)

원자로 모의운전

(박 재 창) 

실 험 실 습 (15:00-18:00)

(3개조 분할 실시)

8/9

(수)

실 험 실 습 (09:00-12:30)

(3개조 분할 실시)

한전원자력연료

견학

실 험 실 습 (15:00-18:00)

(3개조 분할 실시)

8/10

(목)

실 험 실 습 (09:00-12:30)

(3개조 분할 실시)

연구로 개요

(홍 성 택)

과정

평가

표 5-2-17. 원자력공학과 1차 실습교육 시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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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해당조 과      목 시    간 실험강사 실습장소    

8/8(화)

오후

1 노심 열수력 15:00 - 18:00 서경원
연수원동 

1층 전산실

2 방사성 동위원소 생산 〃 남성수
동위원소동
1층 33호

3 핵연료 연소도 측정 〃 김영준
조사재시험시설
1층 7208호

8/9(수)

오전

1 방사성 동위원소 생산 09:00 - 12:00 남성수
동위원소동 
1층 33호

2 핵연료 연소도 측정 〃 김영준
조사재시험시설
1층 7208호

3 원전 모의운전 〃 박재창
연수원동 

1층 112호

8/9(수)

오후

1 핵연료 연소도 측정 15:00 - 18:00 김영준
조사재시험시설
1층 7208호

2 원전 모의운전 〃 박재창
연수원동 

1층 112호

3 노심 열수력 〃 서경원
연수원동 

1층 전산실

8/10(목)

오전

1 원전 모의운전 09:00 - 12:00 박재창
연수원동 

1층 112호

2 노심 열수력 〃 서경원
연수원동 

1층 전산실

3 방사성 동위원소 생산 〃 남성수
동위원소동 
1층 33호

표 5-2-18. 원자력공학과 1차 실습 일정표

그림 5-2-5. 원자력공학과 1차 실습교육 참가자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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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설문조사

원자력공학과 1차 실습교육 참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가원자력연구시설을 이용한 실험실습

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 내용과 결과는 표 5-2-19에 나

타내었다.

과정명
내  용

원자력공학 실험실습

교육 대상
원자력공학 학부생

(경북대 5명, 경희대 4명, 부산대 8명, 세종대 4명, 중앙대 5명)

만족도

(%)

1. 기대치 89 %

2. 전체 만족도 86 %

3. 교육내용 및 이해 84 %

4. 강   사 94 %

5. 학습방법 86 %

6. 교육환경 93 %

7. 가장도움이 된 실습 2과목

  원자로 모의운전(CNS) 18명 (35%)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20명 (38%)

  노심 열수력 1명 (2%)

  핵연료연소도 측정 13명 (25%)

8. 좋았던 점 및 개선점

항  목 좋았던 점 개선할 점

원자로

모의운전

(CNS)

- 실제 운전경력이 있는 강사님의 자세한 설명과 

모의 판넬로 수업해서 좋았다.

- 실제 작업환경을 함께 설명해주시고 여러 자료

도 보여주셔서 이해가 쉬웠다.

- 학교공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 직접 원전시뮬레이션에서 RO, TO를 조종해 

보는 게 흥미로웠다.

- 판넬 조작 시 조금 이상이 있었다.

- 기기가 낡고 체험인원이 한정적이다.

- 조원들이 모두 하기는 시간이 부족했다.

- 프로그램 오류가 있었다.

- 4명 정도를 한조로 수업하면 좋겠다.

방사성

동위원소

생산

- 납용기 사용, 화학실험, 핫셀 체험 등 학교에서 

못해 본 실험을 해서 좋았다.

-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고 다양한 실험시설을 

둘러볼 수 있었다.

- 모든 사람이 실험기구를 이용하여 직접 실험할 

수 있어 좋았다.

- 생산한 동위원소의 방사능이 약해서 계측 확인

이 제대로 되지 않아 아쉬웠다.

- 이론공부를 좀 더하면 좋을 것 같다.

- 테크네튬 추출 후 방사능 확인을 안하고 끝내서 

아쉽다.

노심

열수력

- 고 난이도의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었다.

- 다뤄본 적 없는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었다.

- 컴퓨터를 이용한 분석이 인상적이었다.

- 차근차근 알려주시고 한명씩 확인해 주셔서 좋

았다.

- 내용이 어려워 따라 하기에 급급했다.

- 수업목표를 더 명확히 제시해 주면 좋겠다.

- 좀 더 문제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코딩했으

면 좋겠다.

- 학교에서 배우지 않아 이론내용의 난이도가 좀 

높았다.

표 5-2-19. 원자력공학과 1차 실습교육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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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좋았던 점 개선할 점

핵연료

연소도

측정

- 실습과 다양한 연구시설에 대해 잘 설명해 주

셨다.

- 조별로 계산해 가며 분석해 볼 수 있어 좋았다.

- 로봇팔 조작을 직접 해볼 수 있어서 좋았다.

- 계산 자릿수가 너무 길어 시간이 많이 걸렸다.

- 강사 목소리가 작아 마이크를 사용하면 좋겠다.

- 개념만 다뤄서 아쉽다.

- 주변 잡음 때문에 집중이 힘들었다.

기   타

- 경제적 부담 없이 특별한 수업과 경험을 하게 

되어 매우 만족한다.

- 모든 강사님들이 유익하게 잘 가르쳐 주셔서 

좋았다.

- 스케줄이 빡빡해서 힘들고 지쳤다.

- 원자력연구원 취업 정보를 설명해 주면 좋겠다.

- 과정 진행자가 너무 세세히 관리하여 수련회 같

은 느낌을 받았다.

다. 운영결과

○ 원자로 모의운전,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핵연료연소도 측정 선호

원자력 공학과에 맞추어 진행된 원자로 모의운전은 전공과 가장 밀접한 과목이라 학생들

의 관심이 높았고 운전경력이 있는 강사의 자세한 설명과 모의 판넬로 시뮬레이션 수업을 

하여 몰입도가 높았으며 핵연료연소도 측정도 많은 관심을 끌었다. 노심열수력 과목이 전공

과 밀접한 분야이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처법을 알게 되었고 방사성 

동위원소 생산 과목은 생산현장을 방문하여 이해도가 높았고 모든 수강생이 직접 실험기구

를 사용하여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노심열수력은 전공과 관련성은 높으나 대부분의 학교에

서 다뤄본 적이 없는 프로그램이라 수강생들의 이해도가 낮아 선호도가 낮았으므로 차기교

육에서는 학생들 수준을 고려하여 내용을 개편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 교육과정 진행방법 

경제적 부담 없이 특별한 체험수업을 받게 되어 만족도가 높았다. 예산문제로 전년보다 

1일 적은 4일 과정으로 운영하다 보니 쉬는 시간이 적어져서 학생들이 힘들어 했고 과정진

행자가 너무 세세히 관리하여 수련회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의견이 있어 차기년도 부터는 

학생들에게 자율권을 많이 부여하고 충분한 휴식을 하도록 교육프로그램을 개선하겠다. 소

음 때문에 일부 실습강사의 목소리가 잘 안 들린 경우는 핸드마이크를 배치해 개선하도록 

하겠다. 

○ 실습을 통한 실무체험

대학수업에서 접하지 못했던 원자로 모의운전, 노심 열수력설계 등에 대한 실습을 이번 

교육을 통해 경험함으로써 이해가 잘되고 간접적인 실무경험을 체험할 수 있었다는 의견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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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만족도

기대치 대비 교육 후 만족도가 비슷하게 나왔는데 원자로 모의운전 실습시 기기가 오래

되어 판넬 조작 시 프로그램 오류가 있었고 컴퓨터가 한정되어 있고 실습시간이 많이 부족

했다는 의견이 있었다. 차년도에는 개인용 컴퓨터 기반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교육과정 개발

에 노력하여 만족도를 더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 

6. 원자력공학과 2차 교육

 

○ 일   시 : 2017. 8. 21(월) ∼ 8. 24(금) (4일간)

○ 인   원 : 수료 26명(신청 27명)

○ 장   소 : 원자력연수원동 1층 1강의실 및 각 실습실

가. 교육일정

원자력 공학과 2차 실습교육은 2017년 8월 21일부터 8월 24일까지 4일간 실시하였으며 

연구로 개요, 시설 방사선 안전취급기초, 원자로 모의운전, 방사성 동위원소 생산과 중성자 래

디오그래피, 방사선계측의 6개 과목으로 이루어졌다. 6개 대학에서 27명이 신청하여 26명(서

울대 5명, 전북대 5명, 제주대 2명, 카이스트 3명, 경희대 1명, 한양대 10명)이 수료하였다. 

교육일정은 표 5-2-20, 표 5-2-21과 같이 진행되었다.

일자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5교시 6교시 7교시 8교시

09:00-09:50 10:00~10:50 11:00~11:50 13:00~13:50 14:00~14:50 15:00~15:50 16:00~16:50 17:00~17:50

8/21

(월)

연구원 출입증 교부 및 

오리엔테이션 

방사선 안전취급 기초

(김 태 형)

방사성 동위원소생산

(최 강 혁)

중성자래디오그래피

(김 태 주)

8/22

(화)

방사선 계측

(홍 상 범)

본관전시실

관람

(홍보팀)

원자로 모의운전

(박 재 창) 

실 험 실 습 (15:00-18:00)

(3개조 분할 실시)

8/23

(수)

실 험 실 습 (09:00-12:30)

(3개조 분할 실시)

한전원자력연료

견학

실 험 실 습 (15:00-18:00)

(3개조 분할 실시)

8/24

(목)

실 험 실 습 (09:00-12:30)

(3개조 분할 실시)

연구로 개요

(홍 성 택)

과정

평가

표 5-2-20. 원자력공학과 2차 실습교육 시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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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해당조 과      목 시    간 실험강사 실습장소    

8/22(화)

오후

1 원전 모의운전 15:00 - 18:00 박재창
연수원동 

1층 112호

2 방사선 계측 〃 남종수
연수원동

2층 213호

3 중성자래디오그래피 〃 오화숙
연수원동

1층 1강의실

8/23(수)

오전

1 방사선 계측 09:00 - 12:00 남종수
연수원동

2층 213호

2 중성자래디오그래피 〃 오화숙
연수원동

1층 1강의실

3 방사성 동위원소 생산 〃 남성수
동위원소동
1층 33호

8/23(수)

오후

1 중성자래디오그래피 15:00 - 18:00 오화숙
연수원동

1층 1강의실

2 방사성 동위원소 생산 〃 남성수
동위원소동
1층 33호

3 원전 모의운전 〃 박재창
연수원동 

1층 112호

8/24(목)

오전

1 방사성 동위원소 생산 09:00 - 12:00 남성수
동위원소동
1층 33호

2 원전 모의운전 〃 박재창
연수원동 

1층 112호

3 방사선 계측 〃 남종수
연수원동

2층 213호

표 5-2-21. 원자력공학과 2차 실습 일정표

그림 5-2-6. 원자력공학과 2차 실습교육 참가자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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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설문조사

원자력공학과 2차 실습교육 참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가원자력연구시설을 이용한 실험실습

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 내용과 결과는 표 5-2-22에 나

타내었다.

과정명
내  용

원자력공학 실험실습

교육 대상

원자력공학 학부생

(서울대 5명, 전북대 5명, 제주대 2명, 

카이스트 3명, 경희대 1명, 한양대 10명)

만족도

(%)

1. 기대치 84 %

2. 전체 만족도 84 %

3. 교육내용 및 이해 80 %

4. 강   사 88 %

5. 학습방법 81 %

6. 교육환경 88 %

7. 가장도움이 된 실습 2과목

  원자로 모의운전(CNS) 17명 (33%)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22명 (42%)

  방사선계측 11명 (21%)

  중성자 래디오그래피 2명 (4%)

8. 좋았던 점 및 개선점

항  목 좋았던 점 개선할 점

원자로

모의운전

(CNS)

- 이론으로만 배웠던 원전 계통에 대해 실질적 

이해 및 체득이 가능했다.

- 실제로 컨트롤하는 경험이 신기했고 많이 배웠

다.

- 원자력발전소 운영을 실습해 볼 수 있었다.

- 원자로 효율, 보론 농도조절을 실제처럼 이해

할 수 있었다.

- 3시간 내에 많은 운전과정을 경험하기는 시간

이 부족했다.

- 너무 늦게 끝내주고 내용과 용어의 이해가 어려

웠다.

- 대기조에게 임무를 부여하면 좋겠다.

- 너무 미세한 부분까지 컨트롤하다 보니 좀 복잡

하고 시간이 부족했다.

- 실습시간을 길게 해서 다양한 사고 및 상황을 

경험하면 좋겠다.

방사성

동위원소

생산

- 밀킹에 대한 기본이해를 바탕으로 실험을 진행

하여 이해도를 높였고 방사선방호를 직접적으

로 체험할 수 있었다.

- 핫셀과 매니플레이트를 경험해볼 수 있었다.

- 실습복을 갖춰 입고 직접 실험할 수 있었고 뱅

크를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었다.

- 실제 제조과정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다.

- 생산 장비를 짧게라도 사용해서 좋았다.

- 실습과정이 너무 짧고 단순했다.

- 핫셀과 매니플레이트 작동은 한명씩 체험해보

면 좋겠다.

표 5-2-22. 원자력공학과 2차 실습교육 설문조사 결과



- 171 -

항  목 좋았던 점 개선할 점

방사선

계측

- 계측장비의 원리와 계측과정을 잘 설명해 주셨

다.

- 학교에서 배운 내용과 연관되어 실질적으로 도

움이 되었다.

- 이론적으로만 배웠던 방사선을 계측기로 확인

해 볼 수 있었다.

- 계측기 사용으로 방사선에너지를 통해 핵종을 

유추할 수 있었다.

- MCA와 오실로스코프 사용법을 배워 유익했다.

- 직접 교정하고 분석해서 좋았다.

- 실습을 너무 빨리 끝내 아쉬웠다. 

- 다양한 계측기를 쓰면 더 좋겠다.

- 장비 사용설명이 부족해서 실험에 약간 어려움

을 겪었다.

- HPGe를 쓸 수 있으면 좋겠다.

중성자

래디오

그래피

- 생소한 개념인 “중성자”를 이용한 여러 검사에 

대해 친숙해질 수 있었다.

- 래디오그래피 방법과 표준물질등의 개념을 쉽

게 설명해주셔서 실습도 이해가 잘되었다.

- 새로운 분야를 알게 되어 진로결정에 도움이 

되었다.

- 이미 나온 데이터로 결과 해석에만 집중하여 래

디오그래피의 본질을 파악하기가 힘들었다.

- 하나로가 정지되어 예전 필름을 사용하여 실험

이 너무 단조로웠다.

- 직접 중성자조사를 못하고 필름분석만 해서 이

론수업과 유사했다.

- 실습에 사용한 필름이 오래됐다.

- 이론이 유익했자만 너무 길었다.

기   타

- 원자력연료 견학을 통해 실제 핵연료의 크기와 

생산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다양한 분야를 접할 수 있어서 좋았다.

- 원자력연료 방문은 취업가능한 장소를 미리 가

봐서 좋았다.

- 평소에 얻기 힘들었던 정보, 지식, 경험을 얻어

갈 수 있었다.

- 원자력연료 견학인원이 너무 많아 강사 말이 잘 

안 들렸다.

- 날씨가 더워서 원자력연료 견학할 때 집중하기

가 어려웠다. 

- 쉬는 시간이 너무 부족했다.

- 하나로가 속히 재가동되면 좋겠다.

- 타학교 학생들과 많이 친해질 기회가 적어 아쉬

웠다.

- 다른기관 방문도 추진하면 좋겠다.

다. 운영결과

○ 원자로 모의운전,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방사선 계측 선호

1차 원자력공학 실험실습과 같이 원자로 모의운전은 학생들이 접근하기 쉽고 전공과 가

장 밀접하여 선호도가 높았고 방사선계측도 학교 이론교육과 연관되어 만족도가 높았다.  

방사성동위원소 생산과목은 방사선 방호복과 실습화를 착용하고 모든 학생들에게 실습기구

를 배정하여 직접 실습할 수 있어서 가장 만족도가 높았다. 차기년도 실습도 학생들의 전공

에 관련된 과목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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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정 진행방법 

하나로 원자로 내진개선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중성자 관련 실습과목은 3년 전 필름을 

사용하여 실습과정이 단조롭고 필름이 오래되어 수업 만족도가 떨어졌다. 하나로가 가동되

면 새로운 필름을 제공하고 중성자조사과정을 실습에 도입하여 현장감 있는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하나로 견학대신 원자력연료 방문을 추가했는데 다양한 분야를 접할 수 있어 

학생들의 반응이 좋았으므로 여건이 되면 다른 원자력기관 방문도 프로그램에 편성하도록 

노력하겠다. 

○ 진로 확대

다양한 분야를 접할 수 있었고 중성자 래디오그래피 같이 새로운 분야를 알게 되어 진로 

결정에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있었다. 학교에서 배우는 부분과의 연계교육과 더불어 평소

에 접하기 어려운 분야도 소개할 필요성을 느꼈다.

○ 학생 선발방법 및 교육만족도

2차 원자력실습 교육과정은 1차 교육 보다 학생들의 기대치가 낮았고 교육 후 만족도가 

낮게 나왔다. 정말 실습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학생들의 교육효과가 크므로 학생선발 시 열

정이 있는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도록 선발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강사

에 대한 만족도는 높았으나 교육내용은 만족도가 떨어졌으므로 강사들과 협의하여 강의내

용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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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대학생 연구실 현장실습

1. 인턴십 프로그램

가. 교육목적

연구실 현장실습 교육을 통해 재학생에게 진로탐색, 산업체 인식, 개별 역량 진단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대학생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통해 교육과 취업을 구체적으로 연

계하고 현실화함으로써 기업(기관) 맞춤형 산학 인재를 조기에 육성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

다. 

나. 교육대상 및 교육내용

교육대상은 현재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이며, 실습생들에게는 해당 연구실

에 배치되기 전 실습 및 연구원에 대한 전반적인 오리엔테이션교육을 실시한 후 해당 연구실

의 실습지도자의 책임 하에 실습을 실시하게 된다.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  정 시    간 내      용 담    당

실습첫날
09:00 ∼ 09:50

10:00 ∼ 18:00

 Orientation

 해당 연구실 실습

 원자력교육센터

 해당 연구실

둘 째 날

↓

종 료 일

09:00 ∼ 18:00  해당 연구실 실습  해당 연구실

표 5-3-1. 대학생 연구실 현장실습 내용

다. 교육운영

(1) 실습기간 및 인원

실습기간 및 실습인원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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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기     간 인 원 비    고

동계(상반기) 2017.01.01~2017.02.28 기간 중 8명 7개 대학 7개 부서

1차 학기 2017.01.02~2017.08.31 기간 중 22명 6개 대학 11개 부서

하계 2017.06.22~2017.08.31 기간 중 44명 15개 대학 20개 부서

2차 학기 2017.07.01~2018.08.31 기간 중 27명 8개 대학 11개 부서

동계(하반기) 2017.12.18~2018.02.23 기간 중 39명 9개 대학 12개 부서

계 140명

표 5-3-2. 실습기간 및 인원

(2) 실습현황

실습현황은 다음과 같다.

① 동계방학(상반기) 중 대학생 인턴십 프로그램 활용 현황

대학명 학과명 기간 인원 활용부서

울산과학기술원
기계 및 

원자력공학부
2017.01.01~2017.02.28 1 방사성폐기물처분연구부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2017.01.02~2017.01.29 1 양성자가속기연구센터

중앙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 2017.01.02~2017.02.28 1 종합안전평가부

한국과학기술원 원자력및양자공학 2017.01.02~2017.02.26 2 중대사고·중수로 안전연구부

명지대학교 신소재공학

2017.01.04~2017.02.23 1 원자력재료기술개발단

2017.01.16~2017.02.23 1 중성자응용기술부

한서대학교 방사선학 2017.01.02~2017.03.03 1 산학연교육실

7개 대학 - - 8명 7개 부서

표 5-3-3. 2017년 동계방학(상반기) 인턴십 활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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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1차 학기 중 대학생 인턴십 프로그램 활용 현황

대학명 학과명 기간 인원 활용부서

건양대학교 제약생명공학 2017.01.02~2017.06.30 2 생명공학연구부

인천대학교 정보통신공학

2017.01.02~2017.08.28 1 로봇·기기진단연구실

2017.01.02~2017.06.30 1 로봇·기기진단연구실

2017.01.02~2017.07.28 1 로봇·기기진단연구실

한국기술교육대

학교

기계공학 2017.01.02~2017.06.23

3 열수력·중대사고안전연구부

1 로봇·기기진단연구실

메카트로닉스공학 2017.01.02~2017.06.23

1 해체기술연구부

1 조사재시험실

산업경영 2017.01.02~2017.06.23 1 원자력교육센터

신소재공학 2017.01.02~2017.06.23 1 원자력소재개발부

신소재공학 2017.03.02~2017.08.31 2 중성자응용연구부

메카트로닉스공학 2017.03.02~2017.06.23 2 장치개발실

전자공학 2017.03.02~2017.06.23 1 해체기술연구부

충남대학교 선박해양공학 2017.03.02~2017.08.31 1 해체기술연구부

한남대학교

광전자 2017.01.02~2017.06.30 1 해체기술연구부

화학 2017.03.02~2017.06.30 1 신소재개발실

한양대학교 원자력공학 2017.01.12~2017.06.21 1 폐기물총괄관리실

6개 대학 - - 22명 11개 부서

표 5-3-4. 2017년 1차 학기 중 인턴십 활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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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하계방학 중 대학생 인턴십 프로그램 활용 현황

대학명 학과명 기간 인원 활용부서

Jordan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

Science and 

Engineering
2017.09.01~2017.11.01 1 열수력·중대사고안전연구부

광주과학기술원
고분자융합

소재공학
2017.06.26~2017.08.20 1 공업환경연구부

미국 일리노이대학 기계공학 2017.06.19~2017.08.18 1 열수력·중대사고안전연구부

명지대학교 신소재공학

2017.06.26~2017.08.18 2 원자력재료연구부

2017.07.10~2017.08.18 1 중성자응용연구부

부산가톨릭대학교 방사선학 2017.06.26~2017.08.25 1 원자력교육센터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 2017.07.03~2017.07.28 3 양성자가속기연구센터

성균관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2017.07.03~2017.08.25 1 원자력ICT연구부

세종대학교 원자력공학

2017.07.01~2017.08.31 1 열수력·중대사고안전연구부

2017.08.01~2017.08.31 1 고온가스로개발부

연세대학교(원주) 생명과학기술학부 2017.07.03~2017.08.25 2 생명공학연구부

울산과학기술원
기계항공및원자력

공학부
2017.06.26~2017.08.18 1 SFR원자로설계부

전남대학교

고분자융합소재공

학부
2017.06.26~2017.08.20 1 공업환경연구부

생물학 2017.07.03~2017.08.25 1 생명공학연구부

생명과학기술학부 2017.07.03~2017.08.24 1 생명공학연구부

표 5-3-5. 2017년 하계방학 중 인턴십 활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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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명 학과명 기간 인원 활용부서

충남대학교

기계공학

2017.06.22~2017.08.16 1 핵연료안전연구부

2017.06.22~2017.08.16 2 열수력·중대사고안전연구부

고분자공학 2017.06.22~2017.08.16 2 공업환경연구부

나노소재공학 2017.06.22~2017.07.26 1 원자력재료연구부

응용화학공학 2017.06.22~2017.08.16 1 해체기술연구부

전자공학

2017.06.22~2017.08.16 2 로봇·기기진단연구실

2017.06.22~2017.08.16 1 기술정보팀

재료공학 2017.06.22~2017.08.16 1 원자력재료연구부

컴퓨터공학

2017.06.22~2017.08.16 1 민군사업개발

2017.06.22~2017.08.16 1 기술정보팀

2017.06.22~2017.08.16 1 SMART원자로설계부

2017.06.22~2017.08.16 1 핵주기전략개발부

화학 2017.06.22~2017.08.16 1 원자력화학연구부

포항공과대학교 원자력 2017.07.17~2017.08.11 1 SFR계통설계부

한밭대학교 화학생명공학 2017.06.22~2017.07.19 2 해체기술연구부

한양대학교

원자력공학

2017.06.26~2017.08.25 3 가속기연구실

2017.06.26~2017.08.31 2 해체기술연구부

신소재공학 2017.06.26~2017.08.31 1 원자력재료연구부

15개 대학 - - 44명 20개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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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2차 학기 중 대학생 인턴십 프로그램 활용 현황

대학명 학과명 기간 인원 활용부서

가천대학교 기계공학 2017.09.01~2018.02.28 1 파이로기술실증연구부

건양대학교

제약생명공학 2017.09.11~2017.12.15 2 생명공학연구부

제약생명공학 2017.09.11~2017.12.08 1 생명공학연구부

경기대학교 화학 2017.07.01~2017.12.31 1 해체기술연구부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 2017.09.01~2018.02.28 1 폐기물총괄관리실

울산과학기술원
기계항공 및 

원자력공학
2017.09.01~2018.08.31 1 리스크·환경안전연구부

인천대학교

정보통신공학 2017.07.01~2017.12.31 1 로봇·기기진단연구실

기계시스템공학 2017.07.01~2017.12.31 1 로봇·기기진단연구실

정보통신공학 2017.07.01~2017.12.31 1 로봇·기기진단연구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기계공학

2017.06.19~2017.11.22 1 열수력·중대사고안전연구부

2017.08.21~2018.02.23 4 열수력·중대사고안전연구부

메카트로닉스공학

2017.08.21~2018.02.23 1 로봇·기기진단연구실

2017.07.03~2017.12.29 1 장치개발실

산업경영 2017.07.03~2017.12.29 2 원자력교육센터

에너지신소재화학

공학

2017.08.21~2017.12.20 1 중성자과학연구센터

2017.08.21~2018.02.23 2 원자력재료연구부

한남대학교

화학공학 2017.07.01~2017.12.31 3 해체기술연구부

영문학/교육학 2017.07.01~2017.12.31 2 원자력교육센터

8개 대학 - - 27명 11개 부서

표 5-3-6. 2017년 2차 학기 중 인턴십 활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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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동계방학(하반기) 중 대학생 인턴십 프로그램 활용 현황

대학명 학과명 기간 인원 활용부서

경희대학교

유전공학 2017.12.26~2018.02.19 3 생명공학연구부

원자력공학 2017.12.26~2018.02.19 1 원자력데이터센터

금오공과대학교 기계설계공학 2017.12.18~2018.02.09 1 로봇·기기진단연구실

단국대학교 원자력융합공학 2017.12.25~2018.02.16 2 해체기술연구부

연세대학교(원주) 응용생명과학 2017.12.26~2018.02.19 1 생명공학연구부

전남대학교

생물학 2017.12.26~2018.01.23 1 생명공학연구부

응용생물공학 2017.12.26~2018.01.23 1 생명공학연구부

식물생명공학 2017.12.26~2018.01.23 1 생명공학연구부

농식품생명화학 2017.12.26~2018.02.20 1 생명공학연구부

화학 2017.12.26~2018.02.20 1 중성자과학연구센터

충남대학교

전자공학 2017.12.26~2018.01.22 1 공업환경연구부

고분자공학
2017.12.26~2018.01.22 4 공업환경연구부

2017.12.26~2018.02.19 4 공업환경연구부

화학공학교육 2017.12.26~2018.01.22 1 생명공학연구부

화학
2017.12.26~2018.01.22 1 공업환경연구부

2017.12.26~2018.02.19 1 해체기술연구부

기계공학
2017.12.26~2018.02.19 2 SFR원자로설계부

2017.12.26~2018.02.19 2 열수력중대사고안전연구부

환경공학 2017.12.26~2018.02.19 1 공업환경연구부

컴퓨터공학 2017.12.26~2018.02.19 2 기술정보팀

정보통신공학 2017.12.26~2018.02.19 1 기술정보팀

표 5-3-7. 2017년 동계방학(하반기) 중 인턴십 활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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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명 학과명 기간 인원 활용부서

한밭대학교 신소재공학 2017.12.21~2018.01.19 1 핵연료안전연구부

한양대학교 원자력공학 2017.12.26~2018.02.23 2 가속기연구실

홍익대학교 세라믹공학 2017.12.18~2018.01.15 3 원자력재료연구부

9개 대학 - - 39명 12개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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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학연협동 석·박사 학위과정 관리

가. 교육목적

국내 원자력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인프라를 기반으로 대학과의 원자력 교육훈련 협력

을 강화하고, 맞춤형 원자력 전문교육과정 개발을 협력할 뿐만 아니라  공동으로 학연협동 

석·박사 학위 과정을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실무형 원자력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한다. 또

한 한국원자력연구원과 국내 유수의 대학의 연구개발 성과 및 인프라를 효과적으로 이용함으

로써 원자력 산업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향상시키며 궁극적으로는 국내 원자력 인력양성을 통

한 국가적 원자력 경쟁력을 증대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나. 교육대상 및 협동내용

교육대상은 국내외 4년제 대학 및 대학원 졸업 또는 해당년도 2월(7월) 졸업예정인 자로,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학연협동 석·박사 학위과정 설치 운영약정이 완료된 대학교의 대학원 입

학예정자를 교육대상으로 한다. 협력 대학별 학과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약정서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며, 학연학생의 연수부서와 학교 내 학적 담당부서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전공학

과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다. 교육 운영

(1) 학연협동 협력 현황 

학연협동과정 대학과의 협력 현황은 다음과 같다. 

No. 대학 기간(학위과정) 인원 활용부서

1 고려대학교 2017.03.01~2019.02.28(석사) 1 원자력화학연구부

2 고려대학교 2017.03.01~2019.02.28(석사) 1 중성자과학연구부

3 성균관대학교 2017.03.01~2018.02.28(석사) 1 원자력재료안전연구부

4 연세대학교 2017.03.01~2019.02.28(석사) 1 원자력소재개발부

5 연세대학교 2017.03.01~2019.02.28(석사) 1 공업환경연구부

6 전남대학교 2017.03.01~2019.02.28(석사) 3 방사선육종연구실

표 5-4-1. 학연협동과정 협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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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연협동과정 학생 배출현황

석사 및 박사 학위 취득 학생 배출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분

석사 박사

학교 학생수 학교 학생수

학연협동 학위취득 6 7 2 3

표 5-4-2. 학연협동과정 학위 취득 현황

No. 대학 기간(학위과정) 인원 활용부서

7 전북대학교 2017.03.01~2019.02.28(석사) 1 공업환경연구부

8 충남대학교 2017.03.01~2018.02.28(박사) 1 원전제염해체기술개발부

9 충남대학교 2017.03.01~2018.02.28(석사) 1 원전제염해체기술개발부

10 충남대학교 2017.03.01~2018.02.28(박사) 1 차세대핵연료기술개발부

11 충남대학교 2017.03.01~2019.02.28(석사) 1 차세대핵연료기술개발부

12 충남대학교 2017.03.01~2019.02.28(석사) 2 원자력화학연구부

13 충남대학교 2017.03.01~2020.02.29(박사) 1 원자력화학연구부

14 충남대학교 2017.03.01~2019.02.28(석사) 1 환경방사능평가실

15 충남대학교 2017.03.01~2019.02.28(석사) 1 원자력소재개발부

16 충남대학교 2017.03.01~2019.02.28(석사) 1 원자력재료안전연구부

17 한양대학교 2017.03.01~2019.02.28(석사) 1 원자력소재개발부

18 성균관대학교 2017.09.01~2018.08.31(석사) 1 중성자응용연구부

19 연세대학교 2017.09.01~2018.08.31(석사) 2 생명공학연구부

20 충북대학교 2017.09.01~2019.08.31(석사) 1 원자력화학연구부

21 한양대학교 2017.09.01~2018.08.31(박사) 1 핵연료안전연구부

22 한양대학교 2017.09.01~2020.08.31(박사) 1 핵연료안전연구부

23 연세대학교 2017.09.01~2020.08.31(박사) 1 해체기술연구부

 8개 대학 - 27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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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대학 성명 전공 학위 기간 논문 활용부서 학위

1 공주대학교 김혜민 식품공학
2015.03.01~

2017.02.28

Apoptosis Mechanism of 

Gamma Irradiated 

Aloe-emodin in AGS Stomach 

Tumor Cells

생명공학

연구부
석사

2 충남대학교 류이슬 신소재공학
2015.03.02~

2017.02.28

핵연료 피복관 신 재료인 

9Cr-2W강의 용접부 미세조직과 

기계적 특성 변화

차세대

핵연료기술

개발부

석사

3 성균관대학교 박문식 신소재공학
2015.03.02~

2017.02.28

Effects of oxidation states of 

fuel cladding surface on crud 

deposition in simulated 

primary water of PWRs

원자력재료

안전연구부
석사

4 충남대학교 박한청 식품영양학
2015.03.01~

2017.02.28

RAW 264.7 세포에서 방사선 

돌연변이 축엽자소와 야생종 

축엽자소 초임계 이산화탄소 

추출물의 항염증 활성 비교

방사선육종

연구실
석사

5 서강대학교 오희영 화학
2015.03.01~

2017.02.28

Fabrication of 

poly(diallyldimethyl 

ammonium 

chloride)-patterned substraes 

for spatially controlled gene 

expression using ion contact 

lithography 

공업환경

연구부
석사

6 부경대학교 황진하

지구환경공

학학연협동

과정

2015.03.02~

2017.02.28

황산염환원박테리아(SRB) 

지하미생물을 이용한 용존 세슘 

제거 연구

방사성

폐기물처분

연구부

석사

7 한양대학교 황승현 생명공학과
2015.03.02~

2017.08.30

방사선 조사된 다공성 PCL/PLLA 

마이크로스피어의 생체적합성 및 

특성 평가"

공업환경

연구부
석사

표 5-4-3. 학연학생 양성실적(석사)



- 184 -

No. 대학 성명 전공 학위 기간 논문 활용부서 학위

1 충남대학교 박성훈
전파정보

통신공학

2012.03.01.~

2017.02.28

CCD카메라를 이용한 

방사선탐지기의 영상화 기술 연구

원자력융합

기술개발부
박사

2 한양대학교 김가언 신소재공학
2014.09.01~

2017.08.31

철계 산화물분산강화 합금에서

나노산화물의 거동에 관한 연구 

(Research on the Behavior of 

Nano-sized Oxides in 

Fe-based ODS Alloy)

원자력재료

연구부
박사

3 충남대학교 소양강 약학과
2013.03.01~

2017.07.31

Anti-inflammatory and 

anti-obesity effects of 

bioactive components 

isolated from a mutant 

cultivar of Perilla frutescens 

var.crispa

방사선육종

연구실
박사

표 5-4-4. 학연학생 양성실적(박사)

라. 인턴십 및 학연협동 석·박사 과정 운영 배경

대학(원)생 인턴십 및 학연협동 석·박사과정 운영 업무는 2015년 3월 25일자 연구원 규정 

개정을 통해 인재경영부 인사기획팀으로 부터 원자력교육센터 산학연교육실로 이관되었으며, 

산학연교육실은 2015년 4월 6일부터 본 업무를 인수받고 수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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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교육시설 및 인프라 운영

제1절 실험실습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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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실험실습실 운영

1. 교육시설 및 장비 운영현황

본 연구과제는 기관 고유사업으로 노후화된 실험실습장비의 확충이 필요하다. 특히 올해 여

름 장마철부터 누수가 시작된 연수원동내 3층 화학실험실 천정 누수 부분의 보강 공사를 시설

과에 재 독촉하여 2018년에는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향후에도 시설

팀과 협의하여 노후된 연수시설을 개선하여야하며, 추후에도 강의용 기기와 실험실습 장비의 

신규 구입 등을 통해 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효율적인 과정운영을 위해 올

해에 보강 및 교체한 연수관련 시설 및 기기는 다음과 같다.

장      비      명 용     도

Cannon  EOS 750D 1SET 교육지원용

교육용 노트북 〃

교육용 PC 전산교육실

개인선량계 개인방사선측정기, X-ray실용

Survey meter 감마, 베타의 선량 측정용

LCD Projector 전산교육실 등

표 6-1-1. 2017년도 신규 구매 장비

2. 방사선이용과정 운영현황 

방사선이용과정에서 사용되는 방사선측정 장비는 원자력교육센터 교육과정 중 가장 많은 수

강생이 이용하는 장비로서 원자력연수동 2층 및 3층에 있는 6개의 실험실습실로 구성 운영되

고 있다. 

이 실험실에는 방사선의 특성 및 기본적인 이해를 위해 방사선만을 측정하기 위해 주로 베

타선 및 감마선의 방사선측정기가 있는 방사선측정실이 있다. 또한 방사성핵종을 분석하거나 

6 교육시설 및 인프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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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을 측정하여 방사능의 양과 방사능측정기의 특성과 사용방법 등을 이해하기 위한 방사

능 측정실이 있다. 그리고 공기 중 방사성오염의 분석과 알파선, 베타선의 측정분석을 위한 실

험실습실과 기본 방사화학실습을 위한 방사화학 실험실습실로 구분되어 있다.

기존의 방사선측정 장비는 모두 주로 이용되며, 대부분 방사성동위원소이용과정 및 방사선

장해방어과정 그리고 올해부터 변경된 RI 및 핵연료물질취급 면허소지자 법정 보수교육의 실

험실습에서 이용되었다. 연간 실험실습과정에 이용된 주요 방사선/방사성측정 장비와 이용현황

은 다음의 표와 같으나, 과정에 참여하는 수강생수가 많아 장비 및 실험실습실이 매우 부족한 

형편이다.

현재 원자력교육센터의 상황으로 볼 때 이러한 장비의 수가 너무 부족하였으나, 올해는 일

부의 장비를 노후장비예산지원을 받아 최신의 장비로 구매 설치 사용 및 설치중이다. 최근의 

신개념에 의한 방사선방어분야 등의 효율적인 실험실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에 따라 지하층에 있는 방사선투과탐상장비인 엑스선발생장치는 작업 

전 원자력통합안전경영시스템(ANSIM, Advanced Nuclear Safety Information Management)

에 방사선작업계획서(1개월 단위)를 작성하여 신청한 후, 승인을 받아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장      비      명 용     도

 HPGe 분광분석시스템
고순도 게르마늄검출기를 이용한 감마분광분석용

HPGe Spectroscopy System

Alpha-ray Spectroscopy System 알파방사선의 정량 정성 분석용

이동형 감마/중성자 검출기 현장실시간 방사능 측정 및 분석교육용

알파/베타/감마 서베이미터
기번 감마서베이미터 사용 및 알파/베타 프로브

확장연결 표면오염측정용

알파/베타/감마 동위원소 세트 방사선/능 측정교육용

 Alpha Counting System 알파선의 핵종 분석용 

 Multichannel Analyser 감마선의 핵종 분석용 

 Liquid Scintillation Counter 베타선의 총 방사능 측정용        

 NIM/BIN Counting System 감마선의 스펙트럼 분석용

 GM Counting System-BICRON GM검출기 측정 및 분석 검사용  

 GM Counting System-신규 구입 GM검출기 측정 및 분석 검사용  

 Scintillation Alpha Counter 알파선의 총 방사능 측정용

 Multipurpose Digital Survey meter 감마선등 각종 방사선량 측정용

 Survey meter

 (Low, Medium, High)
감마, 베타, 알파선의 선량 측정용

 Teletector 원거리감마선측정기(저준위, 중준위, 고준위)

표 6-1-2. 실험실습과정에 이용된 주요 방사선/방사성측정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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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정   명 이용분야 비      고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일반과정

RI 취급법

방사선/능 측정

방사성핵종분석

방사성오염측정

방사성동위원소취급 

기초에 관한 내용 실습

방사선장해방어 감독자과정

방사선/능측정

방사성핵종분석

방사성오염측정

방사선장해방어의 

관리에 관한 내용 실습

방사화학 분석기술과정

방사선/능 측정

방사성핵종분석

방사성오염측정

방사화학분석에 관한 내용 실습

RI 및 핵연료물질취급 

면허소지자 법정 보수교육과정

방사선/능 측정

방사성오염측정

방사성동위원소취급/방사선장해방어의 

관리에 관한 내용 실습

방사능방재대책 요원교육과정

방사선/능 측정

방사성핵종분석

방사성오염측정

방사능방재대책에 관한 내용 실습

원자력기사 국가기술자격검정

방사선/능 측정

방사성핵종분석

방사성오염측정

국가기술자격검정

표 6-1-3. 방사선측정 장비 이용현황

3. 비파괴검사 실습과정 운영현황

  원자력분야에서 비파괴검사는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 분야는 원자력발전

소는 물론이고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하는 전 산업체/기관에도 필수적으로 이용되는 기술로 

최근에는 일부 사설학원까지 이 분야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원

자력분야에서는 무엇보다 실습을 통한 교육과정운영이 선행되어야 한다. ‘15년부터 원자력교

육센터 안내책자에서 삭제한 후 비파괴종합과정 개설에 대한 전화 문의는 있으나 비파괴종합

과정(4주), 초음파탐상과정(1주)등은 인원미달로 미실시 되었고, 예년과 같이 국가기술자격검정 

중(방사선투과탐상, 자분탐상, 침투탐상, 와전류탐상, 초음파탐상 부문)의 실기시험분야에만 이용되

었다.

  비파괴검사장비 중 지하층에 방사선투과탐상장비인 엑스선발생장치는 작업 전에 ANSIM(원

장      비      명 용     도

 Personal meter (Pocket dosimeter, Pocket 

Alarm meter. etc.)
개인방사선측정기 

 Radon Continuos Monitor 라돈방사능측정 장치

 Alpha Spectroscopy System 알파선 스펙트럼의 분석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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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력통합안전경영시스템, Advanced Nuclear Safety Information Management)에 방사선

작업계획서(1개월 단위)를 작성하여 신청한 후, 승인을 받아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ANSIM에

서 서베이메터의 교정일 등 입력 부분이 추가되었고, 엑스레이실에는 항온항습기를 가동하여 

엑스선발생장치와 암실 및 필름판독장치 실험 실습실을 보다 더 쾌적하고, 안전하고 적절한 

관리 및 운영을 하고 있다. 엑스선발생장치를 비롯한 이들 비파괴검사분야 장비들은 다음의 

표와 같으며, 대부분 원자력교육센터 자체 내에서 직접 실험실습을 할 수 있도록 관리, 운영되

고 있다. 

  이 비파괴검사장비를 이용한 실험실습을 실시한 과정은 대부분 현장에서의 실무를 위주로 

한 실험실습이었으나 특별한 경우에는 고가의 장비로 본 원자력교육센터에서는 실험실습 장비

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필요시 이를 대비하여 연구소내의 비파괴검사 관련 

연구팀의 협조를 얻어 직접 연구실의 장비를 견학하거나 직접 장비를 취급할 수 있도록 보완

하는 방법도 강구하였다. 장비의 활용 면으로는 국가기술자격검정 비파괴분야 실기시험 및 이

공계대학생 실습분야에 이용하여 보다 더 효율적인 운영을 하였다. 실습과정에 이용된 주요 

비파괴 검사장비는 다음의 표와 같다.

장    비    명 용     도 위    치 

X-ray Unit, 250kVp, 5mA
260kVp, 5mA 외 2대

방사선투과탐상용 지하 NDT실험실습실

Film Reading system 
(Dark Room)

필름현상 및 판독 지하 NDT실험실습실

Magnetic Particle 
Inspection Equipment

자분탐상용 지하 NDT실험실습실

Black Light 침투탐상용 지하 NDT실험실습실

Ultrasonic Test Instrument 초음파탐상용 2층 NDT실험실습실

Eddy-current Tester 와전류탐사용 2층 NDT실험실습실

NDT Demonstration Kit
RT, UT, MT용

표준시편
2층 NDT실험실습실

Fiberscope  육안검사용 2층 NDT실험실습실

표 6-1-4. 실습과정에 이용된 주요 비파괴 검사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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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컴퓨터 실습교육과정 운영현황

현재 원자력교육센터 전산교육실의 보유. 운영 전산장비는 다음 표와 같다. 

품  명 수 량 비 고

PC Quad Core i7 31 set
강사용  1
학생용 30

LCD Monitor 24“ 31 set

Projector 1대

흑백 레이저프린터 8150N 1대

Notebook PC 10대

냉·온 정수기 1대 복도

천정형 히트펌프 1대

강의용 방송앰프 1대 900MHz 마이크 포함

표 6-1-5. 전산교육실의 보유·운영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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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 연계 원자력전문교육 과제는 원자력 교육 분야의 축적된 경험을 기반으로 국내 산

학 연 민 관 대상 원자력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였다. 올해에는 

KAERI 강점기술 기반 교육과정으로서 원자력안전기술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범 

운영하였으며, PC기반 노심시뮬레이터(e-CORSIM)을 활용한 원자로심 설계 교육 프로그램을 

정규과정으로 운영하였다. 연구요원 대상 전문직무 교육훈련을 위해 정기 방사선작업종사자 

교육과정과 수시출입자 교육 등 5개 교육과정을 운영하였다.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원자력에 대한 이해와 수용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원자력의 최근 이슈

를 중심으로 한 원자력토크콘서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였다. 

학교에서 갖추기 어려운 연구원 연구시설과 실험실습 장비를 활용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대

학생 실험실습 교육훈련 분야에서는 최근 원자력과 더불어 방사선학 및 방사약학 분야의 실험

실습 교육 수요 증가에 따라 방사선학/방사약학 실험실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였다. 

종합적으로 산업체대상과정 등 4개 과정을 신규 개발하였고, 총 32개 과정을 운영하여 산업

체 대상 교육과정 1,475명, 학연협동과정 161명, 연구요원 전문직무 교육과정 1,191명, 원자

력이해증진을 위한 교육과정 369명 등 총 3,196명이 교육훈련을 수료하였다. 2015년도부터 

학연 협력을 통해 기존의 대학생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강화한 인턴십을 통해 2017년에는 

140명을 훈련하고 학연협동 석박사학위 과정 운영을 통해 신규로 27명을 선발하고 석사 7명 

박사 3명을 배출하였다. 2017년에는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을 위하여 16 종의 교재를 신규 개

발하였으며 원자력교육센터 인력양성 반세기 역사 패널을 설치하는 등 교육환경 개선에 노력

하였다. 교육과정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육센터 강의시설예약(연수원동) 기능을 제공하

고 있다.

본 과제는 지속가능한 국가 원자력산업과 사회발전을 위한 원자력 인재 육성을 위하여 원자

력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며, 원자력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성과의 국내외 확산 

및 공유를 위하여 국가 최첨단 연구시설을 이용한 신규 교육과정과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교육

훈련을 확대/강화하고 원자력안전을 위한 교육훈련을 신규 개발하고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원자력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주민과의 소통과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과정을 지속적

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7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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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원자력교육센터 교재 목록

원자력교육센터 교재 목록

분야별 교 재 명
편찬
년도

저자명 쪽수

①
원
자
력
기
초

원자력법령해설 82 한 영 성 50
원자로실험(1) - 이 창 건 413
원자로실험(2) 81 김 덕 인 57
원자력법령해설 83 홍 성 빈 43
Ge(Li)검출기를 이용한 γ선 측정실험 78 - 35
원자력기초 78 - 185
원자로실습 - 이 창 선 112
원자력용어해설집 87 서두환번역 202
원자로실험실습 98 - 187
원자로실험 99 전병진 외 188
한.영.불 용어집 - - 153
원자력용어약어집 81 서 두 환 52
원자력기초이론(일반) 90 서두환 외 275
원자력이론(감독자) 90 서두환 외 455
원자력법령집 99개정 과기부   
원자력법 관련고시 98개정 과기부   
방사선취급기술 83 서두환 93
방사선방호 99 장시영 외 403
원자핵물리 82 서 두 환 51
원자 및 핵물리학 83 - 109
방사성폐기물처리·처분 80 이 상 훈 61
원자력품질보증 88 원자력품질전문분회 575
원자력상식 87 이 창 건 141
원자로 실험(Ⅰ) 00 KAERI 220
원자로 실험(Ⅱ) 00 KAERI 130
비원자력 이공계대학 원자로 실험 00 KAERI 200
원자력이론 04 KAERI 518
원자력수소입문과정 05 장종화 외   
원자력공학 기초과정 14 송기찬 외   

②
원
자
력
발
전
관
련
분
야

중수원자로개론 78 김 성 년 78
가압경수형원자로 78 전 풍 일 96
원자로재료 80 위 당 문 44
품질관리개론 - - 45
원자로차폐 - 하 정 우 92
원자로이론 81 김동훈 외 413
발전소배치법 - 전 재 풍 51
HVAC 80 최 용 수 41
원자력발전소의 계통 및 기계장치 80 김 병 구 100
Fire Protection '80 홍 준 서 45

Plant Engineering 기초 80 홍 준 서 48

토목구조설계 - - 52

ASME Code와 그 관련사항 81 김 남 하 83

원자력발전소공사 실제 81 이동우 외 211

1. 국내과정 교재(1977~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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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교 재 명
편찬
년도

저자명 쪽수

②
원
자
력
발
전
관
련
분
야

원자력안전규제일반 81 김병도 외 569
원자로개요 81 김 덕 인 68
캐나다의 원자로인·허가 82 홍 성 빈 37
PWR원자력발전소개요 82 서 두 환 273
원자력발전소 부품(Valve) 81 백 명 수 63
CANDU-PHWR원자력발전소 82 - 869
원자력발전과 원자력산업 82 이 덕 선 44
원자로열공학 78 차 종 희 195
중수 이론 78 - 40
원자로계측이론 78 고 병 준 54
원자로제어 78 박 인 용 73
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선감시시설 - - 25
원자로화학 - 양 경 린 51
원자력발전소의 전원계통 80 홍 준 서 37
원자로안전 - 이 상 훈 28
기계구조설계 - 이    해 53
원자력발전소국산화 사례 81 김 진 경 45
기계공사실제 80 이 익 환 79
원자력관련기술기준 및 규격 77 송 달 호 39
원자로입문 78 - 212
원자로안전관리 - 이 창 건 121
원자력방재대책 86 서 두 환 564
원자력발전소방사능비상대책 86 허    남 190
ASME Code 해설 84 이상연 외 589
한국형표준원전계통실무 96 허영준 외 885
Compact Nuclear Simulator 99 박재창 외 283
확률론적안전성평가기법 및 응용과정 93 김태운 외 894
원자력비상디젤발전기 신뢰도 향상 기술과정 99 최재성 외 287

원자력시설 제염·해체 및 
방사성폐기물  처리·처분 기술 00 KAERI 300

이공계대학 원자로 실험교육과정(실험 Ⅱ)  02 이창우 외 88

IAEA 전문가초청 원전운영. 보수 안전성 및
경제성 향상 훈련과정 (IAEA Workshop on 
Improvement of Safety and Economics of
NPP Operation and Maitenance)

02 Young h.In외   

원전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와 위험도 정보활용 개론 03 KAERI 235

이공계 대학 원자로 실험 Ⅱ 03 KAERI 124

원자력검사원교육과정(국제규제물자 분야) 03 KAERI 1016

원자력통제 및 핵물질계량관리과정
(시설운영자 분야) 03 KAERI 724

2003년도 원자력시설 운영 품질보증 03 KAERI 176

2003년도 KOLAS 품질보증 03 KAERI 190

이공계 대학 원자로 실험 Ⅲ 03 KAERI   

IAEA Training Workshop on Risk 
Analysis Associated with the Incident
and Event in NPPs

04 인용호 외 347

열유동실험 및 측정기술 과정 05 백원필 외   

2005년도 하나로 핵주기 시설 품질교육과정 05 임남진 외   



- 205 -

분야별 교 재 명
편찬
년도

저자명 쪽수

②
원
자
력
발
전
관
련
분
야

원자력발전소 보수정지 및 전력생산관리 훈련과정 05 인용호 외   
원자로 설계 해석을 위한 Monte Calro 이론 - 김차호 외   

방사능방재 교육과정 - 최종배 외   

원전주변 지자체 방사능방재 교육과정 - 서경원 외   

KOLAS  품질교육과정 -     

원전 리스크 정보활용과 기술혁신 훈련과정 06 한상훈 외   

원전 안전성 제고를 위한 체계적 교육훈련 및  효율적 인력
관리 06 임남진 외   

감마핵종분석중급과정 07 이모성 외   

알파선 방출핵종 분석기 기술교육 07 정의창 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핵종분석기술 07 지광용 외   

KOLAS 내부교육 07 남지희 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핵종평가기술 08 한선호 외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및 위험도 정보 활용 08 양준언 외   

IAEA Training Workshop on Risk 
Management of Nuclear Power Plants 08 김태운 외   

원자력 수화학 Doctor 지식 전수교육 09 임인철 외   

원자력 및  원전계통기초교육 11 정장규 외   

2012년도 한국전력공사 신입직원대상 
원자력일반기초교육 12 송철화 외   

사용후핵연료 임계 및 차폐 전문교육
(두산중공업) 12 박 창 제   

구조동특성 및 내진해석 교육 12 Vernon Matzen 외   

2012년도 원자력품질보증교육(원내) 12 김관현 외   

2013년도 산·학·연 창조역량 강화를 위한 가속기 및 빔 이
용기술 기초교육 13 김계령 외   

2013년도 원자력품질보증교육 13 박찬국 외   

산업체 창조적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2014년도 이온빔 이용기술”교육 14 이찬영 외   

방사능방재교육(신규방재교육용) 14 이관엽 외   

방사능방재교육(8시간용) 14 김종수 외   

사용후핵연료 수송저장용기구조 및 열해석 전문과정 14 서기석 외   

원자력시설 제염해체사업 선진기술 전수교육 14 박진호 외   

2015년도 산업체 창조적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가속기 활용 기술교육 15 권혁중 외

방사능방재교육(신규방재교육용) 15 이관엽 외

방사능방재교육(8시간용) 15 김종수 외

2016년도 산업체 창조적 역량 강화를 위한 가속기 이용 기
술교육 16 권혁중 외

원자력안전고급교육과정 17 송철화 외

원자로심 설계 이론과 실습교육 17 이경훈 외

PC기반 원전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원전 안전 교육 17 김경두 외

PC기반 노심 시뮬레이터(e-CORSIM)를 이용한 원자로심 
설계 교육 17 지성균 외

2017년 군 대상 원자력 안전교육 17 김응호 외



- 206 -

분야별 교 재 명
편찬
년도

저자명 쪽수

③
핵
연
료
관
련
분
야

임계안전관리 보장조치 83 노성기,이근배 119
핵연료재료개론 핵연료제조기술 83 박원구,서경수 101
우라늄농축 재처리 83 이한주,이철수 105
핵연료수송 폐기물관리 83 곽은호,박헌휘 153
핵연료재료 피복관재료 83 박 원 구 185
핵물질방호 및 계량관리 83 서 인 석 216
핵연료설계 및 건전성 83 임 창 생 85
핵연료기초이론 핵연료주기 83 서두환,이원구 64
핵연료이론 99 서두환 외 360
핵연료물질취급기술(1) 99 양명승 외 210
핵연료물질취급기술(2) 99 유재형 외 437
핵연료검사 - 박 원 구 52
핵연료개론 - 박 원 구 73

핵연료임계관리 - 이 창 건 78

핵연료공학 일본의 경수로핵연료기술 86 남기준 외 406
핵연료공학 일본의 경수로핵연료기술 87 이덕선번역 723
신핵연료 기술 01 서인석 외 500
고준위 폐기물 처분 03 KAERI 333
SCALE Source Term Analysis Training Course 04 Steve Bowman 외 190
2004년도 하나로연료 품질검사자 교육 04 임남진 외 80
원자력통제관리 과정 05 강병위 외   
동위원소 제조 및 이용 - 이 종 두 31
보건물리학개론 - 문 석 형 113
계측통계 - 이 한 영 39
GM계수기에 의한 방사선측정기초실험 - 이 종 철 42
원자핵물리 80 정 문 규 56
방사화학 78 최 재 호 75
개인방사선관리 78 유 영 수 71
방사성동위원소의 농학적 이용 78 권 신 한 42
액체섬관계측기 78 김 재 록 36
방사선관리용측정기기 78 하 정 우 40
방사선원의 분실 및 선원의 손상사고 78 이 현 덕 13
방사성동위원소의 이공학적 이용 78 김 재 록 78
방사선화학 78 변 형 직 55
방사선계측 81 서 두 환 105
방사화학실험 78 - 42
방사화분석 78 - 21
방사선생물학 78 - 39
방사선차폐 78 이 재 기 130
방사선측정기의 교정 78 하 정 우 33
방사성오염사고 78 - 24
방사선장해 78 - 26
방사선방어기초 77 - 23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77 - 24
방사크로마토그라피 80 김 재 록 35
방사선계측기조작 및 보수 81 김덕인 외 185
방사선취급기술 81 과기처 379
사용후핵연료임계 및 차폐 기초교육(Ⅰ) 10 박 창 제   
사용후핵연료임계 및 차폐 기초교육(Ⅱ) 10 박 창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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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계측기술 82 서 두 환 191
핵계측전자공학 81 고 병 준 103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회보 82 하정우번역 102
방사선사고대책 82 이 현 덕 27
방사선취급기술(일반) 83 문석형 외 247
방사선취급기술(책임자) 83 문석형 외 233
RI연습문제집 77 - 101
RI Hand Book 77 - 147

방사선장해방어(일반) 90 장시영 외 317

방사선취급기술(일반) 90 조성원 외 247

방사선장해방어(감독자) 90 장시영 외 389

방사선취급기술(감독자) 90 권석근 외 434

원자력검사관교육과정 96 신원기 외 442

방사선계측실습 00 KAERI 250

중성자빔 이용 전문 교재 00 KAERI 240
핵연료 및 조사시험 전문교재 00 KAERI 200
중성자 방사화 분석교재 00 KAERI 260
동위원소 생산이용 전문교재 00 KAERI 164
중성자방사화분석 전문연구 교육과정 01 KAERI 150
이공계대학 원자로 실험 실습 01 KAERI 260
원자로실험 01 KAERI 200
원자로실험 Ⅱ 01 KAERI 100
핵연료 및 재료조사시험전문연구분야 01 KAERI 220
방사성동위원소 생산이용전문연구분야 01 KAERI 200
이공계대학 원자로 실험 실습 01 KAERI 220
중성자산란 전문연구분야 01 KAERI   
동위원소 생산이용전문연구 교육과정 02 김재록 외 164
방사선안전관리(정기적 교육훈련용) 02 서경원 외 163
방사선안전관리(작업종사전교육훈련용) 02 김장열 외 366
중성자방사화분석전문연구 교육과정(일반) 02 정용상 외 314
방사선장해와 방호 04 KAERI 395
방사선 측정과 취급 04 KAERI 449
군방사선안전관리자보수교육 06 서경원 외   
원자력품질보증 07 임남진 외   
방사능방재교육 07 강병위 외   

군 방사선안전관리자보수교육 07 서경원 외   

방사선안전관리(작업종사전교육훈련용) 07 김장렬 외   

방사선안전관리(정기적교육훈련용) 07 이봉재 외   

군 검사기관 검사원교육 08 서경원 외   

원자력품질보증 08 박찬국 외   

방사능방재교육 08 이관엽 외   

방사능스펙트럼분석기술 08 서범경 외   

원자로조종사 및 조종감독자보수교육 08 임인철 외   

방사선안전관리(정기적 교육훈련용) 09 이종일 외   

방사선안전관리(작업종사전 교육훈련용) 09 김장렬 외   

방사선 실험실습 09 김한수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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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실험실습 10 남영미 외   

원자력 및 방사선전문가교육 11 김교윤 외   

방사선기초 시범교육 11 서범경 외   

방사선안전관리(작업종사전 교육훈련용) 11 김장렬 외   

방사선안전관리(정기적 교육훈련용) 11 이종일 외   

방사선안전관리(작업종사전 교육훈련용) 13 이종일 외   

방사선안전관리(정기적 교육훈련용) 13 김현기 외   

방사선장해방어감독자과정 연습문제/해답집 14 서범경 외   

방사선안전관리(작업종사전 교육훈련용) 14 김태형 외   

방사선안전관리(정기적 교육훈련용) 14 김현기 외   

RI 및 핵연료물질취급 면허소지자법정 보수교육 14 김창범 외   

방사선안전관리(작업종사전 교육훈련용) 15 김태형 외

방사선안전관리(정기적 교육훈련용) 15 이종일 외

방사성동위원소이용 일반과정 연습문제/해답집 16 김태형 외

방사선장해방어 감독자 과정 연습문제/해답집 16 정경기 외

방사선장해방어 감독자 과정 방사선 차폐 16 김교윤 외

요르단 파견종사자 신규 직장교육 16 이태형 외

방사선안전관리(정기적 교육훈련용) 16 이종일 외

방사성동위원소이용 일반과정 연습문제/해답집 17 김태형 외

원자력안전법, 방사선안전관리(I,II) 17 정 경 기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3단 대비 17 정 경 기

방사선 스펙트럼 분석기술(중급과정) 17 이완로 외

방사선안전관리(정기적 교육훈련용) 17 이종일 외

방사선작업종사자 수시출입자 정기교육(동영상 17 이 태 영

⑤
비
파
괴
검
사
분
야

비파괴시험개론 78 - 97
방사선투과시험개론 78 - 158
초음파탐상개론 78 - 344
침투탐상개론 78 - 210
자분탐상개론 78 - 165
와전류탐상개론 78 - 77
용접기술 78 - 79
규격과 해설 78 - 362
방사선투과사진의 등급분류 81 이한영,박은수 156
방사선투과사진의 촬영 81 이한영,박은수 154
용접부의 초음파탐상 82 한 치 현 463
발전용원자로의 가동중 검사 79 - 37
비파괴연습문제집 78 - 320
비파괴연습문제집(Ⅰ) 78 - 158
비파괴연습문제집(Ⅱ) 78 - 71
비파괴검사개론 87 박 은 수 125
방사선투과검사개론 87 이 의 용 504
초음파탐상개론 87 한 치 현 404
침투탐상개론 87 이    용 122
자분탐상개론 87 한 기 수 201
육안검사 87 이 종 포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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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교 재 명
편찬
년도

저자명 쪽수

⑤
비
파
괴
검
사
분
야

방사선투과검사 98 KAERI및전기협회 235
초음파탐상검사 98 KAERI및전기협회 210
침투탐상검사 98 KAERI및전기협회 153
자분탐상검사 98 KAERI및전기협회 149
와전류탐상검사 98 KAERI및전기협회 56
누설검사 98 KAERI및전기협회 85
육안검사 98 KAERI및전기협회 50
KEPIC 개요 및 품질보증 98 KAERI및전기협회 80

⑥
원
자
력
관
련
용
접
기
술
분
야

건설구조물의 비파괴 검사진단 01 최영희 외 150
용접일반 82 이 수 안 145
절단 82 박 종 은 42
용접야금학 82 윤 의 박 72
용접의 파괴현상과 강도 82 엄 동 석 39
용접재료 및 선택 82 한 회 춘 156
특수용접 82 엄 기 원 72
용접설계 및 시공 82 최 병 길 171

용접열유동 82 박 종 은 22

용접잔유응력 및 변형 82 박 종 은 74

용접시험 및 검사 82 황 선 효 35

용접의 한국공업표준 82 이 상 연 98

용접장비 82 최 병 길 95

용접의 품질보증 82 이 상 연 37

용접실습 82 정 순 영 146

용접의 자동화 82 정 수 원 64

용접설계 82 김 천 욱 85

Welding Code - ANSI 319

Concrete Technology & Code 83 이성규 외 442

⑦
기
타
교
육
분
야

직원자녀 컴퓨터교육과정 97 이병직 외 120
컴퓨터네트워크교육과정 97 황혜선 외 232
뛰어난 기술·연구관리자의 길 (상) - - 146
뛰어난 기술·연구관리자의 길 (중) - - 85
뛰어난 기술·연구관리자의 길 (하) - - 113
중소기업청지원 첨단벤처기업 창업강좌 99 김영태 외 247
방사능재해시 긴급지원을 위한 교육훈련교재 99 서경원 외 371
Global 경제하의 Technology Management 96 김영중 편역 441
2002년도 PM 교육과정(1차) 02 한필순 외   
2002년도 PM 교육과정(2차) 02 구상회 외   
과학기술자 글쓰기(Technnical Writing) 02 임 재 춘   
과학기술자 글쓰기 03 KAERI 109
제 1기 원자력 정책관리자 과정 03 KAERI 541
2003년도 책임,선임 승격대상자 교육 03 KAERI 358
2003년도 PM 교육 03 KAERI 164
Business Letter Writing 03 KAERI 37
유성구 주민 인터넷 정보교실
(전산개론, Window기초, 인터넷기초) 04 인력개발센터 51

유성구 주민 인터넷 정보교실 (엑셀기초) 04 인력개발센터 48

2004년도 소원자녀 전산교육과정
(HTML을 이용한 홈페이지 작성) 04 인력개발센터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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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교 재 명
편찬
년도

저자명 쪽수

⑦
기
타
교
육
분
야

Business Letter Writing 04 Ronto   
Power Meeting and Presentation 04 Ronto   
Collaborative Negotiation for 
Scientific Researchers 04 Ronto   

참과학열린교실 05 KAERI   
소원자녀 원자력 캠프 05 KAERI   
생애설계교육 06 이영훈 외   
연구윤리교육 06 강재성 외   
프로젝트관리 기본과정 06 황재일 외   
창의사고력혁신과정 06 김수양 외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 과정 06 이긍호 외   
기획력향상과정 06 김종구 외   
커뮤니케이션스킬과정 06 김준성 외   
미팅(회의)스킬과정 06 김종구 외   
부문조직활성화과정 06 KAERI   
홍보스킬과정 06 이주호 외   
프리젠테이션 스킬과정 06 민승기 외   
프로젝트 리더과정 07 엑스퍼트   
관리자 리더쉽 개발과정 07 엑스퍼트   
통합적 기획력향상과정 07 엑스퍼트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제2기 경력/신입직원
입문반교육(Ⅰ) 10 배한종 외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제2기 경력/신입직원
입문반교육(Ⅱ) 10 김교윤 외   

방사능방재교육 10 -   
신규 방사능방재교육 10 김종수 외   
방사능방재교육(보수교육 8시간용) 10 황원태 외   
시간관리과정 07 엑스퍼트   
영어 프리젠테이션 과정 07 엑스퍼트   

프리젠테이션 과정 07 엑스퍼트   

연구윤리 과정 07 엑스퍼트   
연구직을 위한 실용 TRIZ 07 엑스퍼트   
기획력향상과정 07 엑스퍼트   
외부인력 실무 편람 08 황혜선 외   
연구직을 위한 창의사고력 혁신과정 08 엑스퍼트   
프로젝트 리더과정 08 엑스퍼트   
경영관리자과정 08 엑스퍼트   
경영마인드 창의실용 과정 08 엑스퍼트   
통합적 기획력향상과정 08 엑스퍼트   
문제해결 의사결정 과정 08 엑스퍼트   
프리젠테이션스킬과정 08 엑스퍼트   
MVP 커뮤니케이션과정 08 엑스퍼트   
전략적 문제해결 과정 08 엑스퍼트   
영어 비즈니스 프리젠테이션 과정 08 엑스퍼트   
2008년 부문조직활성화 과정 08 엑스퍼트   
중간 경영자 과정 08 엑스퍼트   
신임 선임과정 08 엑스퍼트   
신임 책임과정 08 엑스퍼트   
지원부분 전문가 과정 08 엑스퍼트   

신입소원교육 08 장문희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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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교 재 명
편찬
년도

저자명 쪽수

⑦
기
타
교
육
분
야

원자로 이론 및 기초과정 08 김긍구 외   
핵연료주기 및 핵물질 취급교육 08 송기찬 외   
MVP 커뮤니케이션과정 09 엑스퍼트   
영어 프리젠테이션 과정 09 엑스퍼트   
전략적 문제해결 과정 09 엑스퍼트   
선임승격대상자과정 09 엑스퍼트   
생애설계과정 09 엑스퍼트   
프리젠테이션스킬과정 09 엑스퍼트   
프로세스 관리 과정 09 엑스퍼트   
창의력 TRIZ 과정 09 엑스퍼트   
2009년도 SMART 계약직 신입연구원교육 09 김긍구 외   
신입 직원교육 09 장문희 외   
외부인력 편람 09 장재호 외   
원자력공학과정 09 김시환 외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신규직원  입문반교육 (Ⅰ) 11 김교윤 외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신규직원  입문반교육 (Ⅱ) 11 이철구 외   
신규 방사능방재교육 11 김종수 외   

방사능방재교육(보수교육 8시간용) 11 황원태 외   

2012 하계 원자력 과학교실 체험하며 배우는  원자력 원리 12 최  순 외   

원자력 인재 양성을 위한 차세대 원자력 탐구 교실 12 최  순 외   

초.중등 교사 대상 원자력 지식 확산 교육 12 서경원 외   

초.중등 교사 대상 원자력 지식 확산 교육 13 석수동 외   

원자력 인재 양성을 위한 차세대 원자력 탐구 교실 13 김찬중 외   

2013 원자력 과학교실 체험하며 배우는 원자력 원리 13 서경원 외

2015 LabVIEW 기초 및 DAQ 활용교육 15 -

원자력이해증진과정(공공기관) 15 지성균 외

실험실습을 통한원자력 바로 이해하기 15 김찬중 외

2015 청소년 원자력 탐구 교실 15 서범경 외

원자력이해증진과정(공공기관) 16 양맹호 외

2016 실험실습을 통한 원자력 바로 이해하기 16 서범경 외

2016 청소년 원자력 탐구 교실 16 이완로 외

원자력이해증진과정(공공기관) 17 이동욱 외

2017 실험실습을 통한 원자력 바로 이해하기 17 서범경 외

2017 청소년 원자력 탐구 교실 17 이 병 철   

⑧
경
영
관
리 
및
일
반

2010 SMART 과제계약직 신입직원 과정 10 주형국 외   
2010년도 신임(책임/선임) 승격대상자 과정 10 엑스퍼트   
2010년도 보직자 역량 향상 과정 10 엑스퍼트   
KAERI 36기 신입직원 과정 10 송태길 외   
2010년도 연구원 실무적용 지재권교육 10 유재복 외   
공학문제 해결을 위한 수학 10 노 태 완   
공학문제 해결을 위한 수학(Ⅱ),(Ⅲ) 11 주형국 외   
외부인력 실무편람 11 인사팀 외   
KAERI 38기 신입직원 과정 11 송태길 외   
KAERI 39기 신입직원 과정 11 엑스퍼트   
원자력공학과정 11 김시환 외   

회의스킬과정 11 엑스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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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교 재 명
편찬
년도

저자명 쪽수

⑧
경
영
관
리 
및
일
반

기획력향상과정 11 엑스퍼트   
프리젠테이션 스킬업과정 11 엑스퍼트   
2012년도 제42기 신입직원 교육 12 백원필 외   
2013년도 제43-44기 신입직원교육 13 박성원 외   
2013년도 제45기 신입직원교육 13 지광용 외   
2014년도 제46기 신입직원교육 14 박성원 외   
2014년도 제47-48기 신입직원교육 14 김학노 외   
2014년도 계약직 신입직원교육 14 정  익 외   
과학기술 글쓰기 14 임 재 춘 
원자력공학 기초 15 최희주 외
공학문제 해결을 위한 수학 15 노 태 완
2015년도 제49, 50기 신입직원교육 15 김학노 외
2015년도 제51기 신입직원교육 15 김흥회 외 
2015년도 계약직 신입직원교육 15 이영철 외 
과학기술 글쓰기 15 임 재 춘 
기획력 향상 교육 15 -
2016년도  제52, 53기 신입직원교육 16 김학노 외
2016년 과학기술글쓰기(영어)과정 16 Tim O.Thompson
원자력공학 기초과정 16 최희주 외
열유체공학 교육과정 16 정 문 기
성과확산 전문가 교육 16 조성복 외
2016년  퇴직예정자교육 16 우제룡 외
2016년 하반기 신입직원교육 16 김종경 외
2016년 방사능방재요원교육(신규/보수1) 16 이관엽 외
2016년 방사능방재요원교육(보수2) 16 이관엽 외
2016년 하반기 외부인력 신입직원교육 16 민환기 외
2016 기획력 향상 교육 - 전략적 보고서 작성법 16 김 용 무
원자력열수력계통 및 안전 16 심 석 구
2017년 면접위원역량강화교육 17 이 병 철
2017년 퇴직예정비정규직 취업전문교육 17 이 영 훈
2017년 상반기 신입직원교육 17 김학노 외

2017년 퇴직예정자행복교육
"YOLO:YouOnlyLiveOnce" 17 홍효정 외

2017년 1차비정규직 신입직원교육 17 한창선 외
2017년 신임보직자 직무역량 향상교육 17 백원필 외
2017년 과학기술글쓰기(발표능력향상:영어) 17 Tim O.Thompson
2017년 퇴직예정자행복교육 "YOLO(심화교육)" 17 김형숙, 봉형철
2017년 면접위원역량강화 교육 17 (주)시너지랩
원자력발전소구조 및 시스템교육과정 17 이 영 일
2017년 방사능방재요원교육(신규/보수1) 17 언자력방재실
2017년 방사능방재요원교육(보수2) 17 원자력방재실
2017년 하반기 신입직원교육 17 백원필 외

2017년 1차 KAERI 고위보직자 리더십교육:
소통 및 토론역량 강화과정 17 현미숙 외

원자력공학기초과정 17 김 시 환

2017년 2차 KAERI고위보직자 리더십교육:
소통 및 토론역량 강화과정 17 현미숙 외

2017년 기획력향상교육 17 이 동 호
2017년 2차 비정규직 신입직원교육 17 정재모 외
2017년 원자력I&C(계측제어)교육과정 17 구인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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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교 재 명
편찬
년도

저자명 쪽수

⑨
학
연
분 
야

이공계대학생 연구용 원자로 체험(물리계열) 08 서경원 외   
이공계대학생 연구용 원자로 체험(기계분야) 08 이봉재 외   
이공계대학생 연구용 원자로 체험(기타계열) 08 이준식 외   
이공계대학생 연구용 원자로 체험(제약계열) 08 김인규 외   
이공계대학생 연구용 원자로 체험(방사선계열) 09 김인규 외   
이공계대학생 연구용 원자로 체험(금속,재료분야) 09 주광태 외   
이공계대학생 연구용 원자로 체험(기계분야) 09 배윤영 외   
이공계대학생 연구용 원자로 체험(물리계열) 09 서경원 외   
이공계대학생 연구용 원자로체험(방사선분야) 10 서경원 외   
이공계대학생 연구용 원자로 체험(의약바이오분야) 10 신병철 외   
이공계대학생 연구용 원자로 체험(금속재료분야) 10 지세환 외   
이공계대학생 연구용 원자로 체험(기계분야) 10 박현식 외   
이공계대학생 연구용 원자로 체험(소방분야) 10 이관엽 외   
이공계대학생 연구용 원자로 체험(물리계열) 10 박재창 외   
이공계대학생 연구용 원자로 체험(방사선분야) 11 정용삼 외   
이공계대학생 연구용 원자로 체험
(의약바이오분야) 11 신병철 외   

이공계대학생 연구용 원자로 체험
(원자력발전분야) 11 김기환 외   

이공계대학생 연구용 원자로체험(물리분야) 11 박재창 외   

이공계대학생 연구용 원자로 체험(방사선분야) 12 박재창 외   

원전시뮬레이터교육 12 박재창 외   

원자력실험실습 12 홍성택 외   

방사선 실험실습 12 서경원 외   

원자로실험실습 13 박재창 외   

연구로실험실습 13 김희문 외   

국가원자력시설을이용한 원자로 실험실습(Ⅰ) 14 김희문 외   

국가원자력시설을이용한 원자로 실험실습(Ⅱ) 14 박재창 외   

원자로 실험실습(서술형) 15 김희문 외
원자로 실험실습(강의용) 15 최강혁 외
원전 시뮬레이터 전문교육 15 박재창 외
방사선학 실험실습 16 최강혁 외

방사선학 실험개론 16 정용삼 외
교재화일 제작

원자로 실험실습 16 박재창 외
교재화일 제작

원자로 실험실습(강의용) 16 김희문 외
방사선학 실험실습 17 신병철 외
원자로 실험실습 17 박재창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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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2017년 원자력 연구인력 전문직무 교육과정 운영실적

2017년 원자력 연구인력 전문직무 교육과정 운영실적

분야명 연    수   과   정   명 기간 시간 횟수 인원 일정

법정
교육

1. 일반방사선작업종사자(직장교육)

   1-1. 일반방사선작업종사자(정읍) 1일 3 1 107 4.18

   1-2. 일반방사선작업종사자(본소) 1일 3 1 385 3.24

   1-3. 일반방사선작업종사자(본소) 1일 3 1 370 4.10

2. 수시출입자(직장교육)

   2-1. 수시출입자(방사선관리구역) 직장교육 1일 3 5 109
2.27/5.30/7.25

/9.26/11.27

3. 연구용원자로조종사및조종감독자보수교육 5일 35 1 15 6.5-7.30

4. 품질보증교육 1일 4 1 129 11.30

소      계 : 4과정 51 10 1,115

IT 및 
기타
교육

1. 3KeyMaster 관련 교육(미국 WSC) 5일 35 1 12 2.16-2.10

2. Intel Parallel Studio XE 2017 1일 3 1 17 3.28

3. COMSOL Multiphysics V5.2a 2일 7 1 17 3.29-3.30

4. iCP Training Course(외국인강사) 5일 30 1 17 7.17-7.21

5. Solidworks Flow Simulation 3일 18 1 13 9.18-9.20

  소      계 : 4과정 93 5 76

　합      계 144 15 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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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2017년 대외교육과정(국내) 운영실적

2017년 대외교육과정(국내) 운영실적

분야명 연    수   과   정   명 기간 시간 횟수 인원 일정

원자력
발전
및

핵연료
기술

1. 원자력안전고급교육 5일 32 1 27 1.16-1.20

2. 방사선스펙트럼분석기술 중급과정 5일 32 1 23 4.17-4.21

3. 원자로심설계 : 이론과 실습 4일 15 1 23 6.27-6.30

4. PC기반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원자력발전
  시스템 교육

4일 20 1 22 7.4-7.7

5. PC기반 노심시뮬레이터(e-CORSIM)를
  이용한 원자로심설계 교육

   1-1. 1차 1일 6 1 13 7.12

   1-2. 2차 1일 6 1 11 7.26

6. 확률론적안전성평가 및 리스크정보활용 교육 2주 58 1 23 10.10-10.20

7. 군 대상 원자력 안전교육 과정 2일 12 1 31 11.22-11.23

소      계 : 7과정 181 8  173

RI
이용
기술

1. 제79회 방사성동위원소이용일반과정 4주 121 1 54 1.2-2.26

2. 제60회 방사선장해방어감독자과정 6주 183 1 34 5.22-6.30

소      계 : 2과정 304 2 88

법정
보수
교육

1. RI 및 핵연료물질취급 면허 보수교육

   1-1. 1차 보수교육 2일 12 1 23 6.9-6.10

   1-2. 2차 보수교육 2일 12 1 15 11.10-11.11

소      계 : 1과정 24 2 38

원자력 
지식

확산 및 
이해
증진

1. 원자력이해증진

   (연구재단, KONICOF 및 부산시청)
1일 6 1 16 4.27

2. 실험·실습을 통한 원자력 바로 이해하기
  (교사 직무연수)

3일 16 1 28 8.8-8.10

3. 지역주민을 위한 원자력토크콘서트

   3-1. 1차(원자력/방사선과 우리의 생활 이야기) 1일 2 1 31 5.31

   3-2. 2차(원자력/방사선 기초지식 쌓기) 1일 2 1 26 6.21

   3-3. 3차(국내외 원자력 동향) 1일 2 1 46 7.19

   3-4. 4차(하나로이용기술 사업 알아보기) 1일 2 1 51 8.16

   3-5. 5차(원자력과 핵연료주기기술) 1일 2 1 41 9.20

   3-6. 6차(사용후핵연료 처리 기술) 1일 2 1 16 10.18

   3-7. 7차(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어떻게 하고 있나!) 1일 2 1 7 11.22

4. 청소년 원자력 탐구교실

   4-1. 청소년 원자력 탐구교실 ‘아톰스쿨 6기’ 1일 5 1 25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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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명 연    수   과   정   명 기간 시간 횟수 인원 일정

원자력 
지식

확산 및 
이해
증진

   4-2. 청소년 원자력 탐구교실 ‘아톰스쿨 7기’ 1일 5 1 28 11.10

5. 유성구 주민 정보화 교육

   5-1. 1차 : ITQ 자격증반(엑셀 2010) 2주 20 1 14
3.6-3.17

   5-2. 2차 : 한글2010활용(인터넷정보검색포함) 2주 20 1 9

   5-3. 3차 : 컴퓨터활용능력(엑셀 2010) 2주 20 1 9
5.8-5.19

   5-4. 4차 : 사진 및 동영상 편집 2주 20 1 7

   5-5. 7차 : ITQ 자격증반(파워포인트 2010) 2주 20 1 5
10.30-11.3

   5-6. 8차 : 엑셀 2010 2주 20 1 10

소      계 : 5과정 166 17 369

학·연
협동

1. 원자로 실험실습

   1-1. 단국대학교 5일 32 1 10 6.26-6.30

   1-2. 원자력공학과 1차 4일 29 1 26 8.7-8.10

   1-3. 원자력공학과 2차 4일 29 1 26 8.21-8.24

2. 방사선학 실험실습

   1-1. 방사선학과 1차 5일 32 1 29 1.9-1.13

   1-2. 방사선학과 2차 5일 32 1 28 1.16-1.20

   1-4. 약학과 1차 5일 32 1 29 2.13-2.17

   1-5. 약학과 2차 5일 32 1 13 2.20-2.24

3. 인턴십 교육 - - - 140 1.1-12.31

4. 학연협동 석·박사학위 과정 - - - 10 1.1-12.31

소      계 : 4과정 218 7 328

국가
기술
자격
검정
시험

1. 국가기술자격검정 (원자력분야)

   1-1. 원자력기사 1일 8 1 75 10.31

2. 국가기술자격검정 (바파괴분야)

   2-1. 제1회 방사선비파괴검사 기사 1일 8 1 30 4.20

   2-2. 제1회 방사선비파괴검사 산업기사 1일 8 1 3 4.20

   2-3. 제1회 자기비파괴검사 기사 2일 16 1 63 4.19,4.21

   2-4. 제1회 자기비파괴검사 산업기사 1일 8 1 18 4.21

   2-5. 제1회 초음파비파괴검사 기사 1일 8 1 30 4.21

   2-6. 제1회 초음파비파괴검사 산업기사 1일 8 1 11 4.21

   2-7. 제1회 침투비파괴검사 기사 1일 8 1 39 4.21

   2-8. 제1회 침투비파괴검사 산업기사 2일 16 1 88 4.19,4.21

   2-9. 제2회 와전류비파괴검사 기사 2일 16 1 27 6.29-6.30

   2-10. 제2회 침투비파괴검사 기사 2일 16 1 52 6.29-6.30

   2-11. 제3회 자기비파괴검사 기사 2일 16 1 75 10.19-10.20

   2-12. 제3회 자기비파괴검사 산업기사 1일 8 1 30 10.18

   2-13. 제3회 초음파비파괴검사 기사 2일 16 1 43 10.1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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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명 연    수   과   정   명 기간 시간 횟수 인원 일정

국가
기술
자격
검정
시험

   2-14. 제3회 초음파비파괴검사 산업기사 1일 8 1 8 10.20

   2-15. 제4회 방사선비파괴검사 기사 1일 8 1 22 11.16

   2-16. 제4회 방사선비파괴검사 산업기사 1일 8 1 10 11.16

   2-17. 제4회 침투비파괴검사 기사 4일 32 1 90 11.14-11.17

   2-18. 제4회 침투비파괴검사 산업기사 4일 32 1 95 11.14-11.17

   2-19. 제1회 자기비파괴검사 기능사 1일 8 1 40 3.21

   2-20. 제1회 초음파비파괴검사 기능사 1일 8 1 29 3.22

   2-21. 제1회 침투비파괴검사 기능사 1일 8 1 32 3.23

   2-22. 제1회 방사선비파괴검사 기능사 1일 8 1 16 3.21

   2-23. 제2회 초음파비파괴검사 기능사 1일 8 1 19 5.23

   2-24. 제2회 침투비파괴검사 기능사 1일 8 1 46 5.23

   2-25. 제2회 방사선비파괴검사 기능사 1일 8 1 9 5.23

   2-26. 제3회 자기비파괴검사 기능사 1일 8 1 30 9.19

   2-27. 제3회 초음파비파괴검사 기능사 1일 8 1 30 9.19

   2-28. 제3회 침투비파괴검사 기능사 1일 8 1 26 9.19

   2-29. 제4회 자기비파괴검사 기능사 1일 8 1 33 12.5

   2-30. 제4회 침투비파괴검사 기능사 1일 8 1 46 12.5

   2-31. 제4회 방사선비파괴검사 기능사 1일 8 1 11 12.5

소      계 : 2과정 352 32 1,176

 합      계 1,245 68 2,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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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원자력 연구인력 전문직무 교육 실적현황(1960~2017)

원자력 연구인력 전문직무 교육 실적현황(1960~2017)

분야명 연   수   과   정   명
‘60-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계

법정
교육

 1. 방사선작업종사자교육

   1-1. 신규종사자 449 35  17  73  21  113  33 17 39 29 49 32 37 944

   1-2. 기존종사자 6,475 576  575  623  631  537  537 554 548 730 852 839 893 862 15,232

 2. 연구용원자로조종사및조종감독자보수교육 10 12 10 15 47

 3. 품질보증교육 63 134 191 181 124 129 822

 4. 기장로 운전면허 교육훈련 7 7

 5. 수시출입자(방사선관리구역) 직장교육 109 109

소         계 :   5 과정 6,924 611 592 696 652 650 570 571 650 903 1,092 1,064 1,071 1,115

전문
역량
강화

 1. 원자력공학과정 50  49 71 51 221

소         계 :  1 과정 - - - - - 50 - 49 - - 71 51 - -

IT
교육

 1. MS  Office(Excel, PPT, Word 등) 243 106 18 37 161 97 93 82 837

 2. 한컴 Office(2005, 2010) 15 42 47 57 161

 3. OS : Windows(NT, 2000, XP, 7) 74 30 23 127

 4. MS Project 103 103

 5. MS Visio(professional, technical) 70 22 14 25 131

 6. Solid Edge(V14,V16,V17) 44 51 95

 7. Solidworks(2010, 2011 등) 20 24 52 13 109

 8. Solidworks 해석 21 29 17 20 13 100

 9. Analysis Design Space(8.1, 8.0) 25 39 64

10. Visual(Basic, C++) 25 20 45

11. Origin(7.5, 8.0, 2011, 2012, 9) 62 63 18 106 22 65 336

12. Mathcad(13) 21 47 68

13. ANSYS(CFX) 24 24

14. ICEM-CFD 21 31 52

15. ABAQUS 14 5 19

16. ADINA 1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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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명 연   수   과   정   명
‘60-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계

IT
교육

17. CATIA(Basic) 17 17

18. Inventor(2010, 2011 등) 65 79 68 19 23 254

19. LabVIEW 56 56

20. Xeon Phi 10 10

21. Autocad 30 30

22. 네트워크교육 56 56

23. MIS 업무담당자 교육
    (오라클, SQL, Excel)

40 40

24. 전자결재시스템 사용자 교육 641 641

25. HP Workstation 교육 23 23

26. HTML 25 25

27. Paintshop & Web Design 7 7

28. Formtec S/W 20 20

29. Show Case 17 17

30. 전자캐드를 이용한 회로설계 교육 12 12

31. Adobe  Photoshop & Acrobat 57 57

32. 확대신고  전산시스템 이용자 교육 23 23

33. 요건작성  소프트웨어 DOORS 
    기본교육

14 14

34. 3key Master 24 12 36

35. ThinkWise 23 23

36. OPR1000 4 4

37. 기타전산교육 309 309

38. Intel Parallel Studio XE 2017 17 17

39. COMSOL Multiphysics V5.2a 17 17

40. iCP Training Course 17 17

소        계 :   40 과정 1,740 233 184 71 236 196 211 275 248 135 47 135 225 76

합        계 :   46 과정 8,664 844 776 767 888 896 781 895 898 1,038 1,210 1,250 1,296 1,191 21,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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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원자력산업요원실적현황(1960~2017)

원자력산업요원실적현황(1960~2017)

분야명 연   수   과   정   명
‘60-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계

원자력
발전 및 
핵연료 
기술

 1. 원자력발전 운전기초 (대졸) 428  428

 2. 원자력발전 운전초급 (고졸) 277  277

 3. 원자력발전 기본교육 (대졸) 767  767

 4. 원자력발전 기본교육 (고졸) 231  231

 5. 원자력발전소 설계기초 127  127

 6. 원자력발전기술 (원전부품제조업체) 173  173

 7. 원자력발전품질보증 325 73  74  66  71      609

 8. 원자력 안전규제 일반 206  206

 9. 원자력발전소 안전관리 102 102

10. 원자력발전강좌 (전기공학과 교수) 62  62

11. 방사능방재대책 요원교육 805 170 975

12.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 206 15 12 233

13. 핵연료물질 취급일반 32  32

14. 원자력발전소 중대사고해석코드 Workshop 31  31

15. CANDU System 기초 56  56

16. ASME Codes 해설 183  183

17. Instrumentation기술기준 25  25

18. Electrical Engineering기술기준 14  14

19. Concrete기술기준 35  35

20. Welding기술기준 143 143 

21. 원자력통제기술일반(Safeguard) 144 144  

22. 중소기업대상 “원전기기부품 소개” 23 23  

23. 환경방사능시료분석 등 현장실무훈련 339 339  

24. 월성가압경수로계통 30 30  

25. 확률론적안전성평가 및 리스크정보활용
    (원전 확률론적안전성평가기법 및 응용)

94 23  21  25  21  36  22  28 20 20 25 30 23 388  

26. 원전안전과 인적요인 2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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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명 연   수   과   정   명
‘60-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계

원자력
발전 및 
핵연료 
기술

27. 방사성폐기물관리 16 16  

28. 원자력시설검사관 95   95  

29. 환경방사능(라돈)측정 13  13  

30. 감마선분광분석법에 의한 핵물질측정 28  13  41  

31. 한국형 표준원전계통실무교육 32  12  24  68  

32. 원자력비상디젤발전기신뢰도향상 32  32  

33. 원자력기초 6 6  

34. 원자력시설 제염·해체및방사성폐기물처리·처분 19 19  

35. 원자력통제 및 핵물질계량 시설운영자 47 47  

36. 원전위험도관리 최적화 평가기법 38 38  

37. 신핵연료기술 17 17  

38. 원전운영 보수안전성 및 경제성 분석 향상 48 48  

39. 원전수명연장 및 위험도정보활용규제 61  61  

40. 원자력시설운영품질보증 64 141 185 390 

41. KOLAS  품질보증 78  78 

42. 방사화학기술분석 13  13  

43. LPMS 18  18  

44. 원자력정책관리자 20  20  

45. IAEA전문가초청원전위험도분석훈련 40  31  71  

46. 핵물질관리기술 17  9  10  8  14  58  

47. 하나로연료품질검사자 165 20  185  

48. SCALE Source Term Analysis Training
Course

17  17  

49. 원자력수소 입문 21  21  

50. 원자로 설계해석을 위한 Monte Carlo 이론 26  26  

51. 원자력통제관리 223  223  

52. IAEA전문가초청 원자력발전소 보수정지 및 
전력 생산관리

34  34  

53. 초고온가스로 기술 47  47  

54. IAEA 전문가초청 원전수명관리기술 36  36  

55. 방사능/방사선측정기술 23  23  

56. 방사성폐기물자체처분교육 2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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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명 연   수   과   정   명
‘60-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계

원자력
발전 및
핵연료 
기술

57. 원전 리스크 정보활용과 기술혁신 훈련과정 23  23  

58. 원전 안전성 제고를 위한 체계적 교육훈련 및
    효율적 인력관리

10 10

59. 중저준위 방사선폐기물 핵종분석기술 교육 23  16  39  

60. 알파선 방출 핵종분석기술 12  12  

61. 방사능스펙트럼분석기술과정
(감마핵종분석중급과정)

10  19  25  24  19 15 18 28 20 23 201 

62. 군 검사기관 검사원교육 8  8  

63. 원자력수화학닥터지식전수교육 296  296  

64. 첨단과학교사연수프로그램 1기 19  19  

65. 핵물질안전조치교육과정 106 106  

66. 수력발전소 설비진단과정 30  30

67.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제2기 경력/신입
직원 입문반 교육

50  19  69

68. 사용후핵연료 임계 및 차폐 기초 2  2 4

69. 원자력 및 방사선 전문가 교육 (한양대학교) 13  13

70. 원자력 및 원전 계통 기초교육(한전 사무직) 26  26

71. 방사선기초 시범 교육 19  19

72. 원자력일반기초교육(한전신입/경력사원 대상) 44 44

73. 해외전문가 초청 ‘구조동특성 및 내진해석 교육’ 19 19

74. 산.학.연 창조역량 강화를 위한 가속기 및 빔 
이용기술 기초교육

24 11 36 22 93

75. 사용후핵연료 수송저장용기 구조 및 열해석 
전문과정

4 4

76. 원자력시설 제염해체사업 선진기술 전수교육 34 34

77. 원자로심설계 : 이론과 실습 22 19 23 64

78. PC기반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원자력발전시스템 
교육

20 21 22 63

79. PC기반 노심 시뮬레이터(e-CORSIM)를 이용한 
원자력로심설계 교육

18 24 42

80. 원자력안전고급교육 27 27

81. 군 대상 원자력 안전교육 31 31

소          계  :   81 과정 6,284 233 454 171  443 221 233 112 59 87 131 142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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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명 연   수   과   정   명
‘60-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계

방사성
동위
원소
이용
기술

 1. 방사성동위원소이용일반 3,509 26  39  42  58  46  31  55 40 62 43 53 54 4,058

 2. 방사선장해방어감독자 1,573 24 30 33 36 36 37 35 35 29 33 32 34 1,967

 3. 방사성동위원소의학적이용 1,198 1,198 

 4. 방사성동위원소이공학적 및 농학적이용 532 532

 5. 방사선계측기조작 및 보수 44 44

 6. 방사성동위원소이용보수 46 46

 7. 방사성동위원소실험실습 1,296 1,296

 8. 방사선안전관리교육 15 15

 9.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 선임자격취득훈련 1,027 1,027

10. 군대상방사선동위원소취급 45 13 58

11. 방사화학분석 10 10

12. 방사능방재대책요원 35 35

13. 열유동 실험 및 측정 53  53

소           계 :  13 과정 9,383 63 69 75 94 82 68 90 75 91 76 85 88

비파괴
검사
기술

 1. 비파괴검사기술종합   1,012 13   12   1,037  

 2. 방사선투과검사기술전문 129 129 

 3. 초음파 탐상검사기술전문 91 36 27 13 9 176 

 4. 원자력발전소 가동전중 검사 592 592 

 5. S/G ECT 검사기술 24 24 

 6. KEPIC 비파괴검사원 147 147 

 7. 건설구조물의 비파괴진단 8 8 

 8. 중성자래디오그라피 비파괴검사 17 17 

 9. 와전류탐상 10 10 

10. 핵연료봉건전성평가 비파괴검사 10 10 

소           계 :  10 과정 2,040 36 40 - - 13 21 - -  - -  - -

하나로
이용
기술

 1. 중성자빔이용전문연구  83 83 

 2. 핵연료 및 재료조사시험 전문연구 25 25 

 3. 중성자방사화학분석 전문연구 13 13 

 4. 동위원소생산이용 전문연구 27 27 

소           계 :  4 과정 148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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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명 연   수   과   정   명
‘60-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계

학·연
협동

 1. 원자로실험실습 2,961 128  166  122  44  49 51 89 89 72 98 77 62 4,008

 2. 방학중이공계대학생연구실실습 473 8 8 19 9 7 16 10 14 17 6 587

 3. 학기중대학생연구실실습 19 13 9 9 6 5 4 4 4 4 2 79

 4. 이공계대학원자로실험실습 547 299  255  228  248  349  226  168 151 72 73 2,616

 5. 대학생 Compact Nuclear Simulator 19 7 10 36

 6. 현장실습(제주대 청정에너지특화사업단대상) 10  10

 7. 인턴십 교육 17  41  38  61 93 89 133 140 612

 8. 하계원자력발전강좌(이공계대학생 및 대학원생) 257  257

 9. 방사선학 실험실습 103 99 202

10. 학연협동 석·박사학위 과정 36 33 10 79

소         계 :    10 과정 4,276 458 438 378 324 451 335 332 351 165 311 356 311   

법정
보수
교육

 1. 핵연료물질취급 면허소지자 보수교육 10  20  5  21  18  9  21  17 18 29 15 13 20 216

 2. 방사성동위원소(RI) 면허소지자 보수교육
(일반면허)

667  40  44  23  26  29  25  25 34 14 26 14 18 985  

 3. 방사성동위원소(RI) 면허소지자 보수교육 
(감독면허)

1,012  14  8  16 9 4 8 7 1,078

 4. 방사성동위원소(RI) 면허소지자 보수교육 
(특수면허)

242  2  1  2 2 249 

 5. 원자로조종사 및 감독자보수교육 1,005  9  19  13  15  10  15  12 10 1,108  

 6. 군방사선안전관리자보수교육 39  36  39  6  120  

 7. 방사능 방재교육 190  163  154  507  

 8. 비파괴검사 기사/기능사 면허소지자 452  452  

 9. 원자력 기사 1,2급 자격소지자 156  156  

10.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
(일반,감독,특수,선임자격,기타)

4,167  4,167  

소          계  :   10 과정 7,711  298  104  259  213  64  76  72 73 47 49 34 38   

원자력
PA
및

기타

 1. 초.중.등 과학교사 방사선계측실습 122 122  

 2. WIIN회원대상 방사선계측실습 358 358  

 3. 첨단벤처기업창업강좌 30  30  

 4. 실업자재취직을 위한 비파괴검사기술종합 26  26  

 5. 직원가족전산교육 752 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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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명 연   수   과   정   명
‘60-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계

원자력
PA
및

기타

 6. 유성구 주민 원자력 정보화 교육 725 123  106  126  143  138  120  244 244 202 236 121 54 2,582

 7. Systematic Approach to Training Workshop 17  17

 8. 2002년 월드컵인터넷홍보단전산교육 80  80

 9. 과학기술자글쓰기 38 38

10. Compact Nuclear Simulator 운전실습 16 16

11. 사이버공개학습과정 162 162

12. 국제회의 및 프리젠테이션기법 57   57

13. Business Writing (영문) 118 8  126

14. 원자력 홍보 교육 55 55

15. 교원대상환경 및 원자력특강 42  42

16. Power Meeting and Presentation 134 7   141

17. Collaborative negotiation for Scientific
Researchers

19 8   27

18. 참과학열린학교 26  56  82

19. 2006년 하계 원자력 캠프(초등) 36  36

20. 2006년 하계 원자력 캠프(중등) 28  28

21. 원자력 현장체험학습(초등) 197  197

22. photoshop7.0활용(초,중급) 32  32

23. 파워포인트를 이용한 발표자료 작성 17  17

24. Nuclear English 13  18  31

25. MS Project S/W를 이용한 R&D 업무효율성 향
상

71  71

26. 원자력인력양성 현황 및 수급제도 15  15

27. 과학기술 연구인력의 역량기반 교육훈련 19  19

28. 연구윤리 강의 스킬교육 7  7

29. 실천 연구윤리 51  51

30. 여성리더십 22  22

31. 원자력분야국가기술자격검증 446  13  12  15  29 21 34 42 73 75 760

32. 비파괴분야 국가기술자격검증 1,591  368  394  564  489 478 916 1,022 1,026 1,101 7,949  

33. Nuclear English 19  19  

34. 원자로계통의 구조건전성 감시시스템(NIMS) 기술
교육

11 11

소         계 :   34 과정 4,814 630  204  126  543  544  699  773 743 1,152 1,300 1,22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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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명 연   수   과   정   명
‘60-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계

온라인
교육

 1. 하나로 방사선작업종사자 수시출입자 교육 154 145  48  347

소         계 :   1 과정 - - - - 154  145  48  - - - - - -

원자력
지식
확산 
및 

이해
증진

 1. 체험하며 배우는 원자력 원리(초등학생) 30 30

 2. 체험하며 배우는 원자력 원리(중학생) 40 20 40 57 53 210

 3. 차세대 원자력 탐구 교실(고등학생) 32 53 85

 4. 초중등 교사 대상 원자력 지식확산 교육 75 5 23 26 40 28 197

 5. 원자력이해증진(공공기관;연구재단) 18 7 14 16 55

 6. 지역주민을 위한 원자력토크콘서트 218 218

소         계 :   6 과정 - - - - - - - 177 58 61 73 111 315

합         계 :  169 과정 34,656 1,718  1,309  1,009  1,771  1,520  1,480  1,556 1,359 1,603 1,940 1,948 2,155 5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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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SAT 과정설계서(2017)

교원대상 원자력 직무연수 과정
In-service training course for secondary school teachers for nuclear energy

1. 과정명 및 분류코드

 과정명

  (영문) In-service training course for secondary school teachers for nuclear 

energy

  (국문) 교원대상 원자력 직무연수 과정

 분류코드 : 없음

2. 수요

 배경

  최근 사회적 관심이 되고 있는 원자력 이슈에 대한 교사의 이해를 증진시킴

으로써, 원자력교육센터는 학생들의 올바르고 효과적인 원자력 지식 함양을 

위한 이해증진 교육 과정 개발 및 운영을 수행하고 있음

 수요

  미래 에너지를 선도하게 될 청소년을 일선에서 교육 지도하는 중등교원을 대

상으로 함 

  국내 중고등학교 교육현장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 및 기술관련 정

규 교과 편성 및 동아리 운영 교원 필요

  원자력 및 방사선 관련 지도에 관심 있는 중등 교원

  원자력 및 방사선 관련 교육 지도 사례 연구에 관심 있는 중등 교원

  전국 중등교원을 대상으로 대전광역시교육청의 특수 분야 연수기관 지정 승

인에 따라 개설(연중 1회 실시)

 요구역량 분석

  원자력 및 방사선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 지식 보유

  전국 중등 교원 중 과학 분야 전공 교원

  과학 동아리 운영지도 및 진로상담이 가능한 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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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정목적 및 학습목표

 과정목적

    미래를 이끌고 갈 청소년을 지도하는 중등교원을 대상으로 정확한 원자력 및 

방사선에 대한 이해증진을 통하여 학생들의 올바른 원자력 지식함양과 더불

어 학생들에 대한 효율적인 이해증진 교육방안을 모색하기 위함

 학습목표

  원자력 및 방사선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

  원자력 발전에 관한 올바른 지식 습득

  방사선 측정 실험 및 생활 방사선에 관한 이해

  교육지도 사례연구를 통한 교육지도 방법 도출

4. 주관 및 주최 :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교육센터

5. 기간 : 3일

6. 장소 : 50석 이상 규모의 강의실, 방사선측정 실습실 및 견학이 가능한 실무현장

7. 대상

  전국 중·고등학교 내 과학 관련 과목 및 동아리 지도교원, 진로탐색 및 진

로상담 교원, 원자력에 관심이 있는 중등 교원

  적정인원 : 약 30명 내외

8. 선수과목 : 없음

9. 사용언어 : 한국어

10. 기관 및 과정관리자 자격

  기관 : 대전광역시교육청의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 승인을 받은 기관

  과정관리자 : 교육센터에 근무하는 정규직원

 11. 강사



- 229 -

  원자력 및 방사선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 또는

  원자력교육센터장이 인정하는 사람

12. 교과내용

  학습내용

학습
방법

교과목 세부내용
시간

강의 실습

이론

원자력 발전 이해하기
원자력에 대한 기초지식의 이해

미래에너지원에 대한 학습
1.5 0

생활 속 방사선 이야기
방사능과 방사선의 정의 및 특성

 실생활에 활용되는 방사선의 종류
1.5 0

방사성동위원소 및 시설견학
실생활의 방사성동위원소의 활용

동위원소의 제조방법에 대한 이해
1 1

방사능의 오해와 진실
생활 속 방사선의 다양한 혜택

방사선피폭과 인체장해
1.5 0

방사선동아리 조직 및 운영사례
방사선동아리 조직 및 지도운영 사례

실험기구 만들기
0 1.5

실험을 통한 방사선 이해
방사선측정방법

자연방사선량의 이해
1 1

가상 원자력발전소 체험
원자력발전소 운전체험

원자력발전소 사고 시 조치방법 
0 2

원자력 찬반토론 및

교육지도 사례
원자력 관련 교육지도 사례연구 1 1

교육지도안 개발 및 활용방법
교육지도안 개발 및 활용방법

활용방안 토론
0 2

소    계 7.5 8.5

시험평가 

및 설문
인식/지식평가 및 설문

사전·사후 원자력 인식 및 지식평가

교육프로그램 만족도 평가
0.5 0

기타
오리엔테이션, 연구원 소개, 

시설견학, 수료 등

연구원 및 교육과정 소개

연구원 및 유관기관 시설견학
0.5 0

합    계 17

  학습구조

   본 교육과정은 전국의 중등교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이론·실습 교육을 실시함

으로써 원자력 및 방사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해소와 이해증진을 통해 학생

들의 올바른 원자력 지식함양과 더불어 효율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교원

을 양성하기 위한 과정으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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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교육 실습교육 ▶

학생들의 올바른 원자력 

지식함양을 위한 효율적 교육이 

가능한 중등교원 양성

13. 인프라 요건 

  시설 : 강의실(50석 이상), 방사선 측정장치 및 시설, 동위원소 생산시설

  장비 : 음향, 프로젝터, 스크린, 유/무선 마이크, 노트북

14. 개발요건 :

  주교재

     - 실험·실습을 통한 원자력 바로 이해하기(과목별 강의안으로 구성)

  시험평가 및 설문항목

     - 인식/지식평가 : 사전 및 사후 원자력 인식 및 지식 평가

     - 설문항목 : 강사 및 강의내용, 학습방법의 유효성, 현업적용도, 교육운영을 

포함한 교육환경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만족도와 사전·사후 

원자력 및 방사선에 관한 이해도 및 인식변화를 설문항목으로 

반영함

15. 운영요건

  교육과정 오리엔테이션 항목

     - 교육 목적, 교과목 구성 체계, 일정 등

  협력부서 협조 사항

     - 강의과목 관련 부서 강사 협력, 방사선관리구역 시설견학 협력

  과정 담당자가 작성한 체크리스트로 점검

16. 평가요건

  평가지표

     - 인식/지식 향상도

     - 교육생 만족도 평가

  평가방법

     - 인식/지식 향상도 : 서면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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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족도 : 교육내용 및 운영, 강사만족도 등 설문평가를 통한 전반적인 교육평가

  수료기준

     - 출석 90% 이상 

17. 기대효과

  원자력 및 방사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해소 및 원자력 분야 이해증진

  실미래 에너지를 선도할 학생들에게 올바른 원자력 지식 함양에 기여

18. 수행사례 : 2014년부터 4회 실시

년도 과 정 명 기간 인원

2014 원자력 STEAM 교육을 위한 교사 직무연수 2014.08.11 ~ 08.14 (3일) 24

2015 실험·실습을 통한 원자력 바로 이해하기 2015.08.03 ~ 08.05 (3일) 26

2016 실험·실습을 통한 원자력 바로 이해하기 2016.08.02 ~ 08.04 (3일) 40

2017 실험·실습을 통한 원자력 바로 이해하기 2017.08.08 ~ 08.10 (3일) 28

계 118

19. 관련자료

  교재 : 실험·실습을 통한 원자력 바로 이해하기

20. 과정 우수성

  전국 중등교원의 원자력 이해증진 향상 및 부정적 이미지 해소에 기여

  새로운 방사선 동아리 개설 및 원자력 산업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 향상

  방사선 관리구역 및 동위원소 생산시설 등의 견학을 통한 직접적 체험 학습

이 가능함

21. 설계서 이력

순번 내   용 작성자 일자

1 최초 작성 김현경 2017.09.12 

22. 비고

  원자력교육센터 담당자 직접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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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물질 취급자 및 감독자 과정
Training course on nuclear fuel material handling for general user and supervision

1. 과정명 및 분류코드

 과정명

  (영문) Training course on nuclear fuel material handling for general user 

and supervisor

  (국문) 핵연료물질 취급자 및 감독자 과정

 분류코드 : 없음

2. 수요

 배경

  본 과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라 핵연료물질 취급자 및 감독

자 시험 응시자 중 실무경력 1년 인정을 위한 법정 과정임

 수요

  핵연료물질 취급자 일반면허 및 감독자 면허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자 중 실

무경력 1년을 필요로 하는 사람 함 

  핵연료물질 취급을 위한 직무 능력 향상을 필요로 하는 산업체 직원 또는 연

구자

 요구역량 분석

  핵연료물질 취급자 일반면허 및 감독자 면허시험 응시자 중 실무경력 1년을 

필요로 하는 사람 및 면허시험에 대비하고자 하는 산업체 직원의 과정 개설

요청에 따라 과정 실시(비상설 과정)

  본 과정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방사선과 핵물질 취급에 관한 기초 지식을 

갖추고 있는 것이 유리함

3. 과정목적 및 학습목표

 과정목적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라 핵연료물질 취급자 및 감독자 시험 응

시자 중 실무경력 1년을 인정함과 동시에 핵연료물질 취급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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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목표

  핵연료물질의 화학적 성질과 물리적 성질에 관한 지식 습득

  핵연료물질의 취급기술에 관한 이해

  방사선 측정 및 방사선 장해방지에 관한 이해

  원자력관계법령에 대한 국내 기준의 요건 이해

4. 주관 및 주최 :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교육센터

5. 기간 : 4주

6. 장소 : 50석 규모의 강의실 및 방사선 실습시설을 갖춘 곳

7. 대상

  핵연료물질 취급자 일반면허 및 감독자 면허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자 중 실

무경력 1년을 필요로 하는 사람 또는 핵연료물질 취급을 위한 직무 능력 향

상을 필요로 하는 산업체 직원 또는 연구자

  적정인원 : 약 20명 내외

8. 선수과목 : 없음

9. 사용언어 : 한국어

10. 기관 및 과정관리자 자격

  기관 :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교육센터

  과정관리자 : 교육센터에 근무하는 정규직원

 11. 강사

  핵연료물질 취급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 또는

  원자력교육센터장이 인정하는 사람

12. 교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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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내용

학습
방법

교과목 세부내용
시간

강의 실습

이론

및

실습

핵연료물질의 화학적 성질과 

물리적 성질

원자핵 기초와 재료 개론

핵연료물질의 화학적 및 물리적 성질

피복관 재료의 성질과 특징

핵연료 설계, 집합체

19 5

핵연료물질의 취급기술

핵연료주기 구성, 평가와 의의

핵연료 정련과 가공공장

핵연료 물질의 운반, 저장

방사성폐기물 관리

19 5

방사선측정 및 

방사선장해방지에 관한 기술

방사선방어 기초와 이해

방사성물질 안전취급기술

체내피폭과 인체피폭에 대한 이해

오염된 물질의 제거와 대책

19 5

원자력관계법령

원자력안전법 및 관련 규정

국내 핵연료물질 관련 권고 기준

원자력안전 법령의 실무 적용

16 5

소    계 73 20

학습평가 

및 

문제풀이

학습평가와 문제풀이 학습성취도 평가 18 -

기타
오리엔테이션, 연구원 소개, 

시설견학, 수료 등
3 -

합    계 114

  학습구조

   본 교육과정은 핵연료물질 취급에 관한 이론 및 실습 교육을 통해 핵연료물질 

취급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으로 구

성

이론교육 실습교육 ▶
핵연료물질 취급

전문인력 양성

13. 인프라 요건 

  시설 : 강의실(50석 이상), 방사선 측정 시설

  장비 : 음향, 프로젝터, 스크린, 유/무선 마이크, 노트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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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개발요건

  주교재

     - 핵연료물질 취급자 및 감독자 교재(과목별 강의안을 바탕으로 구성)

  시험평가 및 설문항목

     - 시험평가 : 수료시험

                 ※ 핵연료물질 취급자 면허시험 분야 출제, 객관식

     - 설문항목 : 강사 및 강의내용, 학습방법의 유효성, 현업적용도, 교육운영을 

포함한 교육환경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만족도의 설문항목으로 

반영함

15. 운영요건

  교육과정 오리엔테이션 항목

     - 교육 목적, 교과목 구성 체계, 일정 등

  협력부서 협조 사항

     - 강의과목 관련 부서 강사 협력

  과정 담당자가 작성한 체크리스트로 점검

16. 평가요건

  평가지표

     - 학업 성취도

     - 교육생 만족도

  평가방법

     - 학업성취도 : 서면 설문평가를 통한 교육 전후 자체 수준 평가

     - 만족도 : 교육내용 및 운영, 강사만족도 등 서면 설문평가를 통한 전반적

인 교육평가

  수료기준

     - 수료평가 60% 이상, 출석 80% 이상 

17. 기대효과

  핵연료물질 취급 관련 자격화된 국내 산업체 인력의 공급과 원자력산업의 생

산성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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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핵연료물질 취급 산업체의 방사선안전관리 향상에 기여

18. 수행사례 : 2011년부터 2회 실시

년도 과 정 명 기간 인원

2011 핵연료물질 취급자 및 감독자 과정 2011.02.06 ~ 03.02 (4주) 15

2016 핵연료물질 취급자 및 감독자 과정 2016.01.25 ~ 02.26 (4주) 12

계 27

19. 관련자료

  교재 : 핵연료물질 취급자 및 감독자 과정 교재

20. 과정 우수성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18조 제2항에 따른 국내 유일의 법정 핵연료물질 취

급자 면허 취득 자격에 필요한 경력 인정 과정

  국내 핵연료물질 취급 산업체의 방사선안전관리 향상에 기여

21. 설계서 이력

순번 내   용 작성자 일자

1 최초 작성 김웅기 2017.12.4

22. 비고

  원자력교육센터 담당자 직접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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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심 설계 : 이론과 실습교육 과정
Training course on reactor core design theory and practice

1. 과정명 및 분류코드

 과정명

  (영문) Training course on reactor core design theory and practice

  (국문) 원자로심 설계 : 이론과 실습교육 과정

 분류코드 : 없음

2. 수요

 배경

  원전 증가 및 수출로 인한 산학연의 원자력 교육 수요 증가

  연구원 고유 연구성과 확산 및 국가 정책에 기여 방법 모색

  원자로 설계 관련 중소산업체 전문 인력의 직무 능력 향상 요구

  원자력산업 예비 전문 인력의 핵심 역량 강화 필요

 수요

  원자로심 설계에 대한 직무 능력 향상을 필요로 하는 중소산업체 직원 또는 

연구자

 요구역량 분석

  원자로심 설계에 관한 전반적인 개념 지식 및 기술 보유

  원자로심 설계 관련 실무 경험 보유

3. 과정목적 및 학습목표

 과정목적

  원자로설계 관련 중소산업체 전문 인력의 업무능력 향상과 원자력산업 예비 

인력의 능력 배양

 학습목표

  원자로심 설계에 관한 전반적인 개념 정리

  핵연료집합체 핵설계에 관한 이해 및 기술 습득

  군정수 생산에 관한 방법론 이해 및 기술 습득

  노심장전모형 선정에 관한 방법론 이해 및 기술 습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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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설계에 관련된 자료 생산 방법론 이해 및 기술 습득

4. 주관 및 주최 :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교육센터

5. 기간 : 4일

6. 장소 : 25석 규모의 강의실 및 전산실습실을 갖춘 곳

7. 대상

  원자로설계 관련 중소산업체 직원 및 대학/대학원생 등

  적정인원 : 약 25명 내외

8. 선수과목 : 없음

9. 사용언어 : 한국어

10. 기관 및 과정관리자 자격

  기관 : 원자로심 설계 교육이 가능한 교육훈련 기관

           (예: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교육센터)

  과정관리자 : 교육센터에 근무하는 정규직원

 11. 강사

  원자로심 설계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 또는

  원자력교육센터장이 인정하는 사람

12. 교과내용

  학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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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방법

교과목 세부내용
시간

강의 실습

필수이론 노심설계 개요 노심 핵설계 기초이론 및 개요 강의 1.5 -

이론

및

실습

핵연료집합체 핵설계 핵연료집합체 핵특성 및 연소계산 등 1.5 -

군정수 생산 군정수 생산 방법론 및 실습 등 1.5 1.5

군정수표 구조 군정수표 구조 개요 강의 1.5

노심장전모형 선정 노심장전모형 설계 지침 및 실습 등 1.5 1.5

열수력 설계용 자료 생산 열수력 설계용 노심핵설계 자료 분석 0.5 1

핵연료 설계용 자료 생산 핵설계 설계용 노심핵설계 자료 분석 0.5 1

안전해석용 자료 생산 안전해석용 노심핵설계 자료 분석 0.5 1

소    계 9 6

기타 오리엔테이션, 수료 등 1.5 -

합    계 16.5

  학습구조

   본 교육과정은 원자로심 설계에 관한 이론 및 실습 교육을 통해 원자로 설계 

관련 중소 산업체 전문인력 및 원자력 산업 예비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으

로 구성

이론교육 실습교육 ▶
원자로심 설계 
전문인력 및

예비인력 양성

13. 인프라 요건 

  시설 : 강의실(30석 이상), 전산실습실(28인 이상 수요 가능한 컴퓨터)

  장비 : 컴퓨터 30여대, 음향, 프로젝터, 스크린, 유/무선 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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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개발요건

  주교재

     - 원자로심 설계 이론과 실습 교재(과목별 강의안을 바탕으로 구성)

  시험평가 및 설문항목

     - 시험평가 : 없음

     - 설문항목 : 강사 및 강의내용, 학습방법의 유효성, 현업적용도, 교육운영을 

포함한 교육환경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만족도의 설문항목으로 

반영함

15. 운영요건

  교육과정 오리엔테이션 항목

     - 교육 목적, 교과목 구성 체계, 일정 등

  협력부서 협조 사항

     - 강의과목 관련 부서 강사 협력

  과정 담당자가 작성한 체크리스트로 점검

16. 평가요건

  평가지표

     - 교육생 만족도

  평가방법

     - 교육내용 및 운영, 강사만족도 등 서면 설문평가를 통한 전반적인 교육평가

  수료기준

     - 출석 75% 이상 

17. 기대효과

  원자로설계 관련 중소산업체 전문인력 및 원자력산업 예비인력 양성 기반 구축

  개도국 및 원자력기술수출 협력 국가의 인력양성 지원 도구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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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수행사례 : 2015년부터 3회 실시

년도 과 정 명 기간 인원

2015 원자로심 설계 : 이론과 실습교육 과정 2015.07.21 ~ 07.24 (4일) 22

2016 원자로심 설계 : 이론과 실습교육 과정 2016.07.19 ~ 07.22 (4일) 17

2017 원자로심 설계 : 이론과 실습교육 과정 2017.06.27 ~ 06.30 (4일) 23

계 62

19. 관련자료

  교재 : 원자로심 설계 이론과 실습교육 과정 교재

20. 과정 우수성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원자로심설계에 대한 고유기술을 기반으로 연구성과 확

산 및 산학연 협동에 기여

  원자로설계 관련 중소산업체 전문인력 및 원자력산업 예비인력 양성에 기여

21. 설계서 이력

순번 내   용 작성자 일자

1 최초 작성 나정현 2017.12.12

22. 비고

  원자력교육센터 담당자 직접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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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로 운전면허 교육훈련 과정
Education on Kijang Research Reactor SRO/RO licenses

1. 과정명 및 분류코드

 과정명

  (영문) Education on Kijang Research Reactor SRO/RO licenses

  (국문) 기장로 운전면허 교육훈련 과정

 분류코드 : 없음

2. 수요

 배경

  세계적으로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하는 분야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국내에서

도 연구용 원자로의 활용도가 증가되어 부산에 기장연구로가 건설 진행중

  기장연구로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안전법에 따라 원자로조종감독자

(SRO) 및 원자로조종사(RO) 면허소지자가 필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라 10주 이상의 해당 연구로 관련 교육훈

련 이수 시 실무경력 1년 인정

 수요

  기장로연구로 원자로조종사 및 원자로조종감독자 면허시험에 응시하고자 하

는자 중 실무경력 1년을 필요로 하는 사람

  기장연구로 운전을 위한 직무 능력 향상을 필요로 하는 원내직원

 요구역량 분석

  기장로연구로 원자로조종사 및 원자로조종감독자 면허시험 응시자 중 실무경

력 1년 취득

  본 교육과정 수강생은 원자력 전반에 관한 기초 지식 또는 원자로 운전 및 

운영 관련 실무 경험이 있는 것이 유리함

3. 과정목적 및 학습목표

 과정목적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라 원자로조종사 및 원자로조종감독자 시

험에 응시하고자 하는자 중 실무경력 1년을 인정함과 동시에 원자로 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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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 인력을 양성

  기장연구로 시운전 및 운전 업무 수행 능력 확보 

  기장연구로 유지보수를 위한 직무 능력 확보 

 학습목표

  원자력공학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 정리

  원자로이론에 대한 이해 및 지식 습득

  기장연구로 시설 구조와 재료 선정 및 설계방법 이해

  원자로 운전제어 방법 및 상황별 조치 방법 습득

  핵연료물질 등의 취급 및 관리 기술에 관한 이해

  방사선안전관리의 중요성 인지

  원자력관계법령에 대한 국내 기준의 요건 이해

  원자로 운전 실습을 통한 직무능력 향상

4. 주관 및 주최 :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교육센터

5. 기간 : 10주 이상(400시간 이상)

6. 장소 : 40석 이상 규모의 강의실

7. 대상

  한국원자력연구원 소속 예비 기장연구로 조종사 및 조종감독자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라 원자로조종사 및 원자로조종감독자 면

허 응시자 및 원자로 조종에 관한 실무경력 1년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 또

는 원자로 운전 및 운영에 대한 직무능력을 습득하고자 하는 사람

  적정인원 : 약 20명 내외

8. 선수과목 : 없음

9. 사용언어 : 한국어

10. 기관 및 과정관리자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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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 원자력관계 면허시험 시행에 따른 경력(교육훈련 포함)의 내용 및 산

출방법 등에 관한 규정”제4조에 의거하여 원자로조종사 및 감독자 

면허의 응시자격 획득을 위해 실무경력 1년을 인정하는 교육으로서 

10주 이상 원자로 조종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경우 동 규정에 따

라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가능

  과정관리자 : 교육센터에 근무하는 정규직원

 11. 강사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전문가

  연구용 원자로조종사/조종감독자 면허 소지자

  원자력 및 방사선 등 관련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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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교육센터장이 인정하는 사람

12. 교과내용

  학습내용

학습
방법

교과목 세부내용
시간

강의 실습

이론

및

실습

원자력공학 기초

원자력공학 개론

원자력계통설계

핵연료주기

원자력안전

방사선안전관리

13 -

원자로이론
연구로 및 발전로 소개

원자로이론 이해
20 -

원자로시설의 구조, 

재료 및 설계

기장로에 관련된 사업, 부지, GA, 건설, 품질보증

기계, 유체, 노심, 계측, 안전, 기기검증, 장치, 핵연

료, 중성자이용, 시설, 운영, 시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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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 운전제어

원자로의 예비운전, 운전 전 절차 및 운전조작

각종 도면 독도법

지시 신호의 판별 및 대책

계측 장비의 이용 및 판독 방법

원자로 시설의 동특성 및 운전

방사선 감지 시설의 기능 및 사용법

방사선 장애 방어

비상시의 운전조치

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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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구조

   본 교육과정은 원자로 조종에 관한 이론 및 실습 교육을 통해 원자로 조종시 

요구하는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으로 구성

이론교육 실습교육 ▶
원자로 조종

전문인력 양성

13. 인프라 요건 

  시설 : 강의실(40석 이상), 연구용 원자로(하나로) 또는 교육용 원자로(경희대)

  장비 : 음향, 프로젝터, 스크린, 유/무선 마이크

14. 개발요건

  주교재

     - 기장로 운전면허 교육훈련 교재(각 시험 교과목별 구성, 총 9권)

학습
방법

교과목 세부내용
시간

강의 실습

이론

및

실습

핵연료물질 등의 취급 및 관리

핵연료물질 취급 방법

핵연료물질 안전조치

핵연료주기

9 -

방사선 안전관리

방사선 물리, 측정, 검출기

방사선안전관리개론

개인선량관리, 환경방사선관리

방사선 생물학

23 -

원자력 관계 법령

원자력안전법 및 관련 규정

국내 원자로 운전 관련 권고 기준

원자력안전 법령의 실무 적용

11 -

원자로 운전 실습 및 관련 시설

냉중성자, IMEF, PIEF

동위원소 생산, 핵연료 제조 시설

원자로 운전 실습(교육용 원자로)

5 12

소    계 389 12

학습평가 

및

문제풀이

학습평가와 문제풀이
모의평가

종합평가 (수료)
8

기타 오리엔테이션, 수료 등 1.5 -

합    계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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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공학 기초, 원자로이론, 원자로시설의 구조:재료 및 설계, 원자로 운

전제어, 핵연료물질 등의 취급 및 관리, 방사선 안전관리, 원자력 관계 법

령, 원자로 운전 실습 및 관련 시설, SRO/RO 면허시험(하나로)

  시험평가 및 설문항목

     - 시험평가 : 원자로조종사 및 원자로조종감독 면허시험 기출문제를 기반으

로 하나로운영부와 교육담당자의 협업을 통한 문제은행 구축

(하나로 SRO/RO 면허시험)

     - 설문항목 : 강사 및 강의내용, 학습방법의 유효성, 현업적용도, 교육운영을 

포함한 교육환경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만족도의 설문항목으로 

반영함

15. 운영요건

  교육과정 오리엔테이션 항목

     - 교육 목적, 교과목 구성 체계, 일정 등

  협력기관 협조 사항

     - 경희대학교 교육용원자로 실습 관련 협력 강의과목 관련 부서 강사 협력

  협력부서 협조 사항

     - 강의과목 관련 부서 강사 협력

  과정 담당자가 작성한 체크리스트로 점검

16. 평가요건

  평가지표

     - 교육생 만족도 및 학업성취도

  평가방법

     - 학업성취도: 교과목 전반에 대한 지필 시험을 통한 종합학습평가

     - 만족도: 교육내용 및 운영, 강사만족도 등 서면 설문평가를 통한 전반적인 

교육평가

  수료기준

     - 종합학습평가: 평균 60점 이상(과목당 40점 이상)

     - 출석 8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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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기대효과

  국내 원자력 연구 및 산업에 필요한 원자로 운전 및 운영 인력을 적시 공급으

로 원자력 산업의 생산성 증대

  실무중심의 원자로 운전 전문가 육성을 통한 원자력 산업의 안정성 향상 및 

국민 신뢰도 제고

18. 수행사례 : 2016년부터 1회 실시

년도 과 정 명 기간 인원

2016 기장로 운전면허 교육훈련 2016.08.29 ~ 2017.01.05 (19주) 7

계 7

19. 관련자료

  교재 : 기장로 운전면허 교육훈련 과정 교재

20. 과정 우수성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18조 제3항에 따른 연구용 원자로조종사 및 감독자 

면허시험 응시자격에 필요한 실무 경력 인정 과정

  연구용 원자로의 조종 및 운영 능력 향상에 기여

21. 설계서 이력

순번 내   용 작성자 일자

1 최초 작성 나정현 2017.12.12

22. 비고

  원자력교육센터 담당자 직접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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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학 실험실습 학연교육 – 방사선학 및 방사약학 
Radiology Experimental Training course for University students

1. 과정명 및 분류코드

 과정명 

  (영문) Radiology Experimental Training using HANARO and National 

Radiation research facilities for University students Radiology and 

Radiopharmacy

   (국문) 하나로와 국가방사선연구시설을 이용한 방사선학 실험실습 교육과정 

 방사선학 및 방사약학

 분류코드 : 없음

2. 수요

 배경

  실험환경이 열악한 대학교육 지원을 위해 1960년대부터 연구용원자로 및 관

련시설을 이용한 학연협동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원자력공학과 대학생을 대상

으로 실험실습 과정 운영 

   1990년대에 서울의 원자로가 폐기되고 대전에 다목적 연구용 원자로(하나로)

와 방사선 연구시설이 설치되어 2000년부터 비원자력공학 전공 이공계대학생 

체험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2010년까지 8개 분야(물리,기계,금속,재료,방사선,

생물,제약,화학)로 확대하여 운영

   2011년 8개 분야를 2개 분야(원자력발전, 방사선)로 재편           

   2012~2014년은 교육대상자를 원자력 관련학과(방사선학과 일부 포함)로   

제한하고 5일 교육과정과 교재 개발하여 운영 

   2015년 방사선학실험실습 과정을 신설하여 교재 및 교육과정 개발

   2016년 방사선학실험실습 5일 과정으로 개편하여 교재 및 교육과정 개발

  원자력교육센터는 대학에서 갖추기 어려운 연구용원자로 및 국가 방사선연구

시설을 이용한 현장실습을 통하여 국내 방사선학 관련 대학생의 전문성 향상

에 기여해 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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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

  방사선학 실험실습 교육시설이 열악한 국내 방사선학과 대학생 

  방사약학 실험실습 시설이 없는 국내 약대의 방사약학 이론 수강 대학생 

 요구역량 분석

  방사선학과 방사약학 실험실습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과 연구기술 보유 

  방사선 안전관리와 방사성의약품 생산 관련 시설, 장비 및 실무 경험 보유  

3. 과정목적 및 학습목표

 과정목적

  우리 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연구시설 및 장비들을 활용한 실험실습을 제

공하여 국내 방사선학 전문 인력 양성에 기여

  실험실습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졸업 후 방사선학 관련 산업 및 연구 분야에 보다 

쉽게 적응할 수 있는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방사선학 분야에 대한 진로 

소개

 학습목표

  방사선의 전반적인 개념 및 기술에 관한 지식 습득

  이론을 바탕으로 한 실험실습을 통해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 쉽게 이해 가능

  실험실습 교육을 통해 다양한 방사선학 및 방사약학 분야에 대한 진로 선택

의 폭 확대

4. 주관 및 주최 :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교육센터

5. 기간 : 5일

6. 장소 : 30석 이상 규모의 강의실 및 연구시설(예: 동위원소동, 연수원동 등)을 

갖춘 곳

7. 대상 : 국내 방사선학, 약학 전공 대학생 

8. 선수과목 : 예습을 위해 실습교육 20일 전 서술형 교재 미리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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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용언어 : 한국어

10. 기관 및 과정관리자 자격

  기관 : 원자력교육 전문기관(예: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교육센터)

  과정관리자 : 교육센터에 근무하는 정규직원

11. 강사

  원자력 및 방사선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전문가, 또는

  원자력교육센터장이 인정하는 사람

12. 교과내용  

  학습내용

학습
방법

교과목 세부내용
시간

강의 실습

이론
연구용원자로 개요

하나로 연구용원자로 및 부속시설과 중성자 빔을 

이용한 시험 소개
1 -

방사성의약품 품질관리 방사성의약품 개발과 품질검사법 소개 2 -

이론 

및 

실습

방사선 계측 감마스펙트로미터와 스펙트럼 분석 개념 이해 2 3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생산 공정 소개 및 용매추출법 실습  2 3

방사선 안전취급 기초 방사선방호의 이해와 방사선 방호장비 사용법 실습 2 3

중성자 래디오그래피
중성자래디오그래피의 원리 이해와 중성자빔에 투

과된 필름의 영상판독 실습 
2 3

중성자 방사화 분석
중성자 방사화 분석 원리 소개 및 생체시료 중 원소 

측정 
2 3

기타
오리엔테이션, 과정평가, 

한국원자력연구원 소개  등
4 -

 * 교육과정 구성 

   이론(3시간)+이론 및 실습(25시간)+기타(4시간) = 32시간  

  학습구조

    - 방사선학 분야의 실험실습이 가능한 과목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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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교육

▶
방사선학 분야
전문역량 증진

실습교육

13. 인프라 요건 

  교육시설 

    - 이론강의실(40~50석), 방사선 계측 실험실, 방사선 안전취급 기초 실험실, 

전산교육실 등 (예: 연수원동)

    - 방사성동위원소, 중성자 방사화 분석 실험실 (예: 하나로 동위원소동)

  교육장비

    - 중성자래디오그라피 필름 판독장비, 방사선계측 실험장비

    - 프로젝터, 스크린, 유/무선 마이크, 음향 시설 등

14. 개발요건 

  교재

    방사선학 실험 배경 이론과 실험실습 교재를 과목별로 강의안 받아 제작

     - 방사선학 실험 개요(전자파일) : 예습 위해 실습교육 20일 전 배포 

     - 방사선학 실험실습(단행본) : 이론과 실습을 구분하여 편집

  실습 평가 : 실습 과목별로 수업태도, 실습과제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강사

가 평가    

  설문지

     기대치, 전체 만족도, 교육내용 이해, 학습방법, 강사에 대한 전문지식 및 스

킬에 대한 평가, 교육운영을 포함한 교육환경, 선호과목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성

15. 운영요건

  교육과정 오리엔테이션 항목

     - 교육 목적, 교과목 구성 체계, 실험실습 일정 등

  협력부서 협조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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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제구역 출입(안전방호부)

     - 연구원 소개 슬라이드 상영 및 본관 전시실 견학(지역협력팀)

  과정 담당자가 작성한 체크리스트로 점검

  교육시행 전 대한방사선(학)과 교수협의회, 한국약학교육협의회와 각각 학교

별 교육생 수 배정 및 교육생 선정, 교육일정 등에 대해 협의

16. 평가요건

  평가지표

     - 교육생만족도 평가

  평가방법

     - 교육내용 및 운영, 강사만족도 등 설문평가를 통한 전반적인 교육평가  

  수료기준

     - 출석 80% 이상 

17. 기대효과

  방사선학 실험실습을 통해 국내 방사선학 및 방사약학 전문 인력 질적 향상

에 기여

  국내 방사선학 및 방사약학 기술 향상 및 안전성 확보에 기여

  차세대 방사선학 및 방사약학 전문 인력 양성에 기여

18. 수행사례 : 2015년부터 체계적으로 방사선학 및 방사약학 실습 실시

년도 과 정 명 기간 인원

2000-2012.6
비원자력공학 이공계 대상 “원자로 실험실습”

(방사선학과 포함)
3~4일 2,300

2012.7-2013.5
원자력 관련학과 대상 “원자로 실험실습”

(물리학과, 물리 및 에너지학부 포함)
5일 88

2013.6-2015.5
원자력 관련학과 대상 “원자로 실험실습”

(방사선학과 포함)
5일 202

2015.6-2016.5
방사선학과 대상 “방사선학 실험실습”,

약대 대상 “방사약학 실험실습”
4일 103

계 2,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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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관련 교재

  이공계대학생 연구용원자로 체험(방사선 분야)

  이공계대학생 연구용원자로 체험(제약 분야)

  방사선학 실험실습 

20. 과정 우수성

  대학에서 갖추기 어려운 연구용원자로 및 국가 방사선연구시설을 이용한 현

장실습을 통하여 국내 방사선학 관련 대학생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도록 개발

  국내 방사선학과 및 방사약학 분야 전문 인력 양성에 기여

21. 설계서 이력

순번 내   용 작성자 일자

1 최초 작성 신병철 2016. 1.

2 개 정 신병철 2017. 1.

22. 비고

  원자력교육센터 산학연교육 담당자 직접 작성

  향후 실습내용 일부 개정 예정



- 254 -

원자로 실험실습 학연교육 - 원자력공학 관련학과
Nuclear Reactor Experiment Training course for university students 

1. 과정명 및 분류코드

 과정명 

  (영문) Nuclear Reactor Experiment Training using HANARO and National 

Nuclear Research Facilities  Nuclear Engineering
   (국문) 하나로와 국가원자력연구시설을 이용한 원자로 실험실습

             원자력공학 관력학과

 분류코드 : 없음

2. 수요

 배경

  실험환경이 열악한 대학교육 지원을 위해 1960년대부터 연구용원자로 및 관

련시설을 이용한 학연협동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원자력공학과 대학생을 대상

으로 실험실습 과정 운영

   1990년대에 서울의 원자로가 폐기되고 대전에 다목적 연구용 원자로(하나로)

와 방사선 연구시설이 설치됨에 따라 하나로 및 부대시설을 이용한 원자력공

학 전공 대학생 실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

  2012~2014년은 교육대상자를 원자력 관련학과(방사선학과 일부 포함)로 하고 

5일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여 운영

  2015년 방사선 안전취급기초 등 일부과목을 추가하여 원자로실험실습 교재내

용 개선하고 원자력공학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과정 운영

  2017년 하반기 예산사정으로 원자로실험실습 4일 교육과정 개발하고 교재 내

용 개선하여 운영

  교육센터는 대학에서 갖추기 어려운 국가 원자력시설을 이용한 현장실습을 

통하여 국내 원자력공학 전공 대학생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해 오고 있음

 수요

  국내 원자력공학 전공 대학생

     (한양대, 제주대, 조선대, 세종대 등은 학점이수 실습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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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역량 분석

  원자력공학 실험실습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과 연구기술 보유

  방사선 안전관리와 원자력연구 관련 대형시설, 장비 및 실무 경험 보유

  

3. 과정목적 및 학습목표

 과정목적

  우리 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연구시설 및 장비들을 활용한 실험실습을 제

공하여 국내 원자력공학 전문 인력 양성에 기여

  실험실습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졸업 후 원자력공학 관련 산업체 및 연구 분야에 

보다 쉽게 적응 할 수 있는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원자력공학 분야에 

대한 진로 소개

 학습목표

  원자력공학의 전반적인 개념 및 기술에 관한 지식 습득

  이론을 바탕으로 한 실험실습을 통해 관련 분야 전문 지식 쉽게 이해

  원자로 실험실습 교육을 통해 다양한 원자력공학 분야에 대한 진로 선택의 

폭 확대

4. 주관 및 주최 :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교육센터

5. 기간 : 4일

6. 장소 : 30석 규모의 강의실과 연구시설(예: 동위원소동, 연수원동 등)을 갖춘 곳

7. 대상 : 국내 원자력관련 전공 대학생  

8. 선수과목 : 예습을 위해 실습교육 20일 전 서울형 교재 미리 배포

9. 사용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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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관 및 과정관리자 자격

  기관 : 원자력교육 전문기관(예: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교육센터)

  과정관리자 : 교육센터에 근무하는 정규직원

11. 강사

  원자력 및 방사선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전문가, 또는

  원자력교육센터장이 인정하는 사람

12. 교과내용

  학습내용

학습
방법

교과목 학습목표 세부내용
시간

강의 실습

이론
 방사선 안전취급 기초

방사선방호 기초 이해와 한국원자력연구원 시설방사

선 안전관리 소개
2 -

 연구로 개요 원자로 및 부속시설과 중성자 빔 이용한 시험 소개 2 -

이론 

및 

실습

 원전 모의운전 원자로의 계통 이해 및 원전모의운전 실습 2 3

 방사성동위원소생산

방사성동위원소 생산의 배경지식과 생산과정 이해

용매추출법에 의한 Mo-99/Tc-99m 분리 및 추출율 

계산

2 3

 핵연료연소도측정 
감마선의 특성과 물질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

감마스캐닝을 이용한 핵연료연소도 측정 실습
2 3

 중성자래디오그래피
중성자래디오그래피의 원리 이해와 중성자 빔에 투

과된 필름의 영상판독 실습
2 3

 방사선 계측 감마스펙트로미터와 스펙트럼 분석 개념 이해 2 3

 노심 열수력
노심 열수력 설계 업무 이해와 해석 도구를 이용한 

노심 열수력 분석 실습
2 3

견학
 본관 한국원자력연구원 역사관 견학 - 1

 한전원자력연료 상용 핵연료 생산시설 견학 - 2

기타
 오리엔테이션/

 과정평가
2 -

※ 이론(4시간)+이론 및 실습(20시간)+견학(3시간)+기타(2시간)=29시간

   실습과목: 4개만 선택

학습구조

     - 원자력공학 분야의 실험실습이 가능한 과목을 위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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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교육

▶
원자력공학 분야
전문역량 증진

실습교육

13. 인프라 요건 

  교육시설

     - 이론 강의실(40~50석), 원자력발전로 시뮬레이터실, 방사선 계측 실험실, 

전산교육실 등 (예: 연수원동) 

     - 방사성동위원소 실험실 (예: 하나로 동위원소동) 

     - 핵연료연소도 측정 실험실 (예: 조사재 실험동) 

  연수원동 교육장비

     - 중성자래디오그래피 필름 판독장비, 방사선계측 실험장비 

     - 원자력발전로 시뮬레이터

     - 전산교육 장비

     - 프로젝터, 스크린, 유/무선 마이크, 음향 시설 등 

14. 개발요건

  교재

    원자력공학 실험 배경 이론과 실험실습 교재를 과목별로 강의안 받아 제작

     - 원자로 실험실습 (전자파일) : 예습 위해 실습교육 20일 전 배포

     - 원자로 실험실습(강의용) 단행본 : 이론과 실습을 구분하여 편집

  실습 평가 

    실습 과목별로 수업태도, 실습과제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강사가 평가

  설문지

기대치, 전체 만족도, 교육내용 이해, 학습방법, 강사에 대한 전문지식 및 스

킬에 대한 평가, 교육운영을 포함한 교육환경, 선호과목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성



- 258 -

15. 운영요건

  교육과정 오리엔테이션 항목

     - 교육 목적, 교과목 구성 체계, 실험실습 및 견학 일정 등

  협력부서 협조 사항

     - 통제구역 출입(안전방호부)

     - 본관 역사관 견학(지역협력팀)

     - 한전원자력연료 홍보협력실에 실습 참가 학생들 방문신청서류 제출

  과정 담당자가 작성한 체크리스트로 점검

  교육 시행 전 원자력공학 전공 학과들과 개별적으로 학교별 교육생 수 배정 

및 교육생 선정, 교육일정 등에 대해 협의

16. 평가요건

  평가지표

     - 교육생만족도 

  평가방법

     - 교육내용 및 운영, 강사만족도 등 설문지를 통한 교육평가  

  수료기준

     - 출석 80% 이상

17. 기대효과

  원자로 실험실습 통해 국내 원자력 전문 인력 질적 향상에 기여

  국내 원자력공학 기술 향상 및 안전성 확보에 기여

  차세대 원자력공학 전문 인력 양성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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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수행사례 : 매년 실시

년도 과 정 명 기간 인원

2012.

1-12

원자력공학 관련학과 대상 “원자로 실험실습”

(일부대학 89명 비용 부담)
5일 104

2013.

1-12

원자력공학 관련학과 대상 “원자로 실험실습”

(일부대학 89명 비용 부담)
5일 177

2014.

1-12

원자력공학 관련학과 대상 “원자로 실험실습”

(일부대학 82명 비용 부담)
5일 114

2015.

1-12

원자력공학 관련학과 대상 “원자로 실험실습”

(일부대학에서 98명 비용 부담)
5일 137

2016.1

-2017.6

원자력공학 관련학과 대상 “원자로 실험실습”

(일부대학에서 44명 비용 부담)
5일 87

계 619

19. 관련자료

  원자로 실험실습

20. 과정 우수성

  대학에서 갖추기 어려운 연구용원자로 및 국가 원자력연구시설을 이용한 현

장실습을 통하여 국내 원자력공학 관련 대학생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도록 개

발

  국내 원자력공학 분야 전문 인력 양성에 기여

  원자력공학 및 방사선학 실험실습교육의 우수성 인정받아 교육부 주최 2016

년 산학협력엑스포에서 인력양성부문 교육부장관 표창 수상

21. 설계서 이력

순번 내   용 작성자 일자

1 최초 작성 원종열 2016. 2.

2 개 정 신병철 2016. 8.

3 개 정 신병철 2017. 7.

22. 비고

 원자력교육센터 산학연교육 담당자 직접 작성

 향후 원자력 연구개발 인력 실습으로 일부내용 개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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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양식

KAERI보고서번호 KAREI/RR-4278/2017 보고서 종류 연구보고서

제 목 / 부 제 산학연 연계 원자력전문교육

연 구 책 임 자  및 
부 서 명

김웅기 / 원자력교육센터

연구자 및 부서명

남영미, 황혜선, 조문성, 신병철, 고한석, 원종열, 주용창, 노시표, 
민상기, 송은주, 진유림, 정솔, 유병덕, 나정현, 김현경, 김지현,

김윤미, 이병채, 최예빈, 허재승 / 원자력교육센터,
김연구 / 고온가스로개발부,
황두성 / 해체폐기물관리실

출 판 지 대전 발 행 일 2017.12.31. 총  페 이 지 262p.

공 개 여 부 공개( O ), 비공개(   )

참 고 사 항
표( 133 )개, 그림( 41 )개, 

참고문헌( 7 )개
비 밀 여 부 대외비(   ), __ 급 비밀

I N I S  공 개 여 부 공개( O ), 비공개(   )

초록 (15-20줄 내외)

산학연 연계 원자력전문교육 과제에서는 국가 원자력사업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KAERI 

강점기술과 기관 특성에 기반한 교육과정을 개발 운영하고 있다. 원자력 산업체 요원을 주대상으로 하는 

원자력전문교육 과정으로서 방사선취급기술과, 확률론적안전성평가, 원자력안전,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원

전시스템, 노심설계 등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였다. 차세대 원자력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학·연 협동교육은 원자력 관련학과 뿐만 아니라 방사선학과와 방사약학 전공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론과 

함께 연구원의 실험·실습 장비를 활용하여 학교의 교육과는 차별화된 실험실습 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하였

다. 원자력 연구개발 요원 대상으로는 전문교육,  법정교육 과정을 실시하였으며, 국민의 원자력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 공공기관, 중등교사, 중학생,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원자력 이해증진 과정을 운영하면서 원내 

시설견학 등을 통하여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였다. 이외에 본 과제에서는 연수원동 강의시설 및 실험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수원동 강의실과 교육시설을 개선하였다.

본 사업을 종합한 결과 2017년도에는 16 종의 교재를 신규 개발하고 4개 과정을 신규 개발하는 등 

총 32개 과정을 운영하였으며, 산업체 대상 교육과정 1,475명, 학연협동과정 161명, 원자력이해증진 과정 

369명, 연구 요원 교육과정 1,191명 등 총 3,196명이 교육훈련과정을 수료하였다. 2015년부터 학연 협력

을 통해 기존의 대학생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강화한 인턴십을 통해 올해에는 140명을 훈련하고 학연협동 

석·박사학위 과정 운영을 통해 신규로 27명을 선발하고 석사 7명 박사 3명을 배출하였다.

주제명키워드
(10단어내외) 

원자력교육훈련, 인력양성, 원자력산업, 방사선, 실험실습, 학연협동, 원자력 이해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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