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AERI/RR-2145/2000

최종보고서

한․IAEA 신규 원자력사업 추진대상국 

원자력정책담당자 양성 공동연구

Joint Project to Implement a Training Course/Seminar for 

High-Level Decision Making Officials on Nuclear Policy 

Between Korea and IAEA 

과  학  기  술  부

KAERI



제   출   문

과 학 기 술 부 장 관 귀하

  본 보고서를 “한․IAEA 신규 원자력사업 추진대상국 원자력정책담당자 

양성 공동연구”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1. 9.

                          주관연구기관명  : 한국원자력연구소

                          주관연구책임자  : 이의진

                          연    구    원  :  서인석, 김시환, 이한 , 

유병훈, 강우조, 남 미,  

현하욱, 원종열, 김홍순, 

김현준, 양맹호, 정환삼

이정공

                           IAEA 연구참여자 :  Dr. Poong-Eil Juhn

                                              Dr. Peter Trampus

                                              Dr. R. S. Kamel

                                              Mr. Boris Gueorguiev

                                              Mr. M. N. Razeley

                           감  수   위  원 : 김화섭

                          



연구자문위원 : 이창건 (원자력위원)

        조청원 (과학기술부 원자력국장)

              김진경 (과학기술부 조사평가과장)

              박현수 (한국원자력연구소 핵연료주기기술개발단장)

                     김화섭 (한국원자력연구소 원자력정책팀장)

                    최 명 (한국원자력연구소 원자력통제기술센터장)

               류건중 (한국원자력연구소 책임연구원)

                     정준극 (한국원자력연구소 책임기술원)

                     이창우 (한국원자력연구소 환경연구팀장)

                     오근배 (한국원자력연구소 정책연구팀장) 

                     은 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책임연구원)

                     문명국 (한국전력공사 원자력발전처장)

                     임  번 (한국전력공사 원자력교육원장)

                     이낙희 (한국전력공사 KEDO 교육훈련팀장)

                     시인권 (한국전력공사 원자력자재처부장)

                     전재풍 (한빛Power서비스 사장)

                     박용집 (금강코리아 연구개발소장)

                     안종환 (한국전력기술(주) 설계지원처장)

                     정락인 (한국중공업 개통기술실부장)

 

              

              

           



- i -

요   약   문

Ⅰ. 제  목

   한․IAEA 신규 원자력사업 추진대상국 원자력정책담당자 양성 공동연구

Ⅱ. 연구개발의 배경 및 필요성 

   IAEA의 주요 임무 중의 하나가 신규 원자력발전사업을 준비하는 국가

들에게 훈련과정 및 전문가를 지원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30년간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 원자력발전사업을 가장 활발히 추진하 으며 성공

적으로 기술자립을 달성한 국가이다. 또한 IAEA와 원자력발전에 관심을 

가진 개발도상국들은 한국의 경험과 Know-how에 관심을 표명하며 이와 관

련된 국제협력을 강화하길 요청하여 왔다. 이에 따라 보다 효과적으로 우

리의 경험과 Know-how를 이들 개발도상국에게 전수하기 위해 1999년부터 

2000년간에 IAEA와 한국원자력연구소 원자력연수원은 신규 원자력사업 추

진 대상국가 또는 새로운 노형 도입 예정국가의 원자력정책담당자를 위한 

커리큘럼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 다. 동 과제 공동수행 시 IAEA와 

한국원자력연구소는 단일과정 수행의 범위를 벗어나 개발도상국 원자력요

원 양성을 위한 공동협력 과제 수행을 지속하기로 협의하 다.

   이와 관련하여 동 과제는 1999년도 커리큘럼 공동개발 과제 수행을 통

하여 지난 30여 년간의 우리의 경험이 집대성된 문교재를 개발하고 또

한 우리의 경험과 Know-How에 관심을 가진 국가들을 대상으로 훈련과정을 

제공하기 위해 과제를 수행하 다. 특히 신규 원자력발전사업 추진 예정

인 베트남은 우리나라와의 원자력협력에 많은 관심을 표명하 다. 1999년

부터 베트남과 한국간에 원자력기술조사단이 여러 차례 교환되었으며, 

2000년 11월에는 과학기술부 차관이 베트남을 방문하 다. 우리나라의 원

자력정책 경험과 사업관리 경험을 전수 받길 원하는 베트남의 요청에 따

라, 동 과제 수행을 통해 베트남 고위직 원자력정책담당자를 초청하여 훈

련과정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훈련과정이 유용한 이유는 현재 베트

남의 경제적 상황이 우리나라의 1960 ∼ 1970년대와 매우 유사하여 우리의 

경험이 베트남의 원자력발전사업 도입 연구에 매우 도움이 되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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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개발도상국 원자력인력양성에 대한 IAEA와의 공동노력은 우리의 

기술력을 세계 속에 홍보하고 우리 기술력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은 물

론 향후 원자력발전사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보다 효과적인 분위기가 조성

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Ⅲ.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1999년부터 2000년도에 IAEA와 공동으로 개발도상국 

원자력정책담당자 훈련과정 커리큘럼을 개발하는데 있다. 이를 활용하여  

개발도상국 원자력정책담당자에게 필요한 문교재를 개발하며 베트남 등 

과 같이 양국간 협력에 의한 또는 IAEA와 공동으로 훈련과정을 개설하는 

것이다. 문 교재 개발과 훈련과정(세미나) 개설은 국내 원자력 산업의 

해외진출의 기반조성을 위한 것이며 또한 IAEA와 개발도상국 원자력요원

양성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이다.

Ⅳ.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한국원자력연구소 원자력연수원에서는 IAEA와의 개발도상국 원자력요

원 양성에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1999년부터 2000년간에 개발도상국 원자

력요원에게 필요한 훈련과정을 원자력정책과 사업관리부분으로 정하고 커

리큘럼을 공동으로 개발하 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원자자력요원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개발 및 연수사업을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IAEA와 합

의하 다. 1999년 IAEA와의 공동으로 개발한 원자력정책 담당자용 훈련과

정 커리큘럼을 개발도상국 원자력 요원을 위한 훈련과정에 지속적으로 활

용하기 위하여 동 과제를 IAEA와 공동으로 추진하 다. 동 연구과제의 연

구내용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IAEA와 공동으로 개발한 원자력정책 및 사업관리 과정의 커리큘

럼을 개발도상국요원 양성에 활용한다.

   둘째, 신규 원자력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의 원자력정

책담당자에게 필요한 문책자(교재)를 IAEA와 공동으로 개발한다. 

   셋째, 개발된 커리큘럼과 문책자를 이용 IAEA와 공동으로 원자력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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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업을 도입하려는 베트남의 고위 원자력정책담당자를 초청 훈련과정

(세미나)을 개최한다.

   넷째, 세미나 개최 결과를 평가하여 커리큘럼을 개선하고 아울러 베트

남과의 원자력인력양성 분야에 공동협력한다.

Ⅴ. 연구개발 결과

   동 과제의 결과물로 ‘Nuclear Power Project: Policy and Korean 

Experience (원자력 발전 사업 한국의 정책 및 사업관리 경험)’ 문책자

를 개발, 출판하 다. 동 책자는 원자력발전사업의 기술자립을 성공적으

로 달성한 한국의 지난 30여 년간의 정책 및 사업관리 경험을 집대성한 

것이다. 이 문책자는 IAEA의 신규 원자력발전사업 추진 또는 새로운 노

형 도입 예정국가의 원자력정책담당자들을 위한 훈련과정의 교재로 활용

하기 위한 것이다, 과학기술처, 한국전력공사,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전

력기술(주), 두산중공업(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국내 원자력관련

기관에서 30년 이상 원자력정책 및 원자력발전사업관리 분야에 종사한 전

문가들을 과제 자문위원 겸 원고 작성자로 참가하 다. 또한 IAEA와의 교

재개발 역할 분담계획에 따라 원자력발전국과 기술협력국 전문가들이 교

재 감수작업에 참여하 다.

   2000년 11월 과학기술부 차관 베트남 방문 시 합의된 베트남 고위 원자

력정책 결정자 초청 세미나를 Vietnam Atomic Energy Commission(VAEC)와 

협의 2001.5.5 ∼ 17일간에 한국원자력연구소 원자력연수원에서 개최하

다. 동 세미나에 참여한 베트남 대표단은 원자력정책을 결정하는 고위 관

리로 베트남 공산당, 국회, 과학기술환경부, 산업부의 차관급 3명, 국장급 

3명으로 구성되었다. 베트남의 원자력발전사업 도입을 결정하는 고위층에

게 이번 세미나 개최는 우리나라와 베트남간에 실제적인 원자력협력의 본

보기로 평가되었다. 또한 우리의 경험이 베트남 원자력발전 사업도입 과정

에 기본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으며 향후 양국간 원자력 인

력양성 협력에 시발점이 되었다.

   또한 개발된 커리큘럼과 문책자를 활용하여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지원으로 IAEA와 공동으로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RCA 회원국 원자력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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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관리자를 대상으로 원자력정책 및 사업관리 훈련과정을 2001. 11.1 ∼

21일(3주)간에 개최할 것이다. 동 훈련과정에는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

시아, 베트남 등 13개 IAEA RCA 회원국의 훈련생 20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2002년도 5월 3주간 IAEA와 공동으로 동 훈련과정을 개설할 계획이다. 

   베트남의 고위 원자력정책 담당자 초청세미나 개최를 계기로 베트남과

의 원자력인력양성에 대한 협력사업이 한층 활기를 띄게 되었다. 동 훈련

과정 개최의 계속사업으로 2000년 KISTEP 과학기술 인력교류사업에 따라 

원자력정책 분야, 안전성 해석 분야, 열수력학 분야 및 방사선방호 분야 

등의 베트남 전문가 4인이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3개월간 현장훈련을 받

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동 과제를 통하여 베트남의 원자력사업 추

진에 필요한 원자력 전문인력양성사업 즉 베트남 원자력교육훈련센터 설

립지원, IAEA를 통한 베트남 장학생 및 과학자 방문훈련, 국내 전문가 파

견 지원 등 향후 베트남과의 원자력인력양성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될 전망이다.

Ⅵ.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동 과제 결과의 활용 계획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발된 문 교재를 멀티미디어 디지털 교육자료로 변환한 

CD-ROM으로 제작 IAEA 회원국 훈련생을 대상으로 향후 국제 Cyber 원자력

교육과정에 활용할 것이다. 또한 제작된 CD-ROM을 IAEA 신규 원자력발전 

사업 추진 예정국가들과의 국제협력 자료로 활용할 것이다.

   둘째, 개발된 문 책자를 개발도상국 원자력요원 양성을 담당할 IAEA

의 International Nuclear University의 원자력 정책 및 전원계획 

(Nuclear Policy and Energy Planning) 분야의 한 학기용 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판 출판작업을 지속할 것이다.

   셋째, IAEA와 공동으로 2000.11.1 ∼ 21일간에 IAEA RCA 회원국의 원자

력 정책담당자를 대상으로 원자력정책 및 사업관리과정을 개최할 것이다. 

동 과정 개최 시 먼저 개발된 교재와 커리큘럼의 활용하고 향후를 대비 

교재의 개편작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2002년 5월에도 IAEA와 

공동으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원자력정책 및 사업관리 훈련과정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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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할 것이다.

   넷째, 개발된 문책자의 활용 범위를 중국, 우크라이나, 모로코, 인

도네시아, 이집트 등 신규 원자력발전사업 추진 대상국가들이나 또는 새

로운 노형 도입 예정국가들과의 원자력인력양성 협력의 기초자료로 활용

할 것이다.

   다섯째, 특히 베트남이 필요로 하는 원자력 교육훈련센터 설립지원, 원

자력인력양성 협력, 전문 초청 훈련과정 제공 등의 사업을 지속할 전망이

다. 그러므로 이를 과제화하여 베트남과의 원자력인력양성 협력을 실질적

으로 추진할 것이다. 또한 한국에서 훈련받은 베트남의 전문인력들을 국내 

모든 원자력 관련기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Data-Base화할 것이며 이들은 

향후 시장 진출을 위한 친한 인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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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Project Title

   Joint Project to Implement a Training Course/Seminar for 

High-Level Decision Making Officials on Nuclear Power Between Korea 

and IAEA

Ⅱ. Background

   It is a function of the Agency to encourage and assist in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practical applications of nuclear 

energy for the peaceful uses of member states, who want to have 

nuclear power programme, through providing training courses/seminars 

and experts services. Korea is one of the developing country who has 

actively implemented the nuclear power programs during the last 

three decades in the world. Therefore, the Agency and many 

developing member states, who are interested in the introduction of 

nuclear power programme in their countries, requested to have 

cooperation with Korea in the field of nuclear power policy and 

nuclear power project management.

   In order to share Korean experiences in the field of nuclear 

policy and project management with the Agency's member states, 

particularly with developing countries, the Agency and the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KAERI) have developed jointly a 

training course curriculum for nuclear policy decision makers in the 

developing countries from 1999 to 2000 as part of a follow-up 

activity of th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between the Agency 

and th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MOST) signed on 1998.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se curricula for the nuclear policy 

decision makers in developing country, it is needed to have a joint 

project between the Agency and the KAERI. Particularly, Viet Nam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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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idering to introduce the first nuclear power plant during 

2015-2020 according to his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plan. Viet 

Nam requested Korea to share Korean experiences in the field of 

nuclear policy and project management through providing the training 

course or seminar for his high-level nuclear policy decision makers 

at the KAERI when the deputy minister of MOST visited Viet Nam in 

November 2001. The Agency also wanted Korea to implement the 

training courses continuously for the middle level managers of 

nuclear policy and project management for the developing countries.

Ⅲ. Objectives

   The purpose of the project is to publish a english text book for 

the training course on nuclear policy and project management, and to 

implement the training course for the nuclear policy decision makers 

in developing countries with the Agency and particularly for high 

level nuclear policy decision makers in Viet Nam upon the based on 

the developed curricula in 1999-2000. The main objectives of the 

training courses/seminars are to promote in exporting Korean nuclear 

industry to oversea markets, and to cooperate with the Agency in 

enhancing  cooperation programme on nuclear manpower development for 

developing countries.

Ⅳ. Scope and Contents

   The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are as follows:

Firstly, the curricula developed with the Agency will be utilized 

for the nuclear policy decision makers in developing countries.

Secondly, a english text book will be published under the 

cooperation with the Agency upon the based on the developed 

curricula. The Korean experts, who have more than about 30 years 

experiences on nuclear power policy and project management, w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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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pare the contents of a english text book. The Agency experts will 

review the contents of a english text book which is prepared by the 

Korean experts.

Thirdly, the KAERI will provide the training course/seminar for high 

level nuclear decision makers in Viet Nam in May 2001.

Fourthly, the KAERI will provide the training course for middle 

level managers of nuclear policy and project management under the 

cooperation of the Agency in 2001 and 2002.

Lastly, The KAERI will update continuously the content of a english 

text book through the evaluation of training results. The KAERI will 

promote and level-up the bilateral cooperation programme on nuclear 

manpower development with Viet Nam through the providing on-the 

job-training at the KAERI for Vietnamese experts, etc..

Ⅴ. Results

   Through this project, the KAERI has published a english text book 

titled 'Nuclear Power project: Policy and Korean Experience' with 

the cooperation with the Agency. Korean experts, who have more than 

30 years experiences in nuclear policy and nuclear power project 

management, involved to prepare the contents. Experts, who are 

working for Department of Nuclear Energy and Department of Technical 

Cooperation in the Agency, reviewed the contents.

   The KAERI has provided a training course/seminar for a high-level 

delegation of nuclear policy decision makers, which is consisted of 

3 deputy ministers and 3 general directors in Viet Nam Communist 

Party, Assembly, Government Departments, upon the agreement between 

Vietnam Atomic Energy Commission (VAEC) and MOST at Hanoi in 

November 2000. The KAERI decided to provide the IAEA regional 

training course for middle level managers of nuclear policy and 

project management in RCA member states in November 2001 and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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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 the cooperation with the Agency and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The training course curricula, a english text book will be 

utilized as basic technical materials to promote the national 

nuclear cooperation program with the developing countries, that are 

considering to introduce the first or a new nuclear power plant, 

such as China, Indonesia, Bangladesh, Morocco, Egypt, Ukraine, etc.

   Through the project, the bilateral nuclear cooperation between 

Viet Nam and Korea in the field of nuclear manpower development has 

improved practically. The KAERI has decided to provide on-the 

job-training program for Vietnamese experts in the field of nuclear 

policy, safety analysis, thermal-hydraulic analysis, etc under the 

2000 KISTEP Scientist Exchange Program. Futhermore, the next project 

concerning nuclear manpower development will be actively initiated 

for the enhancement of nuclear technical cooperation between Viet 

Nam and Korea.

      

Ⅵ. Proposal for Applications

   The results gained form the project will be applied for the 

future project at the KAERI as follows;

Firstly, KAERI will transfer the english text book to multi-media 

training materials with making a CD-ROM for the purpose of 

utilization of the materials in developing cyber nuclear training 

programs.

Secondly, KAERI will utilize the english textbook for the education 

of university students, particularly in the field of subject on 

nuclear policy and energy planning.  Futhermore, the english text 

book will also be utilized very usefully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Agency sponsored International Nuclear University in the future.

Thirdly, the KAERI will provide continuously the IAEA reg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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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ining courses for nuclear policy decision makers in developing 

countries in 2001 and 2002 under the cooperation of the Agency.

Fourthly, the KAERI will extend the utilization scope of the english 

text book for the national nuclear cooperation programme with the 

developing countries, which will severely consider introducing the 

first or a new nuclear power plant.

Lastly, the KAERI will promote the bilateral cooperation project 

between Viet Nam and Korea through providing assistance for the 

establishment of nuclear education and training center in Viet Nam, 

proving training program for Vietnamese experts at KAERI, 

dispatching Korean experts to Viet Nam, etc. The KAERI will also 

prepare data base of trained Vietnamese in Korea for the maximum 

utilization of them in cooperating with Viet 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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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개발 배경 및 필요성

   우리나라는 1970년대부터 지난 30여 년간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원

자력발전 사업을 추진한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개발

도상국으로는 최초로 원자력발전소 설계능력과 원자력발전소 기자재의 국

산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달성한 국가이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부터 원자

력발전을 국가 에너지 확보사업의 주종으로 선택하고 적극적인 원자력 기

술자립 정책과 지속적인 원자력 이용개발 정책을 추진하 기에 기술자립

이 가능한 것이었다. 1990년대에 들어 독자적인 원자력산업 공급체제를 

구축하 고, 북한 경수로 건설 등 원자력 기술의 해외진출에까지 진행되

고 있다. 이렇게 원자력발전 기술자립 및 국산화사업을 성공적으로 달성

한 우리나라는 IAEA 그리고 아시아∙태평양지역, 동구권, 아프리카 지역 

등의 IAEA회원국들로부터 원자력발전사업의 정책수립, 사업관리, 원자로 

설계, 원전의 건설 및 운  분야에 사업경험과 Know-How가 가장 풍부한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한국표준형원자력발전소 준공, 차세대원자로 개발추진, 연구용 

원자로 설계 및 운 , 비원전 중소형 원자로개발 등으로 한국이 세계 속

의 원자로 공급국가로 도약함에 따라 신규 원전사업 추진을 고려하는 나

라들은 우리의 경험과 Know-How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베트남, 중국 그리고 기타 지역 우크라이나, 이집트, 모로코 등 

원자력발전사업을 추진중이거나 추진예정인 국가들은 우리나라와의 원자

력기술협력을 강조하고 있으며 정부도 베트남 등의 국가들과 원자력기술

협력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한편 개발도상국들은 인구 증가와 산

업개발, 국가경제의 발전 등으로 에너지 및 전력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

망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온실가스 방출규제와 환경오염문제 등으로 향후 

베트남 등 아시아 지역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원자력 시장이 확대될 것

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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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필요성에 따라 개발도상국 대상 원자력 연수사업을 통해 

IAEA와의 기술협력을 강화하고 원자력발전 사업의 해외진출의 기반구축을 

위해 원전 도입 예정국가의 정책담당자들에게 필요한 교육과정의 커리큘럼

개발을 1999년부터 2000년간에 IAEA와 공동으로 개발하 다[1]. 동 커리큘

럼을 바탕으로 베트남 등의 신규 원전 사업추진 대상국가의 원자력 정책담

당자에게 필요한 문책자를 개발하고, 동 책자를 이들 국가의 정책담당자

를 대상으로 한 원전 도입 정책 훈련과정/세미나의 교재로 활용하고, 이들

을 친한 인맥으로 형성하여 국내 원자력 사업의 해외 시장진출의 기반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개발한 훈련과정의 수행에 있어서도 IAEA와 협력하여 교

재를 개발하고 훈련과정을 수행하는 것이 우리나라 기술력을 홍보하는 데 

보다 효과적일 것임으로 선행과제와의 연속선상에서 개발도상국 원자력정

책담당자 양성사업을 IAEA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 다.  

   한편 베트남은 개발정책과 적극적인 산업개발 정책의 추진으로 고도의 

경제성장을 추진하고 있어 에너지 및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전력수

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원자력이용개발 분야에 있어서도 2017년 전후의 최

초의 원자력발전소 도입을 위한 정책 결정을 구체적인 사업 추진을 준비

하고 있다. 베트남은 1980년대 중반부터 원자력발전사업 도입을 검토하

으며, 1990년대 들어 IAEA의 지원으로 원자력발전사업 도입 타당성연구를 

수행하 고 원자력발전사업 도입을 위한 인력양성 및 사업관리기법 습득 

등을 위해 IAEA의 지원을 받고 있다. 아울러 베트남은 프랑스, 일본, 캐

나다, 한국, 러시아, 중국, 인도 등 원자력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국

가들과의 협력을 통하여 원자력발전사업 도입에 필요한 국가산업의 인프

라를 구축하기 위해 양국간 원자력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베트남의 IAEA 기술협력 과제를 통해 전문가 파견사업 등

을 지원하 으며 또한 양국간 협력사업으로 1999년부터 기술조사단 상호

방문, 인력양성 지원등 베트남의 원자력이용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있다1). 

동 과제를 통해 1999년도 양국간 원자력이용기술개발 증진 기술조사단 상

호방문 시, 그리고 2000년 11월 과학기술부 차관 베트남 방문 시 베트남 

원자력이용개발사업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이 양국간의 구체적인 협력사

1) 2000년도 원자력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 ‘한․베트남 원자력협력 기반조성 및 협력방향 

설정연구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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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협의하 다. 

   첫째, 베트남 원자력정책 결정 고위직 초청 원전도입 세미나 개최 

   둘째, 전문가 파견 연구용 원자로 이용지원 

   셋째, 전문가 파견 핵의학센터 설립지원  

   넷째, 원자력안전규제 관련 정보 및 전문가 지원 

   다섯째, 베트남 전문가 훈련 지원(원자력 정책연구, 안전해석, 열수력  

 학 해석, 방사선방호 분야) 및 VAEC와 KAERI간에 협정 체결 

   여섯째, 베트남 원자력발전사업도입 타당성 조사 공동연구

  

   베트남은 한국과의 기술협력 잠재력이 큰 국가이므로 동남아시아 및 

아프리카 지역 등 원자력 기술수출의 교두보로서의 역할이 매우 크다. 또

한 국내 원자력 사업의 베트남 진출에 있어 중국, 일본 등의 원자력 기술

수출국과의 경쟁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베트남 내의 원자력 인맥확보 

및 협력강화를 위한 인력양성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 

차원의 선행투자가 요구된다. 그러므로 10년 후를 예상한 장기적이고 체

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베트남은 원자력발전사업 도입분야에 있어 IAEA

와의 활발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제 2 절 연구개발 목표 및 범위

   그 동안 프랑스, 일본을 제외한 선진국들의 원자력산업은 침체된 상태

로 유지되었다. 이런 이유로 원자력발전사업의 기반이 되는 전문인력, 원

자로 설계능력, 주요 원자력 기기 및 기자재 제작 능력에 있어 우리나라

는 세계 속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었다. 특히 원자력 기술협력분야에 

있어 과거 기술원조를 받는 위치에서 이제는 개발도상국에게 우리의 기술

을 전수하는 공급자 위치로 발전하 고 또한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원자

력 선진국과 대등한 관계에서 특정분야에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위치로 발

전하 다. 특히 IAEA는 회원국들의 기술협력사업 수행에 있어 우리나라의 



- 4 -

원자력 전문인력과 교육훈련 경험과 시설들을 회원국들의 원자력이용개발 

촉진에 주요한 자원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 원자력인력양성분야

에 우리나라의 기술공여 역할을 확대해 주길 요청하고 있다.

   신규 원자력발전사업 추진 대상국가나 새로운 노형의 원자로 도입 예

정국가들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장기간 그리고 막대한 투자가 요구

되는 원전사업 특성상 국가가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과 

전략, 그리고 효율적인 사업관리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원자력연구소 원자력연수원에서는 개발도상국 원자력요원 양성에 있

어 IAEA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1999년부터 2000년간에 개발도상국 원

자력요원에게 필요한 훈련과정을 원자력정책과 사업관리부분으로 정하고 

커리큘럼을 공동으로 개발하 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원자력요원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개발 및 연수사업을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IAEA와 합

의하 다2). IAEA와의 공동으로 개발한 원자력정책 담당자용 훈련과정 커

리큘럼을 개발도상국 원자력요원 대상 훈련과정에 활용하여 지속적인 원

자력 요원 양성을 위하여 동 과제를 IAEA와 공동으로 추진하 다. 동 연

구과제의 목표와 범위는 아래와 같다.

   첫째, IAEA와 공동으로 개발한 원자력정책 및 사업관리 과정의 커리큘

럼을 개발도상국요원 양성에 활용한다.

   둘째, 신규 원자력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의 원자력정

책담당자에게 필요한 문 책자(교재)를 IAEA와 공동으로 개발한다. 

   셋째, 개발된 커리큘럼과 문책자를 이용 원자력발전사업을 도입하려

는 베트남의 고위 원자력정책담당자를 초청 훈련과정(세미나)을 개최한다.

   넷째, 개발된 커리큘럼과 문책자를 이용 IAEA와 공동으로 개발도상

국 원자력정책 담당자 훈련과정을 개최한다.

   다섯째, 훈련과정 개최의 결과 평가를 통하여 커리큘럼을 개선하고 아

울러 베트남과의 원자력인력양성분야에 공동협력한다.

2) 한․IAEA 원자력정책 및 사업관리과정 개발 과제에서 IAEA와 공동 작성한 훈련과정개

발 협력에 관한 Minutes(2000.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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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개발의 추진체계 및 추진방법

   IAEA와 공동으로 개발한 커리큘럼은 2주간의 고위 원자력정책담당자 

훈련과정과 3주간의 원자력정책 및 사업관리 중견관리자 교육과정으로 구

분하여 개발되었다. 과정 운 을 위해 14개 주제로 개발된 커리큘럼은 아

래와 같다.

   1. 원자력발전 (Nuclear Power)

   2. 원자력 안전 및 방사선 방어 

      (Nuclear Safety and Radiation Protection)

   3. 선행 핵연료 주기 (Front-Ended Nuclear Fuel)

   4. 후행 핵연료주기 및 방사선폐기물관리, 제염 및 해체

   5. 부지 선정 및 환경 (Siting and Environmental Aspects)

   6. 원자력법령 및 규제 (Legal and regulatory Aspects)

   7. 재원확보 (Financing of Nuclear Power Projects)

   8. 대민 홍보 및 주민 참여 (Public Acceptance and Participation of  

      Decison Making)

   9. 핵 비확산 정책 (Nuclear Non-Proliferation  Regime)

   10. 원자력발전 사업개발 국가정책 

       (National Polices of Importance  to Nuclear Power Development)

   11. 한국의 원자력발전 기술자립 및 국산화 경험 

       (Korean Localization Policy and Experience in Nuclear Power   

        Technology)

   12. 원자력발전사업 준비단계의 사업관리 

       (Pre-Project Phase for Nuclear Power Project Management)

   13. 원자력발전사업 추진(건설)단계의 사업관리 

       (Implementation Phase for Nuclear Power Project Management)

   14. 원자력발전 시운전 및 가동단계의 사업관리 

       (Commissioning and Start-up Phase for Nuclear Power Projec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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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신규 원자력사업추진 대상국 원자력정책담당자 양성 추진체계 

IAEAIAEA

KAERIKAERI

( )

-

-

-

IAEAIAEA

KAERIKAERI

( )

-

-

-

   이상의 커리큘럼을 활용한 문 교재개발 추진체계와 방법에 있어서는 

먼저 원자력정책 및 사업관리 과정 커리큘럼 개발에 참여한 국내 자문위

원을 교재 원고 작성자로 지정 활용한다. 교재원고의 수준, 내용 등의 일

관성 유지를 위해 2차례에 걸쳐 자문위원회 세미나를 개최한다. 작성된 

원고의 감수를 위해 한국원자력위원회 이창건 위원을 감수위원으로 위촉

하여 활용한다. 또한 이종훈 전 한국전력공사 사장, 한국과학기술원 명예

교수 이병휘 위원, 과학기술처 조청원 원자력국장, 이창건 위원 등 국내 

원자력계 원로급 인사들로부터 교재 원고내용의 적정성에 대한에 대해 자

문을 받는다. 한편 IAEA측의 참여는 회원국의 원자력발전사업을 기술적으

로 지원하는 원자력발전국의 전풍일 국장, Boris Gueoregue 과장 그리고 

실무자인 Perter Trampus, 그리고 회원국의 기술협력사업을 지원하는 기

술협력국의 M.Razley 과장, 한국담당관 R. Kamel이 교재감수에 참여하 다.  

   개발된 교재를 바탕으로 개발도상국 원자력요원을 위한 훈련과정 개설 

추진 방법을 그림 1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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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에서와 같이 먼저 정부가 베트남간에 약속한 고위 원자력정책담

당자초청 세미나를 동 과제를 통하여 개최한다. 그리고 2001년도 11월 

IAEA와 공동으로 한국국제협력단 기술공여 훈련과정으로 인도네시아, 중

국,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훈련생을 대상으로 3주간의 원

자력 정책 및 사업관리 중견관리자를 대상으로 개최하기로 IAEA와 협의하

다. IAEA와 공동으로 개설하는 2002년도 이후에도 동 커리큘럼과 교재

를 활용 개발도상국 요원 양성에 계속 협력하기로 합의하 다.

   베트남 고위 원자력정책담당 초청세미나 개최를 기점으로 베트남과의 

원자력인력양성 협력을 실제적으로 강화하여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수출의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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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IAEA 개발도상국의 원자력발전사업 추진현황 

조사 분석

제 1 절 IAEA RCA 회원국의 원자력 인력양성 및 

        원자력발전사업 추진현황 

1. 원자력 인력양성사업 현황

가. 일본

(1) 서론

   2000년도 일본은 장기 원자력발전 연구개발계획을 개정하 으며, 원자

력발전연구개발에 있어 자격을 갖춘 인적자원을 유지하고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일본은 근래에 들어 연구원, 기술자, 그

리고 기능인력의 인원수와 연구개발비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므로 원자

력 기기설계와 제작부분의 인적자원과 현재의 기술기준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환경에서 원자력인적자원 개발의 중심역할을 담

당하는 대학은 연구기관, 산업체, 그리고 국제협력을 긴 히 하여 역량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첨단 R&D 시설을 이용하여 가장 앞선 기술

의 실제적인 사용을 위한 교육훈련이 효과적일 것이다[2].  

   산업체가 인적자원을 유지하고 기술수준을 계승하고 향상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기기나 부품생산을 계속하는 것이다. 원자력발전산업은 

첨단기술을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기술을 축적하며 교육

훈련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연구소나 산업체는 공동연구를 통하여 상호인

적자원과 기술 교환을 강화하는 시스템을 수립하여야만 국가 기술수준이 

유지될 것이다. 원자력발전이 젊은 세대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주는 것

은 R&D 활동에 의해 수행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개척자적 차원으

로 이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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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 원자력 인적자원개발의 현안

   비록 인적자원개발 계획이 긍정적인 방법으로 출발하 더라도 일본의 

원자력인적자원개발 분야에 중요한 현안들이 있다. 

   첫째는 대학에서의 원자력공학과 인기도가 현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것

이다. 그 부분적인 이유는 정보통신기술이나 생명공학과 같이 급속히 발

전하는 분야와 비교하면 원자력공학은 이미 성장한 분야라는 것이며 또한 

반핵운동과 1999년 9월 발생한 JCO 핵임계사고로 야기된 대중 매체의 비

판의 향이다. 이러한 결과로 원자력공학과는 과거 30년 전과 같이 많은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할 수 없다. 

   둘째 인적자원개발분야의 중심역할을 수행하는 연구용 원자로의 운

이 엄격해진 규제요건과 자격을 갖춘 인력의 노령화로 지속적으로 수행하

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셋째 현안은 부분적으로 야기된 연구용 원자로 운전의 규제요건 강화

와 담당 인력의 노령화로, 연구용 원자로를 기반으로 일반 원자력공학에

의 적용이 가속기를 이용하는 연구분야로 다양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러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학과 연구개발기관들은 인적자원과 기술

을 상호교환하는 시스템을 수립함으로써 국가차원에서 기술과 인력이 유

지되고 축적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인적자원과 기술의 상호교환은 국

제적인 차원으로 확대되어야 하고 인적자원과 기술수준은 세계적인 차원

에서 유지되어야 한다.  

(3) JAERI 원자력연수원의 현황

   NuTEC은 1958년 이래 JAERI의 주요 활동 중의 하나로 훈련과정의 제공

을 통하여 방사성동위원소의 이용과 원자력에너지 분야에 종사하는 연구

자와 기술자를 훈련을 담당하여 왔다. 오늘날의 활동은 원자력연구자와 

기술자를 위한 훈련과정과 일반대중에 대한 원자력 기본교육으로 구성되

어 있다. 특히 아시아 국가들을 위해 지난 17년 전부터 국제훈련과정을 

운 하고 있다. 

   NuTEC은 도쿄와 도까이에 2개의 훈련센터를 운 하고 있다. 도쿄훈련

센터가 제공하는 훈련과정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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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성동위원소와 방사선취급에 관한 기본교육과정

◦ 방사성동위원소와 이용과 관련한 아래의 전문교육과정

    - Application of Radioisotopes to Biological Sciences

    - Autoradiography

    - Radiation Processing of Polymers

    - Radiation Control

    - Liquid Scintillation Measurement

    - Radioisotopes

    - Environmental Radioactivity Measurements

◦ 1급 방사선 장해방어 감독자 및 1급 작업환경 측정 전문가 인정 교

육과정

◦ JIKA협력에 의한 방사성동위원소 관련 국제교육과정, IAEA 협력에 

의한 방사성동위원소 관련분야(Determination of Radionuclides 

in Food and Environmental Samples) 국제교육과정  

  도까이훈련센터에서 제공하는 훈련과정은 아래와 같다.

◦ 원자로공학 일반과정

◦ 원자력공학 및 방사선 장해방어 전문교육과정

◦ 단기 전문교육과정

    - 원자로공학

    - 핵연료공학

    - 방사성폐기물처리

    - 원자력에너지 기초

    - 방사선 비상 대응 및 방재대책

    - 방사선 방재 대책 초급

◦ JIKA 협력에 의한 원자로공학분야 국제교육과정

   JCO 사고와 관련 올해부터 고급 관리자를 대상으로 원자력시설 안전관

리 검사관 및 방재대책전문가 훈련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일반대중

에 대한 방사선과 원자력발전에 관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NuTEC 강사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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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교사를 위한 훈련과정의 수행은 2년 전부터 

NuTEC에서 방사선이용개발연합(Radiation Application Development 

Association)으로 바뀌고 있다. 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수행하는 ‘원자

력안전’교육과정은 4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다. 아시아 국가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훈련과정들 즉 강사요원 훈련과정, Safeguards 훈련과정들이 아

시아 국가에서 개최하고 있다. 

나. 중국

   원자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중국은 “외국의 협력을 추구하면서 주로 스

스로 자립하는” 정책으로 원자력 국지화의 추진에 초점을 맞추어 수행하

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인적자원이야말로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 

요소이므로 원자력 분야에서 고급관리인력과 전문가를 훈련시키고 개발하

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하고 있다[3]. 

(1) 원자력 분야에서 인적자원 개발의 필요성

   원자력 분야에서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는 다음과 같다.

    (가) NPP 설계

- NPP의 전체 디지털화된 I&C 시스템의 설계

- 원자력 관련시설(Nuclear Island)에 대한 지진의 계산 

- 중수로 노심 관리

(나) 원자력시설의 제염 및 방사성폐기물 처리 기술

- 원자력시설 제염

- LL과 ML 방사성폐기물의 가공

(다)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및 원자력기술 이용

- 의학적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성 의약품의 생산 기술

- RIA와 실험실 관리

- 농업에서의 방사성핵종을 이용한 토양 침식과 퇴적물 생성의 환경 평가

- 목초 생태계에 추적자원소의 효과적인 순환모델과 경제적 이용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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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  원자력기술 이용

- 농업생태계에서 술포닐요소 제초제의 작용 

(2) 인적자원의 필요성에 대한 우위 부여

   “설계, 건설 및 제조의 자립, 그리고 운 의 원칙"은 원자력 발전을 

위해 10차 5개년 계획 동안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고수될 것이다. 중국은 

선진화된 관리방법과 경험들을 외국으로부터 배워야 하고 중국 원자력발

전소의 안전성, 자립성, 경제성을 개선시키기 위해 국제적 협력을 수행해

야 한다. 디지털화된 I&C 체계 설계, 핵시설의 제염기술 방사성폐기물의 

처분기술,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그리고 원자력기술 이용 등이 우선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일이다.

(3) 중국의 인력훈련에 대한 하부구조

(가) 진산(Qinshan) 원자력발전소의 연수센터

   연수센터는 제징(Zhejiang) 지역의 하이안(Haiyan) 지방에 있다. 센터

는 연수관과 진산 Ⅰ, Ⅱ, Ⅲ 원자력발전소를 위한 기본적 훈련 및 재훈련

을 위한 세 개의 시뮬레이터(simulator)를 포함하고 있다.

∙ 작동 중인 진산 Ⅰ 300 MW PWR 발전소용 full-scope 시뮬레이터

∙ 설치 중인 진산 Ⅱ 600 MW PWR 발전소용 full-scope 시뮬레이터

∙ 건설 중인 진산 Ⅲ 700 MW CANDU 발전소용 full-scope 시뮬레이터

(나) 원자력 연수센터

   베이징 교외에 위치하며 컴퓨터실, 어학실습실, 멀티미디어실습실, 숙

소, 식당 등이 있는 종합 건물이다. 강의실은 현재 건설 중에 있다.

(다) 원자력 산업체 종합 대학원

    1995년에 설립된 학교는 강의건물, 어학실, 컴퓨터 보조의 실습실, 

다중채널 라디오방송국, 컴퓨터 센터, 숙소 및 식당으로 갖추어져 있다. 

기본훈련과정은 12번, 어훈련과정은 14번이 수행된다. 총 934명의 국내

인이 1999년 1년 동안 훈련을 받았었다. 중국은 일본의 STA나 IAEA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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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쌍무적인 과학 기술 교환 프로그램과 같은 국제적인 협력 및 훈련 프

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원자력 분야의 젊은 인재들이 국제적인 프로

그램에 의해 양성되고 있다. 

다. 태국

(1) 기반조직 개발 문제

   성공적인 원자력개발계획은 대부분 우수한 방사선안전 조직에 달려 있

다고 인식한다. 방사선 관련 사고의 발생은 국가의 불충분한 안전계획과 

관련된다. 그러므로 시급한 사항은 방사선방호관련 국가인증제도 등을 효

과적으로 개발하는 것이다. 

   또한 인허가를 위하여 요구되는 구체적인 요건과 면허취급시 지켜야 

할 사항은 확인하여 명백하게 처리해야 한다. 원자력기술개발이 성공적으

로 이루어진 다른 나라에서 제정한 방사선안전계획에 관한 모델을 본보기

로써 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리고 중요한 과제는 방사선방호 

직원이 언제든지 행동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잘 되어 있도록 그 능력

을 배양한다. 이런 과정에서 방사선방호에 관한 특수교육훈련은 물론 학

술적 프로그램이 국제적으로 승인된 표준에 일치되고, 조화가 잘 이루어

지도록 수행해야 한다[4].

(2) 교육기술 개발 사항

   국가의 방사선방호 계획에 관한 사항과는 별도로 또 하나의 중요한 역

할은 원자력기술 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OAEP는 태국내의 다양한 교육기관들과 접한 협력관계를 가지고 있

다. 하계훈련과정을 정규적으로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학생들이 OAEP의 

시설을 활용해서 특수과제나 연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만 그 정도는 수요에 비하여 매우 부족한 것이 문제이다. 각 교육기

관의 연구실은 연구장비가 부족하므로 학생들은 원자력에 관한 실험실습

을 그들 스스로 익숙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잘 가질 수 없다. 이 때문에 

특히 핵물리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원자력이 다루기 곤란한 과목이라

는 의견이 공통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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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를 활용하는 교육기술은 주제를 좀더 잘 이해시키는데 큰 도움

을 준다. 또한 멀티미디어 교육자료는 젊은 과학자들에게 원자력과학에 

관한 흥미를 한층 더 상승시켜 준다.

(3) 교육 형태

   관리자를 위한 방사선과 방사성물질의 취급에 관한 교육과정은 필수적

인 분야로써 추진되어야 한다. 관리자급에서 방사선방호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여 불행한 사태가 유발되었다는 것을 많은 방사선 사고의 경우에서 

보여주고 있다. 또한 교사들을 위한 원자력교육과정이 공식화되어야 한

다. 교육자료에는 원자력과학에 관한 과목 이외에 원자력이용에 관련한 

사회․경제분야는 물론 법적인 측면도 모두 포함해야 한다.

라. 필리핀

(1) 국가 중장기 전략

   1999년 ∼ 2004년 중장기 개발계획에 있어서, 필리핀 정부는 경제분야

와 비경제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생산성 증가와 국력의 향상을 위한 

인적자원의 개발을 강조하 다. 

   필리핀 중기 개발계획과 관련 1999년 ∼ 2004년 자체 중기 계획을 갖고 

있는 Depart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DOST)의 프로그램은 문화, 

산업 및 서비스 분야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며, 인적자원 개발 프로그램

의 적절한 활용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다.

   DOST의 중기계획에는 원자력분야에서 과학자들의 전문화된 기술이 필

요한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DOST의 중점프로그램 하의 프로젝트

들의 프로그램은 R&D Package, 도량형, 생명기술, 환경기술, 수자원관리, 

폐기물 관리, 기타 분야로 구성되어있다[5]. 

(2) 과학기술개발계획에 따른 원자력분야 인적자원개발의 우선 순위

   과학기술 인적자원 개발의 우선 순위에는 다양한 부문 중에서도 특히 

산업, 문화, 보건 및 환경 부문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부의 명령을 지

원하기 위하여 원자력분야도 포함되어 있다. 원자력연구, 원자력기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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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과 응용, 특성화된 원자력과 제휴된 서비스, 원자력 안전 표준개발, 더 

나아가서는 원자력공학, 핵물리 및 화학, 방사화학, 방사생물 및 의료 물

리와 같은 선별적인 분야에서의 훈련이수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3) 두뇌 고갈 문제

   과거 25 ∼ 30년 동안 두뇌 유출과 노령화로 인한 퇴직 등을 통하여 원

자력분야에서 훈련시킨 많은 과학자들의 손실이 있었고, 해외에서 수학한 

필리핀 원자력 연구자 및 과학자들이 필리핀에 돌아오지 않는 현상이 있

었다. 이러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하여 젊은 사람들을 훈련시켜야 하며, 

정부는 두뇌고갈을 해소시키는 과학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두뇌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인센티브 제도가 구비되어야 

한다. 금전적 인센티브에는 높은 급여와 수당과 기타 부문이 있으며, 비 

금전적 인센티브에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실과 장비 및 연구 프로젝트의 

지원 등이 있다.

(4) 원자력과학에 젊은 과학자의 동기 유발과 유지 방법

   과학 문화가 젊은이에게 동화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다. 젊은 과학자

들은 과학기술과 응용에 대한 존중심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정부는 교육부, 문화체육부 그리고 고등교육 위원회와 공동으로 초등․중

등 및 상위교육에 과학기술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과학기술 교육의 강화

는 학술 커리큘럼의 증진과 과학 및 수학 프로그램 강화, 과학 및 수학 

교사 훈련 및 정보통신기술을 포함한 과학 관련 설비 보강을 통하여 이루

어져야 한다. 그리고 원자력과학에서의 기술 훈련 및 재료 취급훈련 또한 

개발되어야 한다. 원자력과학은 초.중등 수준에서 고려되어야할 새로운 

역으로 원자력분야에서의 고급 과학교육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학습의 차별화 형태가 채택되어질 것이다. 그 예로는 원격교육, 과학자 

교환프로그램, 연구장학금 등을 포함한 공식 또는 비공식 훈련 등이 있

다.

(5) 원자력분야에서의 인적자원개발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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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필리핀은 원자력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만 국가의 에너지계획

에 있어서는 2020년 또는 그 이후에 원자력 도입 가능성이 있다. 필리핀

은 여러해 동안 가동한 한 개의 연구용 원자로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3MW Triga 형태의 원자로로서, 현재 보수중에 있으며 가동은 하지 않고  

있다. 필리핀에는 PNRI에서 인가한 방사선 물질 취급업체 및 기관이 있

다. 이것에는 연구기관, 산업체, 의료기관등이 포함되며 사업체가 55 %, 

의료계가 23 %, 상용이 13 % 및 연구기관 9 %로 나타나 있다.

   많은 병원이 핵의학과 방사선 시설을 가지고 있다. 규정에는 방사선 

시설에 의학물리학자가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서, 의학․ 물리학자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PET시설이 한 병원에 설치될 예정으로 있고 동위

원소의 산업체 응용, 핵 측정까지도, 방사선 검사와 같은 비파괴 검사기

술의 사용이 확산되어 있다.

   원자력분야에 있어서 인적자원의 필요성이 다음과 같은 활용분야에 증

가하고 있다.

  (a) 산업체, 의료계, 농업, 연구 및 기타 분야에서 응용

  (b) 원자력 프로그램과 필리핀 연구용 원자로 지원 인력

  (c) 핵분야에 있어서 과학기술 교육

   (a) 항목에서 규정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자를 위한 훈련 및 방사

선 안전관리자, 의학물리학자의 교육이 필요하다. 의학물리에서는 석.박

사 학위 소지자 교육이 필요하다. (b) 항목에 있어서 오랜 기간이 소요되

지만, 핵공학에 있어서 석.박사 학위 소지자와 같은 원자력 과학기술의 

공공의 인식과 공공의 수용이 당장 필요하다. 연구용원자로의 지원에 있

어서 연구용원자로의 보수에 대한 인력훈련이 필요하다. (c) 항목에 있어

서 초.중등 학교 및 대학에서 핵 과학기술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이것은 

교사들을 훈련시켜야 하며, 고등학교 및 대학에서의 원자력 과학교육을 

포함하여 커리큘럼을 개편해야 한다. (C) 항목의 활성화를 위한 주장은 성

공적인 원자력프로그램을 위하여 사회적, 정치적 필요성 증대에 크게 기

여할 것이다. 필요성을 훈련 형태, 훈련 기술 및 개발 문제, 기간시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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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문제 등의 세 가지로 나누어 보았다.

(가) 훈련형태에 따른 필요성

   원자력분야에 있어서 석,박사 인력에 대한 시급한 필요성을 가지고 있

다. 이것은 필리핀 연구용원자로의 지원에 대한 것으로, 현재 보수 중에 

있으며, 미래 원자력 프로그램의 지원해야 할 것이다. 현재 필리핀에는 

이런 형태의 학위 취득 프로그램이 없지만, 핵공학에서 석사학위는 한 대

학에서 제공하고 있다. 역시 방사선 시설, 선형 가속기, PET검사를 위한 

사이크로트론을 보유하고 있는 병원에 종사가 가능한 의학물리 석사 취득

자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필리핀에서 의학물리 석사학위 취득 프로그램은 한 대학에서 개설하고 

있다. 이 석사학위 프로그램은 1980년대 국제원자력기구로부터 지원 받아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에 있어서 교수자의 논의에 대한 필요성

이 있다. 아마 학위논문에 대한 필리핀 이외의 외부 조언자들은 이메일이

나 인터넷으로 조언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의학물리에 있어서는 박사학

위를 가진 교수가 필요하며, 그는 논문 조언자로서, 교수로서 일을 해야

한다.

   필리핀 출신의 고등학교 과학교사가 다른 나라(예 : 일본)에 가서 과학

기술 훈련을 할 수 있는 몇 종류의 교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렇게 

훈련받은 교사들은 필리핀에서는 강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일본과 같이 

다른 나라에서 선발된 고등학교 과학교사들은 원자력 분야 과학기술의 강

의를 하기 위해 필리핀에 올 수 있다. 

(나) 연수 기법 개발에 대한 필요성

   농업, 생명기술과 기타 연구에 있어서 방사성동위원소의 응용에 대한 

훈련과정과 같은 일정한 형태의 과정 개발이 필요하다. 강의 시간표, 교

재 등에 관한 정보가 교환되어야 한다. 이러한 형태의 훈련과정에 있는 

교수요원의 훈련은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서 뒷받침해줘야 한다. 비적검출

기와 같은 방사선 검출기, 컴퓨터 보조 도구, 비디오 등과 같은 훈련교재

의 개발이 필요하다. 핵 과학기술에 대한 원격교육 모듈개발은 인터넷을 

이용해야 하며 이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인쇄 형태로 된 방사선 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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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교육 모듈과 CD-ROM에 있는 핵의학 분야 원격모듈은 ANSTO에 의해 

IAEA / RCA 프로젝트로 개발되었다.

(다) 기반시설 구축 문제 

   필리핀은 4번째 PNS 146(1998) set로서 개인 방사선학 시험

(Radiographic Testing Personnel)을 포함한 비파괴 검사자 자격을 위한 

검정(안)이 있다. 이 검정(안)은 ISO 표준 ISO/DIS 9712 권고를 따르고 

있다. 그러나 국가는 의학물리학자나 방사선안전 관리자의 자격증 부여에 

대한 정형화된 안을 가지고 있지 않다. 현실적으로 PNRI는 방사선안전관

리자의 자격을 평가하고 승인하고 있다. 고등학교와 대학교육에 대한 교

과과정이 원자력과학 주제를 포함하여 수정될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 

중․고등학교 교육을 책임지는 기관은 교육부, 문화체육부이며, 고도의 

전문화된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으로는 고등교육위원회(CHED)이다. 

필리핀에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기반구축은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더 나아가 지역국가간 상호교류는 IAEA/RCA ENO 프로젝트에 의해 더욱 강

화되고 있다. 그러므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개발과 원자력 과학

기술에서의 학습단위는 가까운 장래에 더욱 중요하게 될 것이다.

   필리핀에서 원자력과학 기술분야에서의 학위 취득 프로그램을 제공하

는 기반 구축이 개발되어야 하고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의학물리 분야의 

석사과정을 제공하는 3개 또는 4개 대학 중에서 연합 형태의 구성을 모색

하고 있다.

(6) 정보의 교환

   공공을 위한 텔레비전을 이용한 과학 프로그램, 훈련 교재, CD-ROM, 

비디오와 같은 이용 가능한 보조교재에 관한 정보의 교환이 크게 도움을 

줄 것이다. 학습교재의 생산에 관한 지역 국가간의 협력이 중요하게 요구

된다. 훈련과정의 시간표에 관한 정보의 교환 역시 필요하다. 더불어 이

용 가능한 원격교육 모듈에 관한 정보의 교환 역시 필요하다.

(7) 우선 순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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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에서 필요한 사항으로 우선 순위를 매기기 위하여 첫번째로는 

학문적 훈련으로 (6)(가)에 기술하 으며, 두 번째 순위로는 (6)(나)에 

언급한 연수기법과 교재의 개발이 될 것이다. 세 번째 순위로는 핵 과학

교육의 강화되어야 하며, 이것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6)(가)에 

기술한 교환프로그램이 될 것이다. 또한 고등학교와 대학교육에 대한 과

목의 수정이 필요하다.

마. 말레이시아

(1) 원자력분야 인적자원개발의 필요성

   말레이시아가 1996년 11월 25 ∼ 26일간의 제1차 HRD  워크샵에서 발표

한 원자력분야 인적자원개발분야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은 주제들이다[6]. 

   - 원자력 이용에 대한 일반대중 홍보(PA)

   - 원자력발전계획에 필요한 인적자원 분석

   - 인터넷을 이용하여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하부구조 개발

   - Computer-based training 과 Computer-aided Instruction (CAI) 교   

    육자료개발

   - 강사요원 양성 훈련과정

   - 고급인력의 외부 유출에 대한 대응책

(가) 원자력발전계획에 필요한 인적자원의 분석

   동 주제에 대해서 IAEA가 발간한 출판물에 잘 설명되어 있지만, 원자

력발전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중국, 한국, 일본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에서는 2 ∼ 3년 안에 주요 주제로 다루어질 계획

은 없다.

(나)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을 위한 하부구조의 개발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 하부구조는 참가국들에게 원격교육 e - 학습을 

위한 방대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e - 학습은 언제 어디서나 학습자에

게 교육훈련을 제공할 수 있다. e - 학습은 같은 교육프로그램을 반복적으

로 수행하는 것을 배제하게 하고 동일한 교육프로그램을 정확하고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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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로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이점이 있다. 또한 e - 학습은 

단기 교육에도 적용할 수 있고 석사과정이나 박사과정에도 적용할 수 있

다. 비록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2개 연구소가 두 개의 학위과정을 협

력하여 하나의 학위과정으로 운 할 수도 있다. FNCA 회원국이 서로 협력

하면 서로 접근 가능한 프로그램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동 현안은 말

레이시아가 FNCA에 제안하 으며 University Putra Malaysia (UPM)이 인터

넷을 통한 교육훈련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이러한 시설의 활용에 대하

여 FNCA에 제안될 수 있을 것이다.

   말레이시아 과학기술연구소는 8차 말레시아 계획 (2001 ∼ 2005년)에 e

- 학습의 인프라개발에 필요한 예산을 배정하 다. 아마 2002년에는 웹상에

서 e -학습 교육프로그램을 확보할 것이다.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 하부구조

는 훈련기회에 대한 정보나 뉴스를 전파하고 가상 협의를 할 수 있는 플랫

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인프라의 준비와 시스템 관리에 대

한 현안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참가국가들은 이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설비를 가져야하고 뉴스나 정보, 그리고 필요한 자료를 입력하여야 한다.

(다) Computer - Based Training 기법과 CAI 훈련재료의 개발 (훈련   

      기법 개발 현안)

   말레이시아 과학기술연구소는 정규과정을 수행함으로 이미 강의노트, 

교재,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같은 교육자료들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는 이

러한 자료를 멀티미디어나 CAI자료로 변환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변환에

는 기술이 필요하며 또한 시간도 소요된다. CAI개발에 필요한 기법을 

MINT가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기에 필요한 훈련은 말레이시아 국내에

서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기법개발과정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인력이 

부족하다는 제약이 있다. 다른 제약은 변환과 개발에 필요한 시간이다. 

결과적으로 많은 CAI의 생산은 한계가 있다. FNCA를 통하여 회원국들간에 

CAI개발에 대하여 협력하면 그 개발 속도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 강사요원 훈련 (훈련형태의 문제점)

   말레이시아가 필요로 하는 강사요원 훈련은 CAI와 멀티미디어 자료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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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이다. 강사요원 훈련을 포함하여 시장에 제공할 다양한 훈련프로그램

을 가질 것이다. 일반적인 강사요원 훈련에 관해 잘 관리할 수 있을 것이

며 강사요원 훈련과정에 적용하려는 회원국들을 도와 줄 수 있을 것이다.

(마) 고급인력 유출에 대한 대책

   고급인력의 유출에는 많은 원인이 있다. 가장 일반적이며 피할 수 없

는 원인 두가지 중 첫째는 노령에 의한 퇴직과 지역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의 초급인력의 이동이다. 말레이시아 과학기술연구소는 다가오는 2006년

부터 경험을 가진 많은 고급 인력의 퇴직에 직면하게된다. 말레이시아에

서의 일반적인 정년 퇴직연령은 55 세이다. 말레이사의 경험에 비추어 보

면 과학자가 고급 전문인력이 되는 데는 10 여년이 소요되고 전문가가 되

는 데는 15 ∼ 20년이 소요된다. 연구활동의 확대를 지속화함에 있어 말레

이시아는 심각한 과학자 부족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적절한 시기에 이러

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말레이시아는 즉각적으로 행동을 취해야 한

다. 이러한 것을 현실화하여 말레이시아는 새로운 연구분야의 창출과 같

은 활동들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모든 수준에서의 관리를 포함하여 구체적

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말레이시아는 인력개발에 10 개년 전략을 착수하 다. 말레이시아는 미

래를 계획했고 설계하여 제시하 다. 과학자의 현황을 분석하 으며 일어

날 수 있는 시나리오와 바람직한 시나리오를 제안하여 매우 구체적이며 

자세한 계획을 만들었다. 말레이시아는 이 계획을 위하여 고급 과학자들

이 3 일간의 워크샵을 개최하 으며 이 결과를 중앙정부에 제출하 다. 이

러한 노력은 긍정적인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경험 있는 과학자의 정년퇴직은 일종의 두뇌 유출이다. 말레이시아에

서는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고용계약인 정년퇴직 연한이 55 ∼ 58세 

또는 55 ∼ 60세로 개선되고 있다. 이 고용계약 개선이 보류되는 동안 정

부는 정년 퇴직자를 1년 단위로 재계약하여 활용중에 있다. 

   과학자들이 다른 직종으로 이동하는 문제점에 있어서도 보유 전략이 

형성되어야 한다. 도전을 제공하는 것과는 별개로 승진의 의미 있는 할당

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한다. MINT는 선임 과학자들에게 유연한 승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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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지고 있다. 즉 JUSA C 제도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과학자의 승

진이 필요할 때마다 승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자리의 활용성에 

종속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JUSA C 자리는 MINT 부소장에 해당하는 자

리다. 만약 이것이 실현된다면 매우 매력적인 캐리어를 제공하는 것이 될 

것이다.

   외국에서 일하고 있는 매우 우수한 말레이시아 과학자들이 많이 있다. 

이것은 두뇌 유출이며 국가의 손실이다. 정부는 보다 적절한 임금, 인센

티브, 부가 이익, 보장 등을 제공함으로써 이들 과학자가 말레이사 R&D 

기관에 종사하도록 귀국시키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2) 새로운 문제점

(가) 전문교육과 전문가

   MINT는 그 활동 역을 발전시키고 또한 확대하고 있다. MINT는 새로

운 기술에 도전하고 결과적으로 새로운 교육훈련의 필요성과 전문가의 확

보를 야기하고 있다. 교육훈련과 전문가 서비스의 주요 명세서가 준비되

어 지고 있으나 이 양자를 포함시킬 공간이 부족하여 각기 분리되어 준비

되고 있다.

(나) 핵의학 의사에 대한 인식

   핵의학 의사는 전문직종의 의사로 고려되지 않는다. 그래서 젊은 의사

들이 자신의 전문성을 방사선 의료분야로 선택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

에 대해 FNCA 회원국 등의 견해를 알고자 한다.

(3) 비발전 분야에 대한 국가 인적자원개발 중기 전략

   말레이시아의 에너지 정책은 아직 원자력발전을 고려하지 않는다. 말

레이시아는 비발전 분야에서의 국가 인적자원개발의 정책이나 전략이 구

체화되어 있지 않다. 단지 S&T 정책, 말레이산 계획, 전 계획 개요, 산

업마스터계획들이 있다. 근래 MINT는 국가 원자력분야 인적자원개발 계획

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요청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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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인도네시아

(1) 서론

   원자력 과학기술 프로그램을 위한 인적자원개발(HRD)은 국가의 책임일 

뿐만 아니라 최상의 안전과 신뢰성이 필수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인력개발을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중 하나인 “BATAN's 

Vision”은 원자력 안전에 대한 확고한 기반 위에 원자력 과학기술을 적용

하는데 있어서 이를 이행하는 것이다.

   BATAN을 실행함에 있어 원자력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이 필수적이어야 

하며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인적자원은 증가할 것임에 틀림없다. 이 자원

들은 고도로 검증되고 적절히 동기가 부여되어야 하며 전반적인 인력개발 

프로그램에 필수적이어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인력개발이란 것은 원자력 

과학기술 프로그램을 위해 고도로 자격을 갖춘 인력이 장기간 활동을 하

도록 하는데 있다. HRD 정보교환을 위해 지난해 개최되었던 첫 세미나에서 

우리는 HRD와 관련된 몇몇 매우 주요한 주체들인 지도자 훈련, 연구자 및 

전문가 훈련에 대하여 논의하 다[7]. 

(2) 훈련형태

(가) 지도자 훈련

   원자력 과학기술의 적용이 기초적인 인적자원을 필요로 하는 산업현장

에 곧바로 활용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선진공업국이 그 나라 

전략에 맞게 원자력 과학을 시장 친화적인 기술로 전환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습득할 수 있도록 선임연구 경 자의 권한이 우선적으로 

주어져야 한다. 선임경 자나 연구경 자에게서는 국내외적으로 연구 협

력관계를 발전시키고 유능한 연구인력을 양성하는 동시에 조직의 목표를 

현실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이들은 조직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자신들의 연구분야에서 인적자원 경 시스템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프로그램으로부터 얻게 되는 이득은 원자력 기술과 그 이용

에 대한 공공 관심사를 다루고 인적자원 관리 기능의 실현을 뒷받침하고 

있는 많은 전형적인 시스템 및 관련과정을 알려주는 효과적인 정보기술의 

향상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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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자 훈련에서 고려되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지도자 훈련은 다양한 연구활동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하며 이것은   

      다수의 참가자를 적응시킬 수 있어야 한다.

   ∙ 토론이란 것은 참가자들이 훈련과 개발을 통해 경험할 현재의 문제와  

      향후 목표들을 진단하는 기술전환 수단의 요소로써 강조되어야 한다.

   ∙ 참가자들은 연구소와 산업체간의 연구 협력을 촉진시키는데 있어서  

      일본의 경험을 배워야 할 것이다.

(나) 강사훈련

   R&D 전문가 훈련이 전문분야에서 개인의 능력을 강화시키는데 초점이 

맞추어지는 반면 강사훈련은 지식을 전달함에 있어 강습이나 실험하는 동

안 강사의 지식과 실험적 역량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훈련은 자격을 갖춘 

인력을 제공한다는 면에서 지속적인 향상을 유지하고 발전하도록 탄탄한 

기초를 계획하고 이용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

사훈련은 또한 R&D 전문가 훈련에서 전수될 관련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강사훈련 내용은 지도자 훈련동안 수행된 훈련평가에 의해 구분되어진다. 

강사훈련의 목적은 관련 특정기술과 지식을 가르치는데 있다.

(다) R&D 전문가 훈련

   국내외 훈련과정은 전문가 수준의 인력 수요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주

요한 노력이다. 원자력 프로그램이 필요로 하는 지식과 경험을 해외로부

터 얻을 기회는 극히 제한적이므로 더 나은 훈련프로그램을 국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에 많은 향을 미칠 R&D 훈련분야는 차기 

년도에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훈련분야는 주로 다음과 같다.

∙ 연구용 원자로 유지 및 가동에 대한 기술개발

∙ 원자력 안전 시스템 개발

∙ 장기적인 에너지 프로그램 개발

∙ 핵연료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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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항들을 뒷받침하기 위한 훈련주제, 교과과정 및 시간편성은 지도

자 모임에서 도출될 것이다.

(3) 훈련기술 개발 결과

(가) 직무관련 기술

   훈련생은 근무 중에 직접 직무교육을 받는다. 강사는 훈련생이 답습할 

모델을 제시하고 역할 시범을 보인다. 그런 후에 훈련생은 강사의 시범을 

모방하도록 한다. 강사의 시범과 훈련생의 연습은 직무가 숙달될 때까지 

반복된다.

(나) 직무 외의 기술

   강의 및 다른 직무이외 기술은 모델링보다는 정보전달에 더 많이 치우

치려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종종 참가자들로부터 예상되는 참여, 비평, 

전이 및 반복의 기대치가 저조해질 수 있다. 따라서 공학분야 및 다른 과

학기술 분야에서는 강좌를 작업현장 역으로 가져오도록 통신강좌의 사

용을 권장한다. 이런 형태의 강좌는 일본 관련 연구실에서 R&D 전문훈련

을 받고 있는 참가자에게 매우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다른 가능한 훈련 

방법으로는 상호 훈련시설을 방문하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참가

자들은 실제로 기술을 경험하고 관찰할 좋은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다.

(4) 세부사항 개발 결과

   원자력산업과 원자력 과학기술 프로그램을 다루고 있는 세부사항의 적

절성이 장기적인 인적자원 개발의 기본 틀 안에서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HRD 세부사항들은 다음과 같이 논의하 다.

(가) HRD 프로그램 확립

   이것을 고려함에 있어서 투명한 인적자원 정책이 발전되어야 한다. 전

문인력의 수급으로 조직의 장래를 체계적으로 예측하는 일본의 인적자원 

전문가로부터 경험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HRD 프로그램 추진 

방향으로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확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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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설구비

   효과적인 훈련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시설이 뒷받침되어야 한

다.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훈련과정에 맞추어 시설이 우선적으로 향

상되어야 하며 이것은 지도자 훈련기간이나 세미나 기간동안 논의를 거쳐 

이끌어 내야 한다.

(다) 교육 및 훈련계획 확립

   교육과 훈련에 향을 끼치고 있는 모든 요인들은 신중하게 고려되어

야 한다. 이들 요소 가운데 훈련시설과 트레이너의 자질은 우선적으로 취

급되어야 할 매우 중요한 요소다. 훈련 시설은 주로 화상회의 설비처럼 

현대화된 훈련시설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한다. 트레이너와 강사훈련은 이

러한 목표를 성취할 좋은 기회라고 확신한다.

(5) 정보교환

   경험을 상호교환하고 제공함으로써 훈련자료 개발을 위한 정보교환, 

훈련자료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교재 및 유인물

∙ 상 및 사슬라이드

∙ 슬라이드 및 투명필름

∙ 컴퓨터 원격 교육

   전자통신 사용을 통한 또 다른 형태의 정보교환은 훈련의 전문성을 촉

진시킬 것이다. 통신시설이 적절하다면 각 훈련과정들은 특히 신진 전문

가들에게 훌륭히 수용될 것이다.

2. 중국 등 각국의 원자력발전사업 도입 계획

가.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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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현재 절강성 진산원전 1호기와 광동성 대아만원전 1, 2호기 등 

3기의 원전을 운전 중에 있다. 절강성 진산원전 1호기는 중국이 독자 개

발한 30만kW급 원전으로 1994년 4월에 상업운전을 개시하 으며, 광동성 

대아만원전 1, 2호기는 프랑스의 프라마톰사로부터 기술을 도입하여 건설

한 90만kW급 발전소로 1994년 2월 및 1994년 5월에 각각 운전을 개시하

다.

   현재 운전중인 3기의 원전 이외에 중국은 8기의 원전을 건설 중에 있

는데 이중 2기는 중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건설중인 진산 2단계 (60만

kW급 2기, 2002년/2003년 상업운전 목표)이며 나머지 6기는 캐나다원자력

공사(AECL)로부터 기술을 도입하여 추진중인 진산 3단계(중수로, 70만 kW

급 2기), 프랑스 프라마톰사로부터 도입한 광동 2단계(경수로, 90만 kW급 

2기) 및 러시아와 계약을 체결한 강소성 연운항원전(경수로, 100만 kW급 2

기)이다[8].

   현재 중국의 총 발전설비 규모중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 정도로

서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그러나 경제성장에 따라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처하고 세계적인 지구환경 보호운동과 중국의 에너지원 다변화 정책 등

을 고려할 때 중국은 향후 원전을 지속적으로 건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

져 있다.

   중국은 그 동안 원자력 기초․기반기술을 국가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육

성, 발전시켜 왔으나 상업용 원자로의 건설 및 운 기술은 상대적으로 미

흡한 실정이다. 이에 중국은 선진국의 원자로공급사와 협력하여 원전 건

설기술 자립 및 국산화를 가능한 조기에 달성한다는 목표 하에 향후 추진

되는 원전건설 사업은 국가 원전 개발계획을 우선 수립 후 추진하기로 하

고 현재 국가차원에서 원전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신규원전의 발주가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만원전 1호기(100만 kW)가 착공되었으며 2호기도 2000년에 착공할 예

정이다. 이로써 중국에는 진산 1호기(PWR, 30만 kW)와 공동대아만 1, 2호

기(PWR, 각 98.4만 kW)의 3기가 운전중이고 1999년 원자력에 의한 발전량

은 152억kWh로 총발전량의 1,24% 다.

   중국핵공업총공사는 중국핵공업집단공사와 중국핵공업건설집단공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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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 재편되었다. 중국핵공업총공사는 발전, 연료, 무역, 우라늄채광 부

분의 업무를 인계 받아 원전, 열공급원자로, 연구로, 방사선발생장치 등 

원자력시설과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운 하게 된다. 주요 활동은 부

지선정, 설계, 원전의 운전관리, 원전연료의 생산과 공급, 핵물질 관리, 

사용후연료재처리, 방사성폐기물의 조정과 처리, 원자력 연구개발, 방사

성동위원소의 생산과 관련업무, 원자력기기설비와 기술응용, 국제협력 등

이다. 중국핵공업건설집단공사는 건설부문과 원자력 부분업무를 인계 받

아 원전의 건설과 발전소주변의 기초공사를 담당한다.

   과거 중국핵공업총공사의 관리기능은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로 이관

되는데 하부조직인 중국국가원자력기구는 원자력에너지의 평화적 이용과 

정부간 국제협력에 있어 정부를 대표하는 조직이다.

   우리나라는 1994년 10월 한․중 원자력협력협정 체결을 계기로 중국과

의 원자력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1998년 11월 김대중 

대통령의 중국 방문 시 강택민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간 원자력 

분야 기술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고 그 후속조치로 정부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중 에너지협력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다.

나. 인도네시아

   1996년 6월 원전 도입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원전건설을 준비중인 

인도네시아에 대한 원전사업 진출을 위하여 1997년 7월 제17차 한․인도

네시아 자원협력위원회를 통하여 인도네시아의 LNG/석탄과 한국 원전의 

연계무역 방안 검토를 양국 정부간 협력차원에서 추진키로 합의하 다. 

또한 한전과 인도네시아 원자력청은 97/98 협력프로그램을 체결하여 한국

표준형 원전의 인도네시아 건설을 전제로 한 기술성 및 경제성 타당성 검

토를 공동으로 추진하여 그 검토 결과를 1998년 2월 제출한 바 있으나 

1997년 하반기부터 인도네시아의 정치 및 경제 사정이 극도로 불안하여 

최초 원전 도입시기는 상당 기간 동안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8].

다. 일본

   1999년도와 같은 52기의 원전이 가동되어 설비용량 4,508.2만 kW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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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에 3,1776.9 kWh를 생산하여 총발전량의 35.7%를 공급하 다. 평

균이용률은 80.4% 으며 1996년 이후 4년간 연속 80% 대를 유지하고 있

다. 이용률이 전년보다 2.4% 낮아졌는데 이유는 일본원자력발전 쓰루가 2

호기의 장기간에 걸친 고장정지와 동경전력의 후쿠시마1발전소 2호기와 

일본원자력발전의 쓰루가 1호기 부품교체공사로 장기간 운전을 정지한 것

이 큰 원인이었다.

   한편 중부전력의 하마오카 5호기 (Advanced Boiled Water Reactor, 

ABWR, 138만 kW)와 호쿠리쿠 전력의 시카 2호기 (ABWR, 135.8만 kW)가 착공

되었는데 각각 2005년과 2006년에 준공될 예정이다. 아오모리현에 예정중

인 오마원전 (ABWR, 138.3만 kW)건설계획은 전원개발조정심의회에 상정하

고 통산성에는 원자로 설치허가를 신청하 는데 2002년에 착공되어 2007

년에 운전을 개시할 예정인 이 원전은 세계 최초로 MOX연료만을 이용하는 

개량형비등수로(ABWR)가 될 것이다.

   동북전력이 건설중인 오나가와 3호기(BWR, 82.5만kW)는 2002년 상업운

전을 목표로 하여 1999년말 현재 공사 진척도가 70%를 넘었다.

   1999년 2월에 착공된 동북전력의 히가시도리 1호기(BWR, 110만kW)는 

2005년 상업운전을 목표로 건설중이고 2호기도 건설할 예정인데 동경전력

도 2005년 같은 지역에 2기의 원전을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홋가이도전력은 현재 도마리발전소에 2기의 원전을 가동중인데 여기에 

3호기 (PWR, 91.2만kW)를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건설 

필요성과 환경 향, 안전성, 지역개발대책에 대한 공청회를 가졌다. 이렇

게 모아진 의견을 바탕으로 도마리 3호기는 지사의 결정을 남겨놓고 있는 

상태이나 1999년 9월에 발생한 JCO임계사고를 계기로 지방의회에서 신중

한 절차를 통해서 추진하자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1999년 6월 통산성 자원에너지청은 「홋가이도 에너지포럼」을 열어 

처음으로 입지 지역 외 일반 주민들로부터 원전의 안전성, 폐기물 문제, 

사고 시 방재대책, 그리고 MOX 연료 사용계획이나 신 에너지 대책 등 에너

지문제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을 청취하 다. 훗가이도현은 도마리 3호기

의 건설을 최종 승인할 예정이었으나 JCO 임계사고가 발생하자 안전문제

에 대한 추가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홋가이도전력은 필요한 절차를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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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에 착공하여 2008년에 운전을 게시할 예정이다. 중부전력이 계획중

인 시마네3호기 (ABWR, 137.3만kW)는 1998년 제1차 공청회를 가진 후 지방

의회의 협의를 거치는 중이었으나 JCO임계사고의 향으로 당초 계획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카미노세키 1, 2호기 (ABWR, 137.3만kW)와 후쿠시마 1

발전소의 7, 8호기 (ABWR 각138만kW)에 대해서는 환경 향평가를 제출한 

상태이다. 일본원자력발전은 산주가 3, 4호기 건설을 위해 후쿠이현과 산

주가시를 대상으로 사전협의에 들어갔는데 일본 최초의 개량가압수로형

(APWR)일 뿐만 아니라 단일 원자로로서는 세계최대의 용량(153.8만 kW)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 원전은 2004년에 착공되어 2009년과 2010년에 각각 

운전에 들어갈 예정이다.

   관서전력의 다카하마 3, 4호기(PWR, 각 87만 kW)와 동경전력의 후쿠시

마 제1발전소 3호기(BWR, 78.4만 kW)에 사용하려던 MOX 연료계획은 1998년

에 발생한 자료조작 사건으로 예상보다 지연되었으나 다시 재개될 전망이

어서 16기 내지 18기에서 MOX 연료를 사용할 예정이다.

   한편 중부전력의 아시하마 원전계획은 지역주민의 동의를 구하기 어렵

다는 이유를 들어 건설계획을 철회할 의사를 표명해 옴에 따라 재검토 단

계에 있다.

   1999년 9월 30일 이바라키현 도카이무라에서는 핵연료가공회사인 JCO 

동해사업소에서 일본사상 최악의 방사능 누출사고가 발생하여 피폭자 1명

이 사망하 다. 이 사고는 농축우라늄을 초산용액으로 용해하는 과정에서 

우라늄을 규정량보다 과다하게 주입함으로써 핵분열이 임계현상에 이르

던 것인데 사고원인이 안전수칙을 무시한 작업관행에 있었다는 점에서 원

자력산업계의 안전문화를 되돌아보게 하 다[8].

라.대만

   대만원자력위원회는 용문 1, 2호기(ABWR, 각 135만 kW)의 건설계획을 승

인하 다. 대만전력공사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후보지에 대한 조사결과 

환경 향평가를 2000년 말까지 제출하여 안전분석보고서에 대한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대만에서는 1999년 7월 21일 중부지방에서 큰 지진이 발생하 으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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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원전 모두 아무런 향이 없었다[8].

마. 태국의 원전사업

   태국정부는 캐나다원자력공사(AECL)와 공동으로 5년간 추진해 온 원자

력 발전 도입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캐나다 국제개발공사(CIDA)로

부터 자금을 지원 받아 츄과롤콘대학에 원자력공학 강좌를 개설하 다.

  1961년에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전반에 대한 정책결정기관으로 원자

력위원회(AEC)를 설치하 으며 미국의 원조를 받아 태국발전공사(EGAT)가 

60만kW 급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한 계획이었으나 1979년 천연가스유전이 발

견되고 마침 미국에서 TMI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계획이 중단된 바 있다.

   그러나 1996년부터는 태국원자력청(OAEP)을 중심으로 원자력발전 도입

의 가능성 조사를 실시하고 정부당국과 환경보호단체, 비정부기구 등으로 

위원회를 설치하여 기술과 안전문제, 경제성, 환경 향평가, 홍보 등 4개 

소위원회를 두고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8].

제 2 절 베트남의 원자력발전사업 도입 계획

   베트남은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전형적인 농업국가이다. 국토면적은 33.3

만 m2이며 남북간 길이가 2,600여 km이고, 동서간의 폭은 40∼ 100 km이다. 중

국과 라오스, 크메르와 국경을 이루며 북부지역은 아열대성 기후, 남부지역

은 열대몬순기후로 분류된다. 베트남의 전체 인구는 1999년 현재 7천6백8십

만이며 이들은 농촌지역에 76.5% 그리고 도시지역에 23.5%가 거주하고 있다. 

국가 가족계획프로그램의 결과로 인구 증가율은 1990년대 초 2.2%에서 2000

년 1.7%로 감소되고 있는 상태이다. 베트남 정부는 총 인구를 2010년에 8천

8백만, 그리고 2020년에는 9천 8백만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9].

   베트남은 1986년에 중앙계획경제 체제에서 ‘도이 모이’ 즉 정부의 규

제를 받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로의 개혁을 시작하 다. 그 결과 1989 ∼

1997년에 연평균 7% 이상의 국민 총 생산량 증가로 현격한 경제개발을 이

룩하 다. 그러나 1997 ∼ 1999년 사이에 아시안 경제위기로 말미암아 연

평균 5% 대의 증가로 경제개발이 둔화되었으나 2000년에 들어 7% 대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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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국민 총 생산량 증가율 (1989 ∼ 2000)

민 총 생산량 증가로 국가경제가 회복하는 단계에 있다. 그림 2는 1989년

부터 2000년까지의 국민 총 생산량 증가율을 나타낸 것이다.

   우리나라와 베트남의 공식외교관계는 1992년 12월 수립되었다. 1993년 

2월 경제․협력 기술협정과 1993년 5월 무역, 항공, 투자보장협정이 체결

되었다. 이어서 1994년 5월 이중과세방지협정, 1994년 6월 문화협정, 

1995년 4월 해운협정, 1995년 4월 과학기술협력협정, 1996년 11월 원자력 

협력협정 그리고 1998년 12월 사증(VISA) 협정이 체결되었다.

1. 원자력 이용 연구개발 현황

   베트남의 원자력관련 행정조직은 그림 3과 같이 과학기술환경부 산하에 

베트남원자력위원회(Vietnam Atomic Energy Commission, VAEC)와 베트남 

방사선방호 및 원자력안전청(Vietnam Radiation Protection and Nuclear 

Safety Authority, VRPA)이 있다. VAEC는 베트남의 원자력 이용개발에 관

한 업무를 담당하며, VRPA는 VAEC와 협력하여 국가 방사선방호와 원자력

안전에 관한 입법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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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 베트남 원자력 관련기관 조직

   베트남의 국가 원자력 이용 연구개발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시아 지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국가경제에서  

         의 비발전 분야에 원자력의 이용을 강화한다. 

   둘째, 베트남의 원자력발전사업 도입을 위한 준비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셋째, 적어도 국제표준수준을 달성하기 위해서 방사선 장해방어 그리  

         고 원자력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시스템을 확립한다. 

   넷째, 원자력 과학기술에 대한 국가 역량을 강화한다.  

   국가 원자력 이용개발 전략 및 추진 업무를 담당하는 VAEC는 본부와 산

하의 5개 연구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0년 10월 현재 526명이 종사하고 

있다[10]. 526명의 기관별 인력 구성비는 표 1과 같고 VAEC의 기능과 업무

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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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베트남원자력위원회의 인력구조

하위조직명 총
자격

박사 석사 엔지니어 기능인

 Dalat Nuclear Research Institute(NRI) 171 9 2 90 39

 Center for Nuclear Techniques, HCM City(CTN) 44 8 5 25 6

 Hanoi institute for Nuclear Science and 

 Techniques(INST)
108 23 2 63 8

 Institute for Technology of Radioactive and 

 Rare Elements (ITRRE)
151 16 6 98 22

 Center for R&D of Irradiation  

 Technology(CRDIT)
12 1 ․ 8 3

 VAEC Headquarter 40 8 1 17 ․

합 계 526 65 16 301 58

   첫째, 원자력분야 연구개발계획의 기획, 전략 및 방향 설정

   둘째, 원자로 및 핵연료 기술 등 원자력 기술에 관한 기초 및 응용 연  

         구 수행

   셋째, 원자력에 관련된 규제 및 법령 제정에 참여

   넷째, 방사선 방어 및 원자력 안전에 관한 기술개발과 연구 수행

   다섯째, 원자력분야의 과학기술 인력훈련계획 수립

   여섯째, 원자력분야 국제협력 업무 수행

   VAEC는 달라트 원자력연구소에 있는 원자로 운전관리를 담당하고 있으

며 TRIGA II Type 연구용 원자로는 1963년 미국에 의해 건설되었으나 

1984년 구 소련의 도움으로 재건설 및 성능개선이 되어 현재 500 KW급으로 

현재 매월 100시간 연속운전을 하고 있다. 연구용 원자로를 통하여 방사

성동위원소 생산, 중성자방사화 분석 등과 같은 연구에 활용하고 있다.

   다음은 현재 베트남에서 이용되고 있는 원자력 관련기술의 형태를 분

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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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산업체에 적용되고 있는 원자력 연구개발과 기술 

      - 비파괴 검사기술 : 건설, 통신, 수송분야 즉 My Thuan 교량,     

        Song Gianh 교량, Phu My 화력발전소, Tan Thuan 수출자유지역   

        등 산업체의 품질관리

      - Nuclear Control system : Ha Tien 시멘트 공장, Bai Bang 제지  

        공장, Khanh Hoa 양조장 등의 정유산업, 제지 산업, 화학산업,   

        건설재료 생산에 활용

   ② 국민 보건의료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 원자력기술과 연구개발

      - 국가 전체에 20여개 이상 원자력 의료기관이 네트워크로 형성되  

        어 있음

      - VAEC는 매년 국가 방사성동위원소 사용 수요의 약 50%인 120 Ci  

        를 생산 공급하고 있음

      - 의료 생산품의 멸균

      - 방사선 암 치료 

      - 방사선 치료 시설의 품질보증 활동

      - 원자력 의료서비스센터의 방사선 감시

   ③ 환경보호분야에 적용되고 있는 원자력 기술과 연구개발

      - 세계 원폭시험이나 원자력활동으로 발생된 방사성 물질 오염에   

        관한 국가 지도 작성

      - 대도시 또는 산업지역의 공기 오염도 평가 및 조사

      - 하노이와 호치민시에서 방출되는 독성 중금속의 오염 실태 연구

      - 해양오염 조사

   ④ 농업분야에 적용되는 원자력 기술과 연구개발

      - 새로운 품종개발을 위한 조사, 경작과정에서 증식, 농업폐기물   

        처리, 토양관리 

   ⑤ 식수공급을 위한 수자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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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노이, 메콩강 삼각주 지역, 호치민시의 수자원관리에 동위원소  

        기술 응용

      - 염분침투, 오염원인, 수자원 분산정도, 흐름방향, 흐름속도, 공  

        급량과 원류 등에 대한 평가 및 조사

   ⑥ 핵연료 및 희귀 금속에 대한 연구개발

      - 우라늄 원광 처리 공정

      - 이산화 우라늄(UO2) 생산

      - UO2 분말 제조를 위한 정제 및 불순물 제거

      - UO2 세라믹 가공

      - 해변 모래 광산의 탐사와 채굴을 위한 장비 제작 및 공정처리 연구

      

2. 에너지 및 전력개발 프로그램 (2000 ∼ 2020년)

   베트남의 2000 ∼ 2020년간의 국가 에너지 및 전력개발 계획의 정책과 

전략은 에너지 효율향상, 지방 전원공급 확대, 에너지 가격정책의 확정, 

환경 충격 최소화, 에너지 및 전력분야에 개인 투자 촉진, 에너지 공급확

보, 에너지 자원의 다양화, 원자력발전 도입 탐색이다.

   2000년도 베트남 전력 공급 시스템 현황에 있어 1991년부터 2000년까

지 전력생산량은 연평균 12%의 성장률을 보 다. 1994년부터 1996년까지

는 연평균 17% 성장하 으며 또한 당시 전기 생산량 증가를 경제성장률로 

나눈 탄성효율은 1.9에 달하 다. 1999년도 국민 총생산량은 4.8% 성장하

으나 전기생산량 증가는 9.6% 으며 탄성효율은 2이었다. 2000년도 베

트남의 전력생산량 등에 관한 통계는 아래와 같다.

      - 전력생산 시설용량 : 6,195 MW

      - 전력생산 가용용량 : 5,841 MW

      - 전기생산량        : 6,594 GWh

      - 1인당 전기 소모량 : 340 k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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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 2000년 베트남의 전력생산 시설용량

   그림 5. 2000년 베트남의 전력생산 구조

   베트남의 2000년도 전력 시설용량의 구조는 그림 4와 같이 수력 

53.0%, 디젤, 가스발전 27.3%, 석탄 및 석유발전 19.7%이다. 동 설비를 

바탕으로 한 발전량의 구조는 그림 5와 같이 수력 54.7%, 디젤 및 가스발

전 22.3%. 석탄 및 석유발전 23.0%이다. 그림 6은 1991년부터 2000년 사

이의 전력생산 증가율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6에서 보듯이 1991년

도 후 개발정책으로 1995년까지 급속한 증가율을 보이다가 1996년 이후 

아시안 경제위기로 말미암아 1999년도까지 증가율이 둔화되었다. 2000년

도 들어 증가율이 향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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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베트남의 1991-2000년 전력생산 증가율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베트남은 2000년부터 2020년까지의 전력개발

에 있어 두 가지 시나리오를 국가 정책으로 채택하고 있다. 첫째는 기본 

시나리오로 국민 총 생산량을 동 기간동안 연평균 성장률 6.8%, 전력 연

평균 성장률 9.6%로 가정하는 경우이다. 둘째는 상한 시나리오로 국민 총 

생산량을 동 기간동안 연평균 성장률 7.4%, 전력 연평균 성장률을 10.7%

로 가정하는 경우이다. 이와 같이 두 가지 시나리오를 근거로 베트남 정

부가 예상하고 있는 2020년대의 전력생산량, 시설용량, 1인당 전력소모량

은 표 2와 같다. 이와 같은 자료를 근거로 전력에너지 자립계획에 따른 베

트남이 2020년 필요로 하는 전력생산 자원은 아래와 같다.

     【생산】

      - 수    력 : 10 - 60 T Wh/year 

      - 석    탄 : 15 - 20 M Ton/year

      - 천연가스 : 15 - 20 Billion m3/year

      - 지    열 : 200 MW

      - 석    유 : 25 - 30 M Ton/year

    【전력생산에 사용되는 연료】

      - 수    력 : 50 - 60 T Wh/year

      - 석    탄 : 6 - 8 M Ton/year

      - 천연가스 : 12-17 Billion m3/year

      - 지    열 : 200 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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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베트남의 2000-2020년 전력개발 시나리오

3. 베트남의 원자력발전사업 선택과 도입계획

   베트남이 원자력발전 사업의 선택을 고려하는 이유를 정부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부존 에너지 자원의 한계

       - 2012 ∼ 2015년 사이에 전원 연료를 수입해야 하는 문제

       - 풍력, 태양력 등 새로운 대체 에너지의 사용 어려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베트남은 이웃 국가로부터 전기를 수입

하거나, 전기 생산을 위해 석탄을 수입하거나, 다음과 같이 원자력발전 

사업을 선택하는 것이다.

       - 기본 시나리오 : 2019년까지 시설용량 1,200 MW의 원전사업 추진

       - 상한 시나리오 : 2017년까지 시설용량 4,000 MW의 원전사업 추진

   그림 7은 기본 시나리오를 채택할 경우 2020년의 전력구성비는 수력 38.6%, 

속탄 13.2%, 수입 12%, 가스 32.3%, 원자력 3.6%, 지열 0.3%의 구성비를 보여

준다. 그림 8은 상한 시나리오인 경우 그 구성비는 수력 33.7%, 가스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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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2020년도 기본 시나리오에 의한 전력생산 시설용량  

         구조

그림 8. 2020년도 상한 시나리오에 의한 전력생산 

시설용량 구조

석탄 16.8%, 원자력 10.5%, 수입 10.5%, 지역 0.3%가 될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베트남이 지금까지 원자력발전사업 도입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추진한 

실적은 아래와 같다.

        -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술협력 프로젝트 VIE/4/004

        - 베트남과학기술환경부 프로젝트 KC-09/17

        - 베트남 산업부 프로젝트

   

  

   또한 원전 부지에 대한 예비조사를 수행하 으며 과학기술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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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E)와 산업부(MOI)가 공동으로 정부에 원전 도입 가능성 최종 보고서

를 제출하 다. 베트남전력공사(EVN)는 2000 ∼ 2010년 전력개발 마스터플

랜을 작성하 고 제9차 베트남 공산당 대회에서 국가 2001 ∼ 2010년 경제

개발 추진전략을 수립하 다.

   베트남의 원자력발전 사업도입의 문제점으로는 먼저 체르노빌 사고 등

으로 원자력발전이 대중과 정책입안자들에게 부정적인 향을 주고 있다

는 것이다. 그리고 원자력발전사업 수행에 있어 정부가 고려해야 할 다음

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다.

        - 원자력발전의 경제적인 경쟁력

        - 투자와 재정 확보

        - 방사선 방어와 원자력 안전

        - 폐기물처리와 관리

        - 원자력 법령 및 규제 시스템

        - 기술적 하부구조 확보

        - 자격을 갖춘 인력 

        - 기타

   베트남은 원자력발전사업의 선택과 도입에 있어 먼저 원자력 이용개발 

확대를 위한 인프라 중의 하나로 기술인력의 확보를 가장 중요시하고 있

다. 베트남은 IAEA 회원국으로 IAEA와의 기술협력을 통한 인력양성에 중

점을 두고 있다. 표 3은 2000년도 IAEA사업으로 베트남에서 개최된 원자

력 비발전 및 발전분야의 National 및 RCA 훈련과정과 워크샾이다. 

   베트남은 원자력분야에서 가장 취약한 점이 자격을 갖춘 원자력 전문

인력의 부족이다. 그래서 IAEA를 통한 장학생 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원자력 발전 보유국 즉 한국, 일본, 프랑스, 캐나다, 러시아, 중국, 인도

와 원자력에 관한 양국간 국제협력을 하고 있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해 정부간에 협정을 체결하 다. 베트남의 원자력도입을 위한 인력양

성, 교육과정개발, 국가 원자력 관련법령 및 시스템구축에 이들 국가들과

의 원자력협정을 활용하고 있다. 일본과는 2000년도 아래 다섯 개 분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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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협력위원회를 설립하여 일본 STA 프로그램에 의거한 베트남 원자력

요원 양성을 도모하고 있다. 

   

    - 원자력발전소의 설계, 건설, 운 , 보수 분야

    - 원자력 과학기술의 연구개발분야

    -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분야

    - 원자력 규제, 검사, 관리 분야

    - 대학 기술교육분야 

   이와 같이 일본은 베트남 원자력발전 시장 선점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의 인력양성, 교육훈련분야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2001년도 들어서

도 일본 원자력연구소(JAERI)와 일본원자력산업회의(JAIF)를 통하여 베트

남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는 아래와 같다.

    - 베트남 방사선 의료센터 설립 지원 및 인력양성

    - 원자력안전, 방사선 방호, 폐기물 처리처분 분야 전문 인력 양성

    - JAERI 와 VAEC 협력에 의한 원자력교육훈련센타 설립지원 (원자로  

      기술, 원자력 안전 및 방사선 방호, 폐기물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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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2000년도 VAEC IAEA National and Regional 훈련과정 및 Workshop 개최 실적

번

호
제목 주최 일자

참여
자수

장소

1  National Seminar on Nuclear Safety IAEA-VAEC 2000. 3. 3 - 7 16
VAEC

Hanoi

2

 Mid-term Review Meeting

 (Maintenance and Repair of Nuclear  

 Instruments)

IAEA-VAEC 2000. 4. 3 - 7 12
INST

Hanoi

3  Regional Workshops on CDM IAEA-VAEC 2000. 4. 10 - 14 56
VAEC

Hanoi

4

 Regional Training Course on         

 Standard Software for Tracer        

 Application and Nucleonic Gauges    

 Design and Calibration

IAEA-VAEC 2000. 6. 5 - 9 16 NRI, Dalat

5

 Reference Asian Man Project(Phase 

 2) : Ingestion and Organ Content of 

 Trace Elements of Importance in 

 Radiological Protection

IAEA-VAEC 2000. 6. 26 - 30 12 NRI, Dalat

6

 Regional Training Course in 

 Radiation Processing of Natural 

 Polysacharides

IAEA-VAEC 2000. 7. 3 - 7 24
CRDIT, 

HCM City

7

 Regional Training Workshop on       

 Website Construction and 

 Management

IAEA-VAEC 2000. 8. 21 - 25 14
INST, 

Hanoi

8

 National Training Workshop on

 Radiation and Waste Safety in       

 Industrial Practices

IAEA-VAEC 2000. 9. 11 - 15 60
VAEC, 

Hanoi

9
 National Workshop on Safety and    

 Regulatory Control for RRs
IAEA-VAEC 2000. 10. 3 - 6 30

VAEC, 

Hanoi

10

 Regional Workshop on Methodology  

 for plant Mutation Breeding for

 Quality Effective Use of             

 Physical/Chemical Mutagens

IAEA-VAEC 2000. 10. 9 - 13 18
AGI,

Hanoi 

   또한 VAEC는 달라트원자력연구소의 연수센타의 훈련 능력을 위해 노력

하고 있다.  베트남과 한국간의 원자력 이용개발에 관한 협력 추진 실적

과 현황은 아래와 같다.

 

       - 1995년부터 양국은 원자력발전 분야에 대표단을 교환

       - 1995년 11월 VAEC와 KEPCO 간에 원자력 과학기술분야 협력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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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합의서 채택

       -  1996년 11월 양국간에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협정서 체결

       - 2000년 11월 과기부 차관 VAEC 방문

       - 2001년 5월 : 베트남 고위 원자력 정책 담당자 초청 세미나 개최  

                     (KAERI)

   특히 2000년 11월 과학기술부 차관 베트남 방문 시 원자력 이용개발에 

관한 베트남과의 합의된 후속조치 사업은 아래와 같다.

      ∙ 베트남 고위 원자력정책자 초청 세미나 개최 : 2001년 3월 동  

         과제 책임자가 베트남을 방문하여 세미나 개최내용, 초청자 등  

         에 관해 베트남과 협의하고 세부개최 일정을 확정하 다.

      ∙ 연구용 원자로 이용지원, 핵의학 센터 설립지원 : 2001년 2월  

         원자력연구소 전문가가 달라트 원자력연구소를 방문하여 연구로  

         수명연장 관련 안전 운전 및 이용기술을 지원하 으며, 원자력  

         병원 전문가가 베트남을 방문하여 핵의학센터 설립 현황을 파악  

         하고 전문가 파견 등 세부 협력방안을 협의하 다

      ∙ 원자력안전 규제 관련정보 및 전문가 지원요청 : 2001년 2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가 베트남을 방문하여 공동조사연  

         구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 으며 향후 추진 일정을   

         확정하 다.

      ∙ 베트남 원자력발전소 도입 타당성 공동 조사연구 추진 : 2001  

         년 2월 한전 관계자가 베트남을 방문하여 공동조사연구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 으며 추진 일정을 확정하 다. 2001  

          년 4월 서울에서 동 타당성 연구 Kick-Off Meeting을 개최하 다.

      ∙ 원자력전문가 훈련 초청 : 2001년 동 과제 책임자가 베트남을  

         방문하여 우리의 원자력인력양성 경험을 설명하고 협의하 다.  

         원자력정책분야, 원자력 안전성 해석분야, 열수력학 해석분야,  

         방사선 방호분야 전문가 각 1인 총 4인을 2000년도 KISTEP 과   

         학기술 인력교류사업으로 초청하여 원자력연구소에서의 OJT 수  

         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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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수행 내용 및 결과

   한국원자력연구소 원자력연수원에서는 IAEA와의 개발도상국 원자력요원 

양성에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1999년부터 2000년간에 개발도상국 원자력요

원에게 필요한 훈련과정을 원자력정책과 사업관리부분으로 정하고 커리큘

럼을 공동으로 개발하 다. 그리고 개발도상국의 원자자력요원 양성을 위

한 교육프로그램개발 및 연수사업을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IAEA와 합의하

다. 이에 IAEA와의 공동으로 개발한 원자력정책 담당자를 위한 훈련과정 

커리큘럼을 개발도상국 원자력 요원 양성 훈련과정에 활용하 다.

   본 연구에서는 개발도상국의 원자력정책담당자에게 필요한 문책자(교

재)를 IAEA와 공동으로 개발 출판하 다. 제목이 ‘Nuclear Power Project: 

Policy and Korean Experience (원자력 발전 사업 한국의 정책 및 사업관

리 경험)’인 동 책자는 원자력발전사업의 기술자립을 성공적으로 달성한 

한국의 지난 30여 년간의 정책 및 사업관리 경험을 집대성한 것으로, IAEA

의 신규 원자력발전사업 추진 또는 새로운 노형 도입 예정국가의 원자력정

책담당자들을 위한 훈련과정의 교재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과학기술처, 

한국전력공사,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전력기술(주), 두산중공업(주), 한

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국내 원자력관련기관에서 30년 이상 원자력정책 및 

원자력발전사업관리 분야에 종사한 전문가들을 과제 자문위원 겸 원고 작

성자로 참여하하 으며 IAEA와의 교재개발 역할 분담계획에 따라 원자력발

전국과 기술협력국 전문가들이 교재 감수작업에 참여하 다.

   2000년 11월 과학기술부 차관 베트남 방문시 합의된 베트남 고위 원자

력정책 결정자 초청 훈련과정(세미나)을 VAEC와 협의 2001.5.5 ∼ 17일간에 

한국원자력연구소 원자력연수원에서 본 과제를 통하여 개최하 다. 이에 

IAEA와 공동으로 개발한 커리큘럼과 문책자를 활용하 다. 세미나에 참

여한 베트남 대표단은 원자력정책을 결정하는 고위 관리로 베트남 공산당, 

국회, 과학기술환경부, 산업부의 차관급 3명, 국장급 3명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개발된 커리큘럼과 문책자를 활용하여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의 지원으로 IAEA와 공동으로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RCA 회원국 원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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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중견관리자를 대상으로 원자력정책 및 사업관리 훈련과정을 2001년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에 걸쳐 개최할 것이다. 동 훈련과정에는 중

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13개 IAEA RCA 회원국 훈련생 20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2002년도 5월 3주간 IAEA와 공동으로 동 훈련과정

을 개설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개발도상국이 필요로 하는 원자력발전관

련 훈련과정을 IAEA와 공동으로 개발․운 하여 IAEA와의 협력을 강화하

고 우리 원자력기술의 해외 진출 기반조성에 기여할 것이다.

   신규 원자력발전사업 추진 예정 국가 즉 베트남의 고위 원자력정책 담

당자 초청 세미나 개최를 계기로 베트남과의 원자력인력양성에 대한 협력

사업이 한층 활기를 띄게 되었다. 동 훈련과정 개최의 계속사업으로 2000

년 KISTEP 과학기술 인력교류사업에 의거 원자력정책 분야, 안전성 해석 

분야, 열수력학 분야, 방사선 방호 분야 등의 베트남 전문가 4인이 한국

원자력연구소에서 3개월간 현장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동 과제를 통하여 베트남의 원자력사업 추진에 필요한 원자력 전문인력양

성 즉 베트남 원자력교육훈련센터 설립지원, IAEA를 통한 베트남 장학생 

및 과학자 방문훈련, 국내 전문가 파견 지원 등 향후 베트남과의 원자력

인력양성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 다. 

제 1 절  IAEA와 공동개발한 원자력정책 및 사업관리 

훈련과정 커리큘럼

  

   한․IAEA 공동사업으로 개발된 원자력정책 및 사업관리과정의 커리큘

럼은 먼저 국내 원자력전문가들로 자문위원단을 구성한 후 3차례의 자문

위원회 세미나를 거쳐 도출되었다. 그리고 IAEA 과제참여자와의 협의회를 

구성하고 국내에서 IAEA 전문가를 활용하여 도출된 커리큘럼의 검토와 보

완 작업을 거쳐 개발하 다. 

   이 커리큘럼은 ‘체계적인 교육훈련 접근법 (Systematic approach to 

training, SAT)’[11]을 적용하여 개발하 으며 먼저 세계 원자력발전사업 

신규 추진 전망을 분석하고 훈련수요와 필요성을 분석하 다. 그리고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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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필요성 분석에 따라 개발도상국 원자력정책담당자 교육훈련에 필요한 

15개 교과 모듈과 각 모듈의 세부교과내용을 구성한 후, 15개 모듈을 바

탕으로 신규 원자력발전사업 추진 예정국의 고위 원자력정책 담당자를 대

상으로 한 1주간의 훈련과정(세미나)과 고위 정책담당자를 지원하는 중견

요원을 위한 2주간의 훈련과정 프로그램으로 개발하 다.

1. 커리큘럼 개발 방향

   신규 원자력사업 추진 대상국의 원자력정책담당자 요원을 위한 커리큘

럼을 IAEA와 공동으로 개발함에 있어 훈련과정 개발 추진체계를 IAEA가 원

자력요원양성과 교육훈련에 회원국에게 권고하고 있는 SAT 기법을 적용하

다. 교육훈련을 개발하고 운 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접근하는 문제는 교육

훈련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SAT는 이

미 교육훈련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실용적인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12].

   원자력요원의 교육훈련과정 개발 및 운 에 관한 중요성으로 말미암아 

IAEA는 1996년도에 ‘원자력발전요원의 훈련과 평가에 관한 지침서’[13], 

1997년도에 ‘원자력발전에 관한 IAEA훈련과정의 개발, 운 , 평가 핸드

북’[14]을 발간하 다. 동 지침서와 핸드북에서 SAT는 훈련의 연속적인 

평가와 요구되는 역량을 달성하기 위해 훈련과정을 개발하고 운 하는데 

요구되는 역량을 도출하는 논리적인 방법이라고 정의하며 SAT는 훈련의 

효과성과 완전성을 가능하게 해준다고 정의하고 있다. 즉 SAT 방법으로 

수행하지 않으면 훈련과정의 중요한 요소들을 빠뜨리는 위험성을 내포하

게 되며 훈련프로그램이 비용이나 훈련 동기의 상실과 함께 너무 광범위

하게 교과내용을 다룰 수 있는 소지도 있게 된다는 것이다.

   SAT를 바탕으로 하는 훈련과정은 훈련대상자들을 성과중심으로 평가하

며 훈련프로그램의 평가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훈련과정이 훈련목적을 만

족하는가를 증명할 수 있게 한다. SAT는 직무와 훈련필요성 조사․분석

(Analysis of jobs and training needs), 훈련프로그램의 설계(Design of 

training programmes), 훈련자료 및 교재개발(Development of training 

materials), 훈련과정 운 (Implementation of training), 훈련 효과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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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Evaluation of training effectiveness)의 다섯 단계로 구성되며 이 

다섯 단계가 하나의 주기로 훈련과정의 개선활동이 수행됨과 함께 각 단

계에 피드백된다. 원자력 정책담당자를 위한 훈련프로그램 개발에 SAT 기

법을 적용하여 그림 9에 나타내었다[13,14]. 

그림 9. SAT 기법을 이용한 커리큘럼 개발 체계

연구주관기관(KAERI) 공동연구기관(IAEA)

∙IAEA 등 외국자료 분석

∙국내 훈련과정 자료 분석

훈련 필요성 

조사․분석

(Analysis)

∙IAEA 보유자료 제공

∙IAEA 전문가 자문

⇩

∙국내 전문가 자문단 활용

∙커리큘럼 자문세미나 개최

최적 커리큘럼의 설계

(Design)

∙IAEA 전문가 파견

∙커리큘럼 자문 활용

⇩

∙국내 자문단 교재 ( 문) 작성

∙해외 교육용으로 활용

교육자료(교재)의 개발

(Development)

∙교재( 문) 검토  및 감수

∙교재 공동 활용

⇩

∙고위정책담당자(1주)

∙중견정책 및 사업관리 담당자(2주)

정책담당자 교육과정 

개설(운 )

(Implementation)

∙IAEA와의 공동 개설

∙신규사업 추진예정국

⇩

∙교재 및 교과내용 개선
교육 과정평가

(Evaluation)

∙교육대상, 교과내용

  등 개선 지원

   이상과 같은 세계 원자력발전사업 추진전망의 분석에 따라 신규 원자

력발전사업 추진 예정국가의 원자력정책담당자를 위한 훈련과정을 IAEA와 

공동 개발함에 있어 교과 모듈의 도출과 세부교과내용의 개발방향을 아래

와 같이 설정하 다.

 -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향후 원자력발전사업을 추진할 국가를 고려

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교과내용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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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의 훈련

과정수요(신규 

사업추진 전망)

IAEA 원자력정책 및

 사업관리 관련 

자료분석

훈련 필요성 

조사․분석

훈련프로그램에  필요한

교과 Module의 도출

국내 원자력 정책 관

련 훈련과정 자료분석

 - 교과내용을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듈 방식으로 

개발한다.

 - 모듈 방식으로 개발되는 교과내용은 원자력발전 정책분야(Part I)와 

원자력발전 사업관리분야(PART II) 즉 Part 별로 구성한다.

 - 훈련생 수준에 따라 고위 정책담당자, 그리고 고위 정책담당자를 

지원하는 중견관리자 등  2개 과정의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교과내용은 실무적이며 경험 중심으로 개발한다.

2. 커리큘럼 개발 내용

 가. 훈련 필요성 조사분석

   훈련과정 커리큘럼을 개발하기 위해 외국 자료들 중 IAEA 기술지침서

(Technical Report Series)를 우선적으로 분석하 고 세부교과목과 교재개

발을 위해 IAEA가 발간한 책자 그리고 Proceedings, 원자력과 관련된 Data 

Series 책자 등 30여종을 분석 검토하 다[15-20]. 국내 자료로서는 1990

년대 초반에 3주간 개최한 ‘Nuclear Power Project Planning and 

Management’ IAEA 지역간 훈련과정, 1998년도에 개최한 1주간의 ‘Choosing 

the Nuclear Power IAEA Workshop’을 훈련필요성 도출을 위해 분석하 다.

   SAT기법을 적용하여 국내외 자료 분석을 통해 훈련필요성 분석 결과로 

얻는 교과 모듈의 생산과정은 그림 10과 같다.

        (입력)                                         (출력)

         그림 10. SAT 훈련필요성 분석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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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모듈 방식의 교과목 도출과 세부교과내용 선정

   원자력 발전사업을 선택함에 있어 산업인프라 구축, 재원의 확보, 기

술도입 정책결정, 주민 수용 등에 필요한 정치, 사회․경제, 재정, 기술 

및 안전 등 고려해야 할 많은 요소가 있다. 또한 고려되어야 할 범위가 

실로 방대하다. 이러한 방대한 자료를 훈련과정의 교과목 그리고 하나의  

교과 모듈로 선택된 내용은 아래와 같이 15개 항목으로 도출하 다.

      모듈 1. 원자력발전 현황과 전망

      모듈 2. 원자력안전과 방사선 방호

      모듈 3. 선행 핵연료주기

      모듈 4. 후행 핵연료주기, 방사성 폐기물처리, 해체 및 제염

      모듈 5. 부지선정 및 환경

      모듈 6. 법적 및 규제의 관점

      모듈 7. 핵비확산 제도

      모듈 8. 원자력발전사업 재원 조달

      모듈 9. 주민 수용과 의사결정에서의 주민 참여

      모듈 10. 원자력발전 사업개발에 국가정책의 중요성

      모듈 11. 한국의 원자력발전 기술자립 경험과 국산화 정책

      모듈 12. 원자력발전사업 준비단계

      모듈 13. 원자력발전사업 추진(건설)단계

      모듈 14. 원자력발전사업 시운전 및 가동단계

      모듈 15. 원자력발전 정책 및 기획에 대한 IAEA의 역할과 활동

   정책결정이 필요한 분야, 가능한 선택, 정책결정이 의미하는 바와 고

려되어야 할 실체를 15개 모듈을 선정하는 좌표로 활용하 다. 또한 각 

모듈의 정책결정분야, 가능한 선택이 있는 항목들이 각 모듈의 세부 교과

내용에 포함되었으며 모듈의 세부 교과내용에 대한 요약서(abstract)를 

개발하 다. 이 요약서는 훈련생이 훈련과정을 사전에 평가하는 데 중요

한 지침이 된다. 각 모듈에 대한 신규 원자력사업 추진예정국의 정책담당

자가 고려해야 할 정책 결정 또는 선택 대안 즉 각 모듈에 포함된 세부 

교과내용의 개략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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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1 : 세계 원자력발전현황과 전망, 원자력발전의 특성, 경제성

모듈 2 : 심층방어 개념, 품질보증, 안전문화, 방사선 방어 표준

모듈 3 : 핵연료형태, 핵연료주기의 특성, 노심 핵연료 관리, 핵연

료설계 및 가공 국산화 경험, 신형 핵연료 개발 현황

모듈 4 : 후행 핵연료 주기의 주요 선택사항, 사용 후 핵연료관리 

선택 안,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의 확보, 사용 후 핵연

료 처리 및 처분, 제염 및 해체 방안

모듈 5 : 원전 부지선정의 특성과 요구조건, 원자력환경, 환경평가 

분석

모듈 6 : 국가 수준의 법적 요구조건, 원자력 법적 및 규제의 틀, 

인허가 및 검사의 경험, 국제원자력안전위원회, 책임보

험제도

모듈 7 : 핵무기와 핵비확산 개념, 국제 핵비확산 제도, 핵비확산

의 측정

모듈 8 : 원전 사업 재원조달에 향을 주는 인자, 원전사업의 재원의 

원천, 재원조달 제안서의 경제적인 평가, 한국의 재원조달 경

험

모듈 9 : 대중 정보 제공 프로그램, 의사소통 전략,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방안, 논쟁과 대안의 측정, 의사결정과정에서

의 주민의 참여, 주민 교육프로그램과 국제협력

모듈 10 : 국가 에너지정책, 국가 개발정책, 국제관계와 외국 공급

자 의존 정책, 지역간 정책, 한국의 에너지 정책

모듈 11 : 기술이전, 원자력발전소의 표준화, NSSS 국산화 경험, 

NSSS 국산화 성공요건

모듈 12 : 원자력발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요건, 계약형태, 입찰 

안내서 준비, 입찰평가, 협상

모듈 13 : 원자력발전사업관리의 구조, 사업수행, 부지관리, 사업

관리의 interface, 사업관리와 병행 추진되어야 하는 주

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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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된 15개 교과 

Module

15개 교과Module의

세부 교과내용과 

요약서(Abstract)

훈련프로그램의

설계

훈련목적

훈련프로그램계획서

훈련생 자격기준의 

설정

모듈 14 : 시운전 초기 검사계획, 시운전 조직과 인원선정, 시운전 

절차서 개발, 시운전 일정관리, 시운전 관리

모듈 15 : IAEA의 역할과 지원 활동

다. 훈련프로그램의 설계

   훈련필요성 분석 단계에서 도출된 15개 모듈 그리고 각 모듈의 세부 

교과내용과 훈련생자격기준으로 아래 그림 11과 같이 SAT 제 2단계 훈련프

로그램 설계과정으로 훈련목적과 훈련계획서를 도출하 다.

        (입력)                                         (출력)

그림 11. 훈련프로그램 설계 단계

라. 훈련프로그램(세미나) 계획서

   훈련프로그램의 설계단계에서 신규 원자력발전사업 추진 대상국 원자

력정책담당자를 위한 훈련과정의 교과내용은 훈련생 수준을 두 가지로 구

분하여 구성하 다. 하나는 개발된 일주간의 고위 원자력정책담당자 훈련

과정이고 또 하나는 2주간의 중견 원자력정책 및 사업관리자 훈련과정의 

훈련프로그램의 구성은 그림 12와 같다. 훈련생 수준에 따른 업무의 차별

성으로 말미암아 고위 정책담당자는 원자력정책분야를 강조하는 교과내용

으로 구성하 으며 중견관리자는 원자력발전 사업관리분야와 정책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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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훈련생 수준에 따른 교과내용 구성

대  상 고위 원자력정책 결정자 중견 원자력정책 담당자

교

과

내

용

Part I 

Module 1 - 11

Part I 

Module 1 - 11

Part II 

Module 12 - 14Part II 

Module 12 - 14

산업시찰 산업시찰

훈련기간 1 주 2 주

같은 비중으로 취급하는 교과내용으로 다음의 그림 12와 같이 구성하

다.

   개발된 훈련과정의 커리큘럼은 훈련목적, 훈련기간, 훈련과정 특성, 주요 

교과내용, 교재, 훈련생 자격으로 구성하 다. 동 커리큘럼과 세부 교과내용

은 IAEA 과제참여자, 국내 자문위원의 검토를 받아 그 적정성을 확인하 다. 

제 2 절 IAEA와 협력 원자력정책 및 사업관리 문책자 개발

   한․IAEA 공동사업으로 개발한 원자력정책 및 사업관리과정 커리큘럼

을 활용하여, 국내 원자력전문가 그룹과 IAEA가 협력하여 신규 원자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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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의 원자력정책 담당자를 위한 원자력

정책 및 사업관리의 국제훈련과정 교재로 활용하기 위한 문책자를 개

발, 출판하 다. 제목이 ‘Nuclear Power Project: Policy and Korean 

Experience (원자력 발전 사업: 한국의 정책 및 사업관리 경험)’인 동 책

자는 원자력발전사업의 기술자립을 성공적으로 달성한 한국의 지난 30여 

년간의 정책 및 사업관리 경험을 집대성한 것이다. 

   국내 원자력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과제 자문위원단

이 개발된 커리큘럼에 따라 원고를 집필하 다. 그리고 IAEA와의 교재개

발 역할 분담계획에 따라 IAEA의 원자력발전국과 기술협력국 전문가들이 

교재 감수작업에 참여하여 문책자가 발간되었다.

1. 문책자 개발을 위한 자문위원회 운

가. 원고 작성 

   한․IAEA 신규 원자력사업 추진대상국 원자력정책담당자 원자력정책 

및 사업관리 훈련과정의 커리큘럼의 교과목에 따라 과학기술처, 한국전력

공사,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전력기술(주), 두산중공업(주),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 등 국내 원자력관련기관에서 30년 이상 원자력정책 및 원자력

발전사업관리 분야에 종사한 전문가들로 과제 자문위원을 구성하 고 또

한 원고집필위원으로 참가하 다. 자문위원 명단 및 자문분야는 표 4와 

같다.

   문책자의 원고 작성은 2000년 10월 말에 완료되었으며 작성된 원고

를 커리큘럼의 차례에 따라 정렬하고 전체적으로 형식을 통일하여 편집하

다. 이 편집과정을 거친 다음 책자의 전체적인 내용 및 형식에 관해 이

창건 원자력위원이 감수하 다, 감수 과정을 끝낸 원고는 2001년 1월 자

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자문위원단의 검토와 자문을 거쳐 원고 수정이 이루

어졌고 최종적으로 IAEA의 검토와 감수를 거친 후 문책자를 발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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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자문위원 명단 및 자문 분야

성  명 자 문 분 야 소    속

1. 전재풍 1장 원자력발전현황과 전망 한빛POWER서비스사장

2. 류건중 2.1장 원자력안전 KAERI

3. 이재기 2.2장 방사선방어 한양대학교

4. 김시환 3장 선행 핵연료 주기 KAERI 연수원

5. 박현수
4장 후행핵연료주기 및 방사성폐기물관리, 

제염 및 해체
KAERI 핵연료주기단장

6. 이창우 5.2장 환경 평가 KAERI 환경연구팀장

7. 은 수 6장 원자력 규제 정책 KINS 전문위원

8. 오근배 7장 핵비확산 제도 KAERI 정책연구팀

9. 시인권 8장 원전사업 재원확보 KEPCO 원자력자재처부장

10. 정준극 9장 원자력홍보 (PA) KAERI 홍보협력과

11. 김화섭 10장 원자력 개발의 국가정책 KAERI 정책연구팀장

12. 정락인 11.3장 원전 주요부품의 국산화 경험 한중 계통기술실부장

13. 안종환
11.1-2장 원자력기술의 국산화경험,

12장 원자력발전사업 준비단계
KOPEC 기획조정처장

14. 박용집

5.1장 부지선정

13장, 14장 원자력발전사업 수행 및 시운전, 

가동 단계

금강코리아 연구개발소장

15. 이창건 전체내용 원자력위원

16. 조청원 “ MOST 원자력국장

17. 윤동렬 “ MOST 원자력협력과장

18. 문명국 “ KEPCO 원발처장

19. 임  번 “ KEPCO원자력교육원장

20. 오재식 “
KEPCO/해외사업처 

원자력사업팀장

나. 자문위원회 개최

   문책자의 원고 검토 및 활용방안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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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최일시 : 2001. 1. 17 (수)

￭ 개최장소 : 서울교육문화회관

￭ 자문회의 안건

    - 감수된 문 교재 원고 검토 및 활용방안

    -  베트남 고위 원자력정책담당자 초청훈련 과정 개최에 따른

       ∙ 교과내용 및 시간 계획

       ∙ 국내 강사 위촉 및 관련 기관의 참여

       ∙  KEPCO/KINS/한중 등의 방문 및 산업시찰 계획 등

￭ 참석자 : 윤동렬(과기부 원자력협력과장), 이창건(교재 감수위원) 정  

준극(KAERI), 시인권(한전), 권용현(한국중공업), 임 번(한  

전 원자력교육원), 장 균(한전 원발처), 김시환(KAERI),    

은 수(KINS 전문위원), 박용집(금강코리아 R&D 소장), 안   

종환(KOPEC), 이재기(한양대학교), 서인석(KAERI), 류건중   

(KAERI)

다. 자문내용 및 의견

 (1) 문 교재 원고 검토

     ∙ 교재 감수 결과에 따른 원고 교정 반

     ∙ 용어통일 및 책제목 선정시 고려사항 

     ∙ 교재 순서 Part 별로 편집 제안

     ∙ 강의자료는 감수결과에 따라 수정 보완

     ∙ 강의 순서는 이창건 위원이 제시한 교재 편집순서에 따라 수행

     ∙ PA(Public Acceptance) 용어를 Public Information(FNCA 사용) 

또는 Public Communication으로 변경하는 추세에 대응

     ∙ 강의자료 보완과 강의는 기관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참여

  (2) 베트남 고위 원자력정책담당자 초청훈련 과정에 활용 

     ∙ 강의의 사전준비를 철저히 완벽하게 준비하고 강의시 예상 질문

에 대한 모범답안 준비 필요

     ∙ 지식을 공유하자는 동지나 선후배 입장에서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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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전시장 진출을 위한 개도국 요원 훈련사업의 지속이 필요

     ∙ 한전 방문 등 베트남 과정 운 에 협조

     ∙ 향후 계속적인 교재활용에 대한 연차적 교재 upgrading 필요

     ∙ 감수결과는 반 하나 현실적인 상황을 우선하여 일정에 맞게 출

판하는 것이 바람직함

     ∙ 동 교재를 활용하여 향후 언제까지 어떻게 개도국 지원 연수과정

을 수행할 것인가를 예상하고 교재발간 및 개편방안을 수립

(3) 자문위원회 세미나 결론

  ∙ 교재는 베트남 고위 정책담당자 훈련과정 일정에 맞추어 발간

  ∙ 향후 개정판 발행에 원고 집필에 참여한 자문위원의 원고개정이 

지속적으로 필요함

  ∙ 교재편집 순서는 이창건 위원의 안을 고려하나 IAEA와 협의한 모

듈별 순서도 감안함 

  ∙ 강의 순서는 이창건 위원 안으로 수행함

  ∙ IAEA의 감수가 2월말까지 수행되어야 함으로 원고교정을 1월  29

일(월)까지 종료하며 연수원으로 송부 부탁

  ∙ 베트남 고위 정책담당자 교육일정에 맞추어 관련기관 방문 등 과

정 수행 협조 사항 점검

2. 문책자 발간

가. 감수 의견

   원고의 편집과정을 거친 다음 이창건 위원의 교재 전반에 대한 감수와

IAEA 전문가에 의한 감수가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목차 순서에 대한 의견   

   책자의 목차는 원자력발전사업의 시간적 진행 순서에 따라 단계별로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원자력 발전계획수립, 원자력발전사업관

리, 특별고려사항 등 3 단계로 표 5과 같이 나열해 볼 것을 권고하 다.

(2) 저자의 협조가 필요한 수정 내용

∙ 본문에서 문헌에 대해 언급할 경우 그 문헌을 맨 뒤의 참고문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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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교재 편집 순서

계획수립

PART  I 

Planning of 

Nuclear Power 

Program

Module 10 National Policies of Importance to Nuclear Power

          Development

Module  1 Nuclear Power: Status and Prospects

Module  6 Legal and Regulatory Aspects 

Module  8 Financing of Nuclear Power Projects

Module  9 Public Acceptance and Participation in Decision Making 

Module 11 Korean Localization Policy and Experience in Nuclear

          Power Technology 

사업관리

PART  II

Nuclear Power 

Project 

Management

Module 12 Pre-Project Phase for Nuclear Power Project 

          Management 

Module 13 Implementation Phase for Nuclear Power Project 

          Management 

Module 14 Commissioning and Start-Up for Nuclear Power Project

          Management

특별고려사항

PART III 

Special 

Aspects and 

Considerations

Module  2 Nuclear Safety and Radiation Protection 

Module  5 Siting and Environmental Aspects

Module  3 Nuclear Fuel Cycle (Front-End) 

Module  4 Back-End Fuel Cycle, Waste Management, and

          Decontamination & Decommissioning of Nuclear Facilities 

Module  7 Nuclear Non-Proliferation Regime 

기재하고 본문 속에 참고문헌 번호로 명시할 것

∙ 가능하면 자료를 최신의 자료로 update 할 것

∙ 교재 맨 뒤에 약자 찾아보기 목록 작성

∙ 희미하거나 크기가 너무 작은 표와 그림은 다시 작성할 것

∙ 같은 내용이 여러 장에 걸쳐 중복되어 나오는 것 조정이 필요

   예 1) 한국의 원자력발전 개발 상황을 설명하는 이 여러 장에서  

언급됨 

   예 2) Chapter 1, 6.3, 8.5, 11.1.1에서 보면 같은 내용의 표가    

      여러 번 나옴

∙ 각 저자에 해당되는 수정보완 사항은 개인별로 지급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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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편집 전반에 대한 의견  

∙ 그림 설명은 그림 아래에, 표 설명은 표 위 왼쪽에 하는 것을 원칙

으로 통일함

∙ 제목에서 단어의 첫 자만 대문자로 표기하는 것으로 통일

∙ 오타 수정

∙ 단위는 국제 표준단위에 맞추어 표기

   예) won/KwH는 Won/kWh로

∙ 표 목차가 필요함

∙약자를 처음 쓸 때 처음 한 번은 전단어를 괄호 안에 풀어 쓸 것

   예) SAR(Safety Analysis Report), AR(Away from Reactor) 등

∙ 내용에서 시칭이 맞지 않는 경우 적절한 시제로 교체

   예) has been → was로 바꾸는 따위

나. IAEA의 감수

   자문위원회에서 제시한 수정안에 따라 교정 및 편집을 마친 문책자

를 동 과제 수행의 공동기관인 IAEA로 보내서 IAEA 원자력발전국과 기술

협력국 전문가의 감수를 받았다. 그리고 IAEA 원자력발전국의 전풍일국장

이 문책자 서문과 전체 내용에 관해 검토한 자료를 가지고 원자력연수

원을 방문하여 원자력연수원의 과제책임자 및 연구원과 같이 토론을 거쳐 

원고를 수정하 다.

다. 목차의 구성

   문책자는 자문위원단과 이창건 감수위원 그리고 IAEA의 감수를 거쳐 

제목은 ‘Nuclear Power Project: Policy and Korean Experience (원자력 

발전사업: 한국의 정책 및 사업관리 경험)’으로 결정되었고 내용 목차는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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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절 베트남 고위 원자력정책담당자 초청세미나 개최

   원자력연수원에서는 2000년 11월 과학기술부 차관의 베트남 방문시 합

의한 베트남 고위 원자력정책 결정자 초청세미나를 VAEC와 협의를 거쳐 

2001.5.5 ∼ 17일간에 한국원자력연구소 원자력연수원에서 개최하 다.

   IAEA와 공동으로 개발한 커리큘럼과 문책자를 활용하여 세미나를 개

최하 으며, 세미나에 참여한 베트남 대표단은 원자력정책을 결정하는 고

위 관리로 베트남 공산당, 국회, 과학기술환경부, 산업부 등 차관급 3명, 

국장급 3명으로 구성되었다.

1. 한․베트남 고위원자력정책담당자 초청 훈련과정 협의

가. 한․베트남 고위 원자력정책담당자 초청 훈련과정 개최 협의

   2000년 11월 과학기술부 차관이 베트남 방문시 2001년 4 ∼ 5 월 중 베

트남 고위 원자력정책담당자 5 ∼ 6 명을 2 주간 KAERI 원자력연수원에 초

청하여 원자력정책 및 원전사업 도입에 관한 세미나 개최를 지원하겠다고 

협의하 었다. 이에 따라 2001년 5월, 원자력연수원의 원장과 동 과제책

임자가 베트남의 하노이 소재 베트남원자력위원회(VAEC), Institute of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달라트 소재 Nuclear Research 

Institute를 방문하여 한․베트남 고위원자력정책담당자 초청 훈련과정 

개최와 베트남과의 원자력인력양성 협력에 관한 협의를 하 다.

   베트남에서 한국의 원자력인력양성 경험과 KAERI/NTC의 원자력 인력양

성 활동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발표를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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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0년부터의 한국 원자력인력양성 경험과 정책에 대한 자료 발

표

◦ 원자력연수원 설립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주요 원자력교육 및 

연수활동 내용 발표

   VAEC와 원자력연수원은 베트남 고위 원자력정책담당자 초청세미나 개

최에 관한 협의 및 한․베트남 원자력인력양성 협력에 관한 협의록 (부록 

1 참고)을 작성하 다. 다음은 베트남 고위 원자력정책담당자 초청 세미

나 개최에 관한 협의 내용이다.  

◦ 세미나 배경, 목적, Syllabus, 재정 지원 등의 전반적인 내용

발표 및 협의

◦ 개최일정을 5월 7 ∼ 19일간 2주간으로 제안

◦ 초청인원은 베트남 과학기술환경부(MOSTE) 차관을 비롯하여 공

산당 간부 2명, 경제계획부 등 5명 그리고 VAEC 1명 총 6명 초

청 요청, 추가 1인에 대하여 MOST와 협의 후 확정

◦ 초청하는 고위 정책전문가에게 Economy Class왕복항공권 그리

고 국내 규정에 따라 체재비 제공

◦ VAEC는 MOSTE 차관과 협의하여 4월 첫 주에 초청예정자 인적사

항과 KAERI가 제안한 훈련과정 개최일정을 KAERI에 통보, 이후 

한국은 MOST 명의로 초청장 발송

나. 한․베트남 원자력인력양성에 관한 협력 협의

   VAEC는 원자력발전사업의 가장 중요한 인프라가 인력양성이라고 판단하

고 인도, 일본, 한국을 벤치마킹하고 있으며 양국간 협력에 의한 교육훈련

장비와 교육자료의 지원을 바라고 있는 실정으로(일본의 경우 INST의 기술

정보센터 PC 장비 지원과 S/W upgrading, 인도의 RI계측장비 지원사업 

등), VAEC는 KAERI와 원자력기술협력협정 체결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달라트 소재 NRI 연수원은 옛날의 카톨릭 신학대학을 1999년 12월 원

자력연수원으로 사용키로 결정하여 설립되었다. 동 연수원의 단기계획으

로는 자국인을 위한 방사선작업종사자 연수과정과 방사선방어 재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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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2005년까지 실시, 장기계획으로는 원자력공학교육(대학수준) 훈련프로

그램을 2005년 이후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대학교 수준의 시설 (회

의실, 강의실, 학생숙소 200실, 강사 게스트하우스 25실 등, 지상4층, 지

하2층)을 보유하고 있으나 내부시설의 전면 보수가 필요한 낡은 건물이며 

교육훈련장비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IAEA정규사업에서 올해 30,000달

러 정도의 RI계측장비 지원을 예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원자력사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베트남과의 원

자력 기술협력을 강화하는 원자력인력양성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달라트 

원자력연수원에 KAERI 연수원이 보유하고 있거나 개발 예정인 문 커리

큘럼, 문교재 등의 지원사업, IAEA를 통한 훈련사업, 그리고 KOICA 또

는 정부지원사업을 통한 교육훈련장비 공여사업(TV, VCR, PC 등의 시청각

교육장비 제공 등)을 추진하여 실질적으로 베트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베트남 원자력인력양성에 관한 협력협

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INST의 교육훈련활동에 관한 조직과 향후 활동에 대한 조언, 그

리고 교육장비 및 교육훈련자료, 도서 등에 대한 지원을 희망

◦ 달라트 원자력연구소 연수원의 협력사항

 ∙ KAERI/NTC가 발간 예정인 문책자 지원

 ∙ 개발예정인 연수과정의 문커리큘럼 지원

 ∙ 달라트 연수원장 IAEA 과학자방문으로 KAERI 연수원 방문

◦ IAEA 정규기술협력(IAEA자금)사업을 통한 달라트 연수원 지원

2. 베트남 고위 원자력정책담당자 초청 세미나 개최

   원자력연수원에서는 2001년 한․베트남 고위 원자력정책담당자 초청 훈

련과정 개최에 관한 협의에 따라 베트남 고위 원자력정책담당자 6인을 초청

하여 원자력정책 및 사업관리에 관한 세미나를 2001년 5월에 13일간 개최하

다. 2015∼ 2018년 기간 중 베트남의 첫 번째 원전의 상업운전이 예상됨

에 따라 일본, 러시아, 한국, 인도, 중국 등이 동 사업에 대한 주도권을 갖

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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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맥락에서 이 세미나는 한국의 원자력발전 정책 및 원자력발전사

업 기술자립 경험 전수를 통하여 향후 추진이 예상되는 베트남 원자력발전

사업의 진출을 촉진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행하 다. 동 세미나 준

비를 위해 개최된 자문위원회에서 세미나 개최 시 강사의 유의사항을 다음

과 같이 정하 다.

가. 강사 유의사항

     ∙ 우리의 목적은 개도국에 우리 기술을 수출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

리 그들을 대하는 태도 여하에 따라 성패가 좌우될 가능성이 있

음　

     ∙ 현재 일본은 베트남에 막대한 자금지원과 기술지도를 하며 장기

간에 걸친 친선을 도모하고 있어 우리보다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

고 있는 상태임

     ∙ 일본인들은 인사성이 밝아 좋은 인상을 주는 데, 만일 우리가 개

도국이라고 베트남인들을 무시하는 인상을 보이면 그들의 마음을 

얻기 힘들 것임. 

     ∙ 강의할 때 그들을 가르치는 입장이 아니라 동료와 선후배로 대해

야 할 것이며 결코 잘난 척하지 말 것. 반드시 겸손한 자세로 그

들을 대할 것을 간곡히 부탁함 

     ∙ 강의시간의 배정은 각 분야별로 한 시간 정도이면 충분하다고 봄

나. 강의 시 참고사항

   베트남 원자력위원회에서는 원전사업 추진을 결정이 국가 관련 부처의 

고위 정책결정자에 의해 결정되고 특히 다음 사항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

으므로 강의자료 작성 및 발표 시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반 해 주길 

원하 다.

◦ 미국, 독일 등 유럽 선진국은 원자력발전사업을 축소 또는 포기하

는 이유가 무엇인가?

◦ 원자력발전의 안전성에 대하여 어떻게 베트남 국민을 설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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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에 대처해야 하는가? 

◦ 궁극적으로 방사성폐기물 처리처분과 처분장 부지선정을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가?

◦. 해변과 내륙 강가에 위치하는 차이점과 문제점 및 한국의 경험

◦ 국민의 설득에서의 한국의 현황 즉 원전 반대자의 비율, 이를 설

득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 원전개발과 국가 정책 특히 세미나에 참여함으로 국가개발정책과 

원전개발의 연관성에 관해 특히 강조

   이번 초청세미나를 통해서 베트남 고위 원자력정책담당자가 기대하고 

배우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한국의 경험을 통하여 베트남 정책결정자가 원자력발전의 필요성

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람.

◦ 원자력발전이 안전하다는 것을 한국의 경험을 통하여 확인하고자 함.

◦ 베트남이 원전사업을 추진한다면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한국

의 경험을 통해 확인하고자 함.

◦ 방사성폐기물 처리처분, 처분장 등 장기간이 소요되는 프로젝트에 

대한 한국의 입장과 정책을 알고자 함.

다. 세미나 일정

════════════════════════════════

Saturday, 5 May 2001
20:40 Arrival at Seoul (CX 416)

Sunday, 6 May 2001
09:00~12:00 Tour Seoul (Biwon, Gyeongbokgkung Palace)
12:00~13:30 Lunch
13:30~18:00 Tour Seoul
18:30~20:00 Dinner hosted by Vice-Minister, MOST 

Monday, 7 May 2001
08:30~12:00 Tour Korean Folk Vill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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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14:00 Lunch
14:00~15:00 Move to MOST
15:00~15:30 Courtesy Visit to MOST Vice-Minister
15:30~16:30 Briefing on Korean Nuclear Policy (Chung-Won Cho, MOST)
16:30~19:00 Seoul  Daejeon
19:00~20:30 Dinner hosted by President of KAERI

Tuesday, 8 May 2001
09:30~10:30 Visit to HANARO and Research Facilities
10:40~11:00 KAERI Slide Presentation (2nd Floor Seminar Room)
11:10~11:30 Opening Session (In-Soon Chang, President of KAERI, The 

Presidents Office)
11:30~12:10 (S) Status of Nuclear R&D in Korea (Special Session, President of 

KAERI, 2nd Floor Seminar Room)
12:20~13:20 Lunch
13:20~13:40 Memory Picture
14:00~15:00 (S) Status of Nuclear Energy Activities Including Introduction of 

Nuclear Power in Vietnam (VAEC)
15:10~16:10 (S) National Polices of Importance to Nuclear Power Development  

(Han-Myung Lee, KAERI)
16:20~17:20 (S) Status and Prospects of Nuclear Power

        (Chan-Yong Kim, Hanvit Power Service Inc.)
19:00~20:30 Dinner hosted by Director of NTC/KAERI

Wednesday, 9 May 2001
09:00~10:00 (S) Korean Localization Policy and Experience in Nuclear Power Tech.

        (Jong-Hwan Ahn, KOPEC)
10:10~11:10 (S) Nuclear Fuel Cycle (Front-End) (Sung-Kyun Zee, KAERI)
11:20~12:20 Visit to KOPEC NED
12:30~13:30 Lunch hosted by KOPEC NED
14:00~15:00 (S) Experience in Manufacturing of NSSS Major Components 

        (Jung-Yong Park, DOOSAN)
15:10~16:10 (S) Back-End Fuel Cycle, Waste Management and Decontamination  

   & Decommissioning (Hyun-Soo Park, KAERI)
16:20~18:00 Visit to KNFC
19:00~20:30 Dinner hosted by KN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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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10 May 2001
08:00~10:30 Daejeon  Yonggwang
11:00~11:40 Visit to Yonggwang Nuclear Power Plants
12:00~13:30 Lunch hosted by Yonggwang NPPs 
13:30~15:30 Tour Yonggwang Nuclear Power Plants (continue)
15:30~19:00 Yonggwang  Changwon
19:00~20:30 Dinner hosted by DOOSAN

       Check-in at DOOSAN Guesthouse

Friday, 11 May 2001
09:30~12:00 Visit to DOOSAN
12:00~13:30 Lunch hosted by DOOSAN 
14:00~16:30 Changwon  Gyeongju 
16:30~19:00 Free Time
19:00~20:00 Dinner 

       Check-in at Concorde Hotel

Saturday, 12 May 2001
09:00~10:00 Gyeongju  Wolsong
10:00~12:00 Visit to Wolsong Nuclear Power Plants
12:00~13:30 Lunch hosted by WNPD
14:00~15:00 Wolsong  Gyeongju
15:00~19:00 Free Time
19:00~20:00 Dinner 

Sunday, 13 May 2001
09:00~13:00 Tour Gyeongju (Bulguksa Temple, Seokguram Grotto, Gyeongju      

  National Museum)
13:00~14:00 Lunch
14:30~18:30 Gyeongju  Daejeon
19:00~20:00 Dinner

Monday, 14 May 2001
09:30~10:30 (S) Nuclear Safety (Kun-Joong Yoo, KAERI)
10:40~11:40 (S) Radiation Protection (Jae-Ki Lee, HanYang University)
12:00~13:00 Lunch
13:00~14:00 Visit to K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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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15:10 (S) Legal and Regulatory Aspects (Young-Soo Eun, KINS)
15:20~16:00 Tour KINS Facilities
19:00~20:30 Dinner hosted by KINS

Tuesday, 15 May 2001
09:00~10:00 (S) Financing of Nuclear Power Project (Kyong-Goo Hur, KEPCO)
10:10~11:10 (S) Implementation Phase for Nuclear Power Project Management   

   & Siting (Young-Chip Park, KUMKANG)
11:20~12:20 (S) Koreas Experience of Design,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Research Reactor HANARO (Byung-Jin Jun, KAERI)
12:30~13:30 Lunch
14:00~15:00 (S) Production and Utilization of Radioisotope in Korea

                      (Hyun-Soo Han, KAERI)
15:10~16:10 Wrap-up Discussion
19:00~20:30 Dinner hosted by KAERI HANARO

Wednesday, 16 May 2001
07:30~10:00 Daejeon  Seoul
10:30~12:00 Visit to KEPCO Head Office
12:00~13:30 Lunch hosted by KEPCO
13:30~14:30 Move to Tower Hotel
14:30~18:30 Free Time (Shopping)
19:00~20:00 Dinner

Thursday, 17 May 2001
06:30~08:00 Move to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10:00        Departure from Seoul (VN 937)

══════════════════════════════════

라. 세미나 내용

(1) 세미나 명

￭ Nuclear Energy Policy and Nuclear Power Project Management for 

Viet Nam Nuclear High-Level Decision Makers

(2) 개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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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5. 7(월) ∼ 5. 16(수)

(3) 세미나 장소

￭ 원자력 연수원 2층 세미나실 및 계단강의실

(4) 세미나 참여자 명단 및 약력

(가) 과학기술환경부 차관

￭ 성    명 : 홍 반 휴야(Dr. Hoang Van HUAY)

￭ 생년월일 : 1943. 6. 10

￭ 학력 및 경력

    1966 ∼ 1984 : 중국 Hoanan 농과대학 졸업

                 베트남 하노이대 강사 토양학과장 역임

    1971 ∼ 1975 : 독일 라이프찌히 K.M. 대학(문학박사)

    1985 ∼ 1987 : 독일 베를린 훔볼트 대학(이학박사)

    1988 ∼ 1998 : 중앙당 과학기술환경국 부국장, 국장

    1998. 9 ∼   : 과학기술환경부 차관

(나) 국회사무처 사무처장(차관급)

￭ 성    명 : 트란 곡 훙(Mr. Tran Ngoc Hung)

￭ 생년월일 : 1949. 9. 12

￭ 학력 및 경력

      1959 ∼ 1963 : 베트남 하노이대 건축과

      1964 ∼ 1985 : 건설회사 엔지니어, 사업책임자

      1985 ∼ 1994 : 하노이건설공사 Deputy Director

      1994 ∼ 현재 : 국회사무처 사무차장

(다) 공산당 중앙경제위원회 부위원장(차관급)

￭ 성    명 : 구엔 반 당(Dr. Nguyen Van Dang)

￭ 생년월일 : 1942. 3. 23

￭ 학력 및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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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4∼1968 : 베트남 하노이대 산업경제과 졸업

        * 1986년 독일에서 박사학위(Science of Economics)

      1969∼1989 : 베트남 하노이대 경제학과 강사 

      1989∼현재 : 당 경제위 고위직 공무원, 부위원장

(라)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국장(국장급)

￭ 성    명 : 구엔 탄 팟(Mr. Nguyen Tan Phat)

￭ 생년월일 : 1939. 11. 1

￭ 주요경력

      1979∼1987 : Military Technical Institute 강사

      1988∼1993 : Military Technical Institute 부국장

      1993∼1997 : 당중앙위 총부국장

      1997∼현재 : 당중앙위 총국장

(마) 산업부 국제협력국장

￭ 성    명 : 트란 민 후안(Dr. Tran Minh Huan)

￭ 생년월일 : 1944. 5. 25

￭ 주요경력

      1964∼1968 : 독일 Technical University Dresden 졸업

        *1983년 독일 Friedrich Schiller University 기계공학 박사

      1968∼1995 : 외무부, 중공업부, 산업부 공무원

      1995∼현재 : 산업부 국제협력국장

(바) 원자력위원회 국제협력기획국 부국장

￭ 성    명 : 리 도안 팍(Mr. Le Doan Phac)

￭ 생년월일 : 1954. 2. 1

￭ 주요경력

      1976∼1980 : 하노이대 응용수학과 졸업

      1981∼1997 : 과기센터, 원자력위원회 연구원

      1998∼현재 : 원자력위원회 국제협력기획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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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강의 제목 및 강사

1. Briefing on Korean Nuclear Policy

   (Chung-Won Cho, MOST) 

2. Status of Nuclear R&D in Korea

   (In-Soon Chang, KAERI)

3. Status of Nuclear Energy Activities Including Introduction of 

Nuclear Power in Viet Nam

   (Le Doan Phac, VAEC )

4. National Polices of Importance to Nuclear Power Development

   (Han-Myung Lee, KAERI)

5. Status and Prospects of Nuclear Power

   (Chan-Yong Kim, Hanvit Power Service Inc.)

6. Korean Localization Policy and Experience in Nuclear Power Tech. 

   (Jong-Hwan Ahn, KOPEC)

7. Nuclear Fuel Cycle (Front-End)

   (Sung-Kyun Zee, KAERI)

8. Experiences in Manufacturing of NSSS Major Components 

   (Jung-Yong Park, DOOSAN)

9. Back-End Fuel Cycle, Waste Management and Decontamination & 

Decommissioning 

   (Hyun-Soo Park, KAERI)

10. Nuclear Safety

    (Kun-Joong Yoo, KAERI)

11. Radiation Protection 

    (Jae-Ki Lee, Hanyang University)

12. Legal and Regulatory Aspects

    (Young-Soo Eun, KINS)

13. Financing of Nuclear Power Project

    (Kyong-Goo Hur, KEP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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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Implementation Phase for Nuclear Power Project Management & 

Siting 

    (Young-Chip Park, KUMKANG)

15. Koreas Experience of Design,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Research 

Reactor HANARO

    (Byung-Jin Jun, KAERI)

16. Production and Utilization of Radioisotope in Korea

    (Hyun-Soo Han, KAERI)

(6) 원자력 관련기관 방문 및 산업시찰 

◦ 과학기술부

◦ 한국전력공사 본사 해외사업단 포함

◦ 한국수력원자력발전(주) 월성, 한국수력원자력발전(주) 광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두산중공업(주) 창원

◦ 한국전력기술(주) 원자로설계개발단

◦ 한국원자력연료(주)

 ◦ 한국원자력연구소 하나로 및 연구시설

제 4 절 세미나 평가 및 베트남과의 원자력인력양성 협력증진

1. 세미나 개최 결과평가

   베트남 고위 원자력정책담당자 초청세미나 종료시 원자력연수원 세미

나실에서 베트남 세미나 참여자와 동 과제책임자 및 연구원이 참석하여 

세미나에 대한 종합 평가토의를 하 다. 세미나 참여자들이 언급한 내용, 

산업시찰 현장 방문시 관련기관 전문가와 토의한 내용, 발언요지 등 참가

자들이 언급한 자체 세미나 평가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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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H.E. Hoang Van Huay (과학기술환경처 차관)

- 매우 우호적이고 친절함에 감사한다.

- 하나로 원전 등의 산업시찰 등은 비록 피곤하지만 매우 유익했다.

- 한국 : 베트남 상호협력 특히 원자력협력을 긴 히 할 수 있어 기

뻤다.

- 강의와 현장 방문 등의 세미나 일정관리 능력이 우수하고 NTC 인

력 수준이 우수했다.

- 세미나 내용 및 발표가 매우 훌륭하고 유익하 으며 자세히 잘 진

행되었다.

- 20 ∼ 30년전 한국 상황이 베트남과 비슷해서 한국의 경험은 우리

에게 아주 유용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며 많이 배우고 싶다.

- 이 세미나가 구체적인 협력의 결과이며 원자력산업의 협력을 다지

는 입장에서 이 세미나는 아주 훌륭했다.

- 자료와 배운 지식 그리고 한국의 친절을 베트남에 가서도 잊지 않겠다.

나. H.E. Tran Ngoc Hung (국회사무처 사무차장)

- 차관과 같은 생각이며 한국의 첫인상이 매우 친절하고 집처럼 편

안했다.

- 한국의 경제적 성취 및 발전속도가 놀랍다. 특히 산업 경제 발전 

속도 건설 중공업이 발달되어 있다. 사회 경제 인프라가 놀랍다.

- 원자력발전산업에서 관심사항은 원자력 안전성이라 생각하며, 세

미나 전에는 의구심이 있었으나 세미나 후 지속적인 연구개발 등

으로 원자력안전성 확보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믿게 되었다. 

- 가까운 미래에 베트남은 원자력발전소를 국내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

해 건설할 것을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2015∼ 2017년 사이에 

가동예정)

- 베트남은 부존자원 많지만 향후 부존자원이 전력수요량을 못따라 갈 

것이이므로 베트남은 가스, 석유, 원자력 순으로 개발을 고려한다.

- 베트남은 금월말 국회에서 수력발전 최대 3600 MWe (시설용량) 최

소 2400 MWe의 발전소 건설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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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수력발전을 하기 위한 댐을 짓기 위해서 많은 인구의 이동 

및 농지수몰 등이 요구되며 어려운 점이 많다.

- 수력발전이 승인된다고 해도 2500 MWe의 원자력발전이 상용화 될 것이

다.

- 이 세미나를 기점으로 베트남에서도 MOSTE, MOI, 공산당 간에 NPP 

건설을 위해 더 깊은 협력을 할 것이다.

다. H.E. Nguyen Van Dang (공산당중앙위원회 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에 세 번째 방문이다.

- 한국의 경제발전이 대단하며 장기 및 단기 발전 계획 등이 완벽하다. 

- 한국은 국제협력 및 기술자립에서 일등 가는 국가이며 한국정부와 

국민은 매우 뛰어난 노력을 하 다.

- 한국의 원자력 기술자립의 성취와 경험은 향후 베트남 발전에 매

우 중요하다.

- 원자력에 대한 개인적 견해는 베트남이 NPP를 2015년에 가동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 한국의 정부와 국민에 대한 정책은 원자력 자립의 좋은 본보기로 

한국의 경험과 성취는 베트남에서 본 받을 수 있는 모범이다.

- 원자력에 대한 견해는 베트남은 NPP를 2015년에 반드시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 세미나와 NPP 견학을 통해 원자력을 많이 이해했으며 베트남도 원

자력발전사업을 해야한다고 생각하 으며 원자력안전성에 대한 의

구심이 적어졌다.

- NPP 건설을 위해 베트남에서 이와 같이 세미나와 같은 활동을 강

화할 필요가 있다.

라. Mr. Nguyen Tan Phat (공산당중앙위원회 총국장)

- 앞서 말한 의견들에 모두 동의한다.

- NPP는 핵폭발 위험(체르노빌 사고)의 상징으로만 알았으며 의구심

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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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미나를 통해 생각이 anti-nuclear에서 pro-nuclear로 많이 

바뀌었다.

- 지금은 베트남이 NPP를 건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사업관

리를 하느냐?  언제 하느냐? 어떻게 인력양성을 하느냐가 문제이

다. 그리고 그 후 Public Acceptance가 중요하다

- 또한 한국의 문화에 관심이 있다. 한국은 5000년 역사를 가지고 

많은 침략을 받아왔지만 단일민족으로 유지하고 있다.

- 베트남문화와 한국문화는 거의 유사해서 같이 공유할 것이 많다.

- 한국의 푸른산, 깨끗한 거리 등이 매우 인상적이며 국토가 아름답다.

- 베트남은 전쟁 후 많이 파괴되었고 현재도 완전히 복구되지 않았다.

- 친절한 호의에 감사한다.

마. Dr. Tran Minh Huan (산업부 국제협력국 국장)

- 세미나가 원자력발전정책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며 체계적으로 잘 

진행되었다.

- 후에 PA 획득방법 Siting 등을 좀 더 보강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 베트남에서 한국전문가를 초빙하여 세미나를 개최하면 많은 수의 

베트남 관계가가 참가할 수 있다. 향후 한국은 이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주기 바란다.

- 이번 세미나 문교재와 같이 한국이 만든 문교재들을 베트남에

서 사용한다면 많이 도움이 될 것이다.

- 원자력산업에 있어 한국은 베트남의 본보기로서 고려될 것이다.

   다음은 세미나 개최 중 관련 기관 방문시 베트남 고위 원자력정책담당

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국내 전문가와 토의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 광원자력발전소

      - 광 5, 6호기 투자비용(약 4조2천억원), kWh당 발전비용(약 39

원), 주민 지원비용, 전체 부지면적 등의 내용을 자세히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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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SNP와 APR의 주요 차이점 문의

  ◦ 창원 두산중공업(주)

      - 강의실에서 배운 한국의 기술자립 경험을 두산 중공업 현장에

서 확인하 다. 매우 놀랍다. 한국과 계속 협력하고 싶다.

  ◦ 월성원자력발전소

      - 한국이 APR은 개발하면서 왜 CANDU는 계속하지 않느냐(CANDU는 

한국의 그리드와 경제성, 인프라, Project Management에 불리)

      - 베트남 천연 우라늄 보유, 그 활용성은 원광의 농도에 따라 

경제성 결정, 그러나 중수 비용이 소요 (핵연료의 Buyer's 

Market, 중수공급국 다수 등)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베트남의 원자력 안전규제 법적 인프라구축에 한국의 경험이 

매우 필요함. 향후 지속적인 협력관계 유지 요망

   ◦ 한국전력공사 해외사업처

      - 베트남과 우호적인 관계 유지

- 베트남 VAEC와 한전간에 KSNP도입 타당성연구 2001년 말까지 수

행 좋은 결과 기대

   이와 같은 베트남 고위 정책결정자들의 자체 세미나 평가에 대해 한국

원자력연구소 원자력연수원 측은 베트남 원자력발전사업 도입의 정책결정

을 위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 다. 

   국가 산업발전의 네가지 요소는 전력, 교통/통신, 용수, 인적자원이다. 

   

◦ 전력은 원자력을 도입하여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고, 국가  

   총체적인 차원에서 원자력발전 기술자립과 한국표준형원자력발  

   전소  건설을 병행 추진함으로서 단기간내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었다.

◦ 베트남의 경우도 우리나라의 과거 산업진흥초기와 같은 상황이  

   고 경제발전속도 또한 연 7% 정도의 매우 높은 상황이므로 에   

   너지 정책을 합리적으로 수립 추진할 때라고 본다.

◦ 한국은 기술자립을 통하여 같은 노형(한국표준형 원자로,KS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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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원자로를 여러 개 반복 건설함으로서 건설비, 기기 제작비   

   등을 크게 절감할 수 있었고 축적된 기술로 국산화에 성공하   

   다.

◦ 원자력발전은 그 투자액수가 크고 건설기간이 길며 종합과학기  

   술 인프라가 필요하다. 특히 인력양성이 중요하다. 향후 투자비  

   절감, 건설능력 확보, 투자유치 능력이 확보만 되면 베트남의   

   원자력발전 사업의 미래는 매우 밝다고 본다.

   베트남 고위 원자력정책결정자들이 세미나를 종료하고 귀국한 후 하노

이 베트남 주재 한국대사관 구현모 서기관은 VAEC의 Le Doan Phac를 면담

하여 대표단의 세미나 참가에 대한 평가를 청취하 다. 이들이 한국대사

관에 전달한 과정의 전반적인 평가는 아래와 같았다.

1) 과학기술부와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완벽한 세미나 준비로 아주 

성공적으로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2) 특히 이번 방한을 계기로 그간 원자력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던 일부 고위 인사들도 원자력에 대해 긍정적인 인

식으로 바뀌게 되었다.

3) Hong Van Huay 과학기술환경부 차관의 지시로 금번 대표단의 방

한 결과를 수상에게 보고하기 위해 준비중이다.

4) 관련 기관 방문과 강의의 내용이 매우 알차고 유익했다. 일부 

한 두개 과목은 너무 기술적이었다. 그리고 한국의 최초 원전 

도입시에 대비한 인력훈련에 대한 경험이 강의에 없었던 점이 

아쉬웠다.

   이와 같은 베트남 대표단의 평가에 대해 베트남 주재 한국대사관측은 

이번 세미나가 베트남의 원자력정책을 결정하는 공산당, 국회, 과학기술

환경부, 산업부의 고위 인사들을 초청하여 우리측의 원자력 관련 시설 시

찰과 강의를 진행했던 프로그램으로서 향후 실질적인 한국․베트남 원자

력 협력 증진에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하 다. 그리고 우리측 사정

이 허락한다면 매년 유사한 프로그램을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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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 검토하라고 평가하는 공문을 과학기술부와 한국원자력연구소에 전달

하 다.

2. 향후 베트남과의 원자력 인력양성 협력증진

   동 세미나 개최기간 중(‘01. 5. 16) VAEC의 Le Doan Phac 국제협력 및 기

획부 부국장과 KAERI 원자력연수원간에 베트남과 원자력인력양성분야의 지속

적인 협력에 관해 합의록을 작성하 다(부록 2 참조). 동 과제 수행을 통해 

원자력연수원이 도출한 베트남과의 원자력인력양성 협력분야는 아래와 같다.

   1) IAEA를 통한 베트남 원자력인력양성사업 지원

   2) 베트남 원자력인력양성 종합계획수립 및 원자력연수원 설립지원

   3) 인력양성 경험 및 교육훈련 관련자료 지원

   4) KOICA 기술공여 연수사업을 통한 베트남 원자력요원 교육훈련 지원

   5) KAERI 전문가 베트남 파견 지원

   6) 베트남 원자력요원 초청 훈련과정/워크샵/세미나 개최

 상기 협력분야에 대한 향후 협력 세부 실천계획(안)은 아래와 같다.

1) 2001. 8월 달라트 원자력연구소 원자력교육훈련센터장 (Dr. Vu Nhu 

Ngoc)의 KAERI 원자력연수원에서의 IAEA 과학자방문 요청 수락. 한

국의 원자력인력양성 경험 전수

2) 2001년 11월 KOICA 지원 IAEA RCA 훈련과정(원자력정책 및 계획수

립)에 베트남 원자력요원 초청

3) 2000년 11월 과학기술부 차관 베트남 방문시 협의된 원자력정책분

야, 안전성 해석분야, 열수력학 해석분야, 방사선 방호분야의 전문

가 4인을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2000년도 KISTEP 과학기술 인력교

류사업에 의거한 현장 실무훈련 제공

4) 베트남 원자력인력양성 종합계획수립 지원 및 원자력연수원 설립지원

5) VAEC 요청시 KAERI 전문가 베트남 파견

6) 원자력 인력양성 경험 및 교육훈련관련 자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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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02년 이후 과학기술부의 원자력 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의 후속과

제로 베트남 원자력요원 교육 및 원자력정책수립 지원사업 (원자력

정책 및 기술자립 경험 등)을 계속 추진

   베트남은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에서 신규원자력발전소 도입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로서 2015∼2017년 사이에 최초의 원자력발

전소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베트남의 원자력시장진출을 위

해 일본, 프랑스, 캐나다, 러시아, 일본, 인도, 중국 등은 베트남과의 원

자력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베트남 또한 동 국가들과의 국가간 협력을 

통하여 원자력발전사업 수행에 필요한 요원양성, 교육훈련 장비와 시설확

보, 경험 전수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더불어 한국도 베트남 원자

력발전 시장의 진출을 위해 베트남과의 기술적, 경제적인 원자력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동 과제의 주요 목표 중의 하나는 향후 베트남의 원자력

인력양성 협력을 증진하여 향후 해외 진출의 기반조성으로 활용하는 것이

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베트남의 원자력인력양성 노력에 지원을 아끼

지 않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2000년 11월 과학기술부 차관 베트남 과학기술환경부

와 베트남 원자력위원회 방문시 베트남 원자력발전사업 추진 지원을 위한 

인력양성을 위해 베트남 과학기술자 (원자력정책연구, 안전해석, 열수력

학 해석 등 분야 각 1인)를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2001년도에 현장훈련

(OJT)을 제공하기로 약속하 다. 이렇게 하여 베트남과 한번 더 실제적인 

인력양성에 관한 국제협력을 증진시키게 되는 것이다. KAERI에서의 2001

년 말 또는 2002초 약속된 베트남 전문가의 OJT 예정 분야는 원자력발전

사업 수행에 관한 3개 분야로 다음과 같다.

1) 원자력 정책 (Dr. Ta Doan Trinh): 한국이 30여년간 원자력 연구

개발, 원자력 발전 및 이용, 기술자립과정에서 채택한 정책과 경

험 전수.

2) 원자력안전해석(Dr. Nguyen Tung Son): 원자력발전사업수행에 따

른 안전성 확보의 핵심기술인 원자력안전해석의 기초와 실무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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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함양을 위한 기술 전수.

3) 열수력학 해석 (Dr. Le Van Ngoc): 원자력발전소 계통 안전의 필

수적인 열수력학 분야의 안전해석기법의 기초기술능력과 실무적

용 능력함양을 위한 기술 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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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수행 목표 달성도 및 대외 기여도

제 1 절 IAEA와의 원자력정책 담당자 공동양성 목표 달성도

   1999년도 수행한 한․IAEA 원자력정책 및 사업관리과정 개발과제의 후

속사업으로 동 과제가 추진되었다. 동 과제의 목표는 IAEA와 공동으로 개

발한 개도국 원자력정책 담당자 훈련과정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IAEA와 공

동으로 문책자(교재용)를 발간하며 IAEA와 공동으로 개발도상국 원자력

정책요원양성에 활용하는 것이다. 동 과제에서 개발 발간한 ‘Nuclear 

Power Project: Policy and Korean Experience (원자력 발전사업 : 한국의 

정책 및 사업관리 경험)’ 문책자는 원자력발전사업의 기술자립을 성공

적으로 달성한 한국의 지난 30여 년간의 정책 및 사업관리 경험을 집대성

한 것이다. 이 책자는 IAEA의 신규 원자력발전사업 추진 또는 새로운 노

형 도입 예정국의 원자력정책담당자들을 위한 훈련과정의 교재로 활용하

기 위해 개발되었다. 과학기술처, 한국전력공사,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

전력기술(주), 두산중공업(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국내 원자력관

련기관에서 원자력정책 및 원자력발전사업관리 분야에 종사한 전문가들을 

과제 자문위원 겸 원고 집필위원으로 위촉하여 우리의 지난 경험을 집대

성할 수 있도록 하 으며, IAEA의 원자력발전국과 기술협력국 전문가들이 

작성된 원고의 감수에 참여하여 책자를 출판하 다.

   2000년 11월 과학기술부 차관의 베트남 방문시 합의한 베트남 고위 원

자력정책 결정자 초청세미나를 VAEC와 협의하여 2001.5.5 - 17일간에 한국

원자력연구소 원자력연수원에서 동 과제를 통하여 개최하 다. 동 세미나

에 IAEA와 공동으로 개발한 커리큘럼과 문 책자를 활용하 다. 세미나

에 참여한 베트남 대표단은 원자력정책을 결정하는 고위 관리로 베트남 

공산당, 국회, 과학기술환경부, 산업부의 차관급 3명, 국장급 3명으로 구

성되었다. 세미나 결과 평가에서 언급하 듯이 베트남의 원자력발전사업 

도입을 결정하는 고위층에게 이번 세미나 개최는 우리나라와 베트남간에 

실제적인 원자력협력의 본보기로 평가되었다. 또한 우리의 경험이 베트남 

원자력발전사업 도입 과정에 기본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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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향후 양국간 원자력 인력양성 협력에 시발점이 되었다.

   또한 개발된 커리큘럼과 문책자를 활용하여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의 지원으로 IAEA와 공동으로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RCA 회원국 원자력

정책 중견관리자를 대상으로 원자력정책 및 사업관리 훈련과정을 2001. 

11.1 ∼ 21일(3주)간에 개최할 예정이다. 동 훈련과정에는 중국, 인도네

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13개 IAEA RCA 회원국 훈련생 20명이 참가

할 것이며, 2002년도 5월 3주간 IAEA와 공동으로 동 훈련과정을 개설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개발도상국이 필요로 하는 원자력발전 관련 훈련과

정을 IAEA와 공동으로 개발․운 하여 IAEA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원

자력기술의 해외 진출 기반조성에 기여할 것이다.

   신규 원자력발전사업 추진 예정 국가 즉 베트남의 고위 원자력정책 담

당자 초청 세미나 개최를 계기로 베트남과의 원자력인력양성에 대한 협력

사업이 한층 활기를 띄게 되었다. 동 훈련과정 개최의 계속사업으로 2000

년 KISTEP 과학기술 인력교류사업에 의거 원자력정책 분야, 안전성 해석 

분야, 열수력학 분야 등의 베트남 전문가 3인이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3

개월간 현장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본 과제를 통하여 베

트남의 원자력사업 추진에 필요한 원자력 전문인력양성 즉 베트남 원자력

교육훈련센터 설립지원, IAEA를 통한 베트남 장학생 및 과학자 방문훈련, 

국내 전문가 파견 지원 등 향후 베트남과의 원자력인력양성 협력을 지속

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하 다. 

제 2 절 IAEA와의 원자력정책 담당자 공동양성 대외 기여도

   한국원자력연구소 원자력연수원에서는 국내 원자력발전사업 해외진출

의 기반조성을 위해 정부의 기술공여사업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지

원을 받아 IAEA와 공동으로 개발도상국요원 대상 훈련과정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우리의 기술을 이들 국가 훈련생에게 전수하여왔다. 그 동안 

문교재개발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훈련자료 수준을 벗어날 수 없었지만 

본 과제를 통해 IAEA와 협력하여 동 과제를 통해 생산한 교재는 우리나라

가 지난 30여년간의 원자력발전사업 기술자립을 통해 획득한 경험을 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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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한 종합 문책자를 개발한 것이다. 특히 동 책자는 신규 원자력발전사

업 추진 예정인 베트남 등의 국가를 대상으로 발간되어 이들 국가의 고위 

원자력 정책담당자들에게 제공된 만큼 향후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의 해외 

진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IAEA와 개발도상국 원자력요

원을 대상으로 훈련과정을 개설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IAEA 기술공여를 제

고함은 물론 양국간 원자력협력에 있어서도 공여적 위치를 확보하는 결과

로 연결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IAEA 및 개발도상국들과의 원자력협력에 대한 동 

과제의 대외 기여도는 아래와 같다.

   - IAEA와 협력 베트남 등 신규 원자력 추진 대상국 원자력 정책담당

자  양성을 위해 개발된 문책자는 이들 국가의 기본 정책자료로 

활용됨에 따라 우리의 원자력 기술의 홍보와 함께 원전 도입 타당

성 공동조사 사업, 국내 전문가 파견 및 기술자문, 전문가 초청 

훈련과정 제공 등의 사업확대에 기여하 다.

   - 베트남 고위 원자력정책담당자들을 집단으로 초청하여 우리의 기

술을 전수함으로서 이들을 친한 인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조

성에 기여하 다.

   - IAEA와의 개도국 원자력 인력양성 협력에 필요한 교육훈련자료를 

확보함으로서 향후 개발도상국 원자력요원 훈련확대에 기여하

다.

   - 원자력정책 및 사업관리부분의 지난 30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체

계적으로 종합, 정리함에 따라 중국, 인도네시아, 우크라이나, 모

로코, 이집트 등의 국가들과의 원자력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효과를 얻었다.

   - 문책자와 교육자료는 원자력정책 및 사업관리부분에 있어 신규 

원자력발전 추진 예정인 개발도상국가들로부터 우리나라가 세계 

속에 향후 지속적으로 우위적 위치를 얻는 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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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연구사업 결과의 활용계획

   동 과제를 통하여 IAEA와 협력 지난 30년간의 국내 원자력정책 및 사

업관리 경험을 집대성한 문책자를 출판하 다. 또한 동 문책자를 활

용하여 신규 원자력발전사업을 추진 예정인 베트남 고위 원자력정책 담당

자를 초빙 이들에게 훈련과정을 개최하여 우리의 경험을 전수하 다. 또

한 IAEA와 공동으로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RCA 회원국 원자력정책 담당

자를 대상으로 2001년 11월 원자력정책 및 사업관리 훈련과정을 개최한

다. 또한 2002년도에도 IAEA와의 RCA 회원국을 대상으로 동 훈련과정을 

개설하기로 하 다. 이와 같은 IAEA와의 원자력인력양성 공동사업은 IAEA

내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을 제고함은 물론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IAEA 

RCA 회원국들과의 양국간 원자력인력양성 협력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한편 동 과제를 통하여 베트남의 전문가들을 2000년도 KISTEP 과학기

술 인력교류사업으로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현장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서 우리나라가 베트남의 원자력인력양성 협력에 주요 파트너가 

되는 효과를 얻었다. 우리의 경험과 기술이 베트남의 원자력발전사업 추

진의 계획단계부터 스며들어 향후 원자력발전사업 추진시 우리와 협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 다. 동 과제 결과의 활용 계획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발된 문 책자를 멀티미디어 디지털 교육자료로 변환, 

CD-ROM으로 제작하여, 향후 베트남뿐만 아니라 IAEA 회원국 훈련생을 대

상으로 하는 국제 Cyber 원자력교육과정에 활용하여 국가간 협력체계수립

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제작된 CD-ROM을 IAEA 신규 원자력발

전 사업 추진 예정국가들과의 국제협력 자료로 활용할 것이다.

   둘째, 개발된 문 책자를 개발도상국 원자력요원 양성을 담당할 IAEA

의 International Nuclear University의 원자력 정책 및 전원계획 

(Nuclear Policy and Energy Planning) 분야의 한 학기용 교재로 활용할 

것이다. 문교재의 내용의 구 이론 및 미진한 부분의 보완을 위해서 분

야별 전문가 자문을 받아 개정판 출판작업을 지속할 것이다.

   셋째, IAEA와 공동으로 2000.11.1 - 21일간에 IAEA RCA 회원국의 원자

력 정책담당자를 대상으로 원자력정책 및 사업관리과정을 개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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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과정 개최시 개발된 교재와 커리큘럼의 활용으로 향후를 대비 교재의 

개편작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2002년 5월에도 IAEA와 공동으

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원자력정책 및 사업관리 훈련과정을 개최할 것

이다. 또한 IAEA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원자력정책 및 사업관리 훈련과

정을 정규과정으로 개설하도록 하여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강

화할 것이다.    

   넷째, 개발된 문책자의 활용범위를 중국, 우크라이나, 모로코, 인도

네시아, 이집트 등 신규 원자력발전사업 추진 대상국가들이나 또는 새로

운 노형 도입 예정국가들과의 원자력 인력양성 협력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이다.

   다섯째, 특히 베트남이 필요로 하는 원자력교육훈련센터 설립지원, 원

자력인력양성 협력, 전문 초청 훈련과정 제공 등의 사업을 지속할 수 있

는 여건을 확보하 다. 그러므로 이를 과제로 만들어 베트남과의 원자력

인력양성 협력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한국에서 

훈련받은 베트남의 전문인력들을 국내 모든 원자력 관련기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Data-Base화할 것이며 이들은 향후 원자력 시장 진출을 위한 

친한 인맥으로의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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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15-20줄내외)

  1999년부터 2000년간에 IAEA와 공동으로 신규 원자력발전 사업 추진 대상국 원자력

정책담당자를 위한 커리큘럼을 공동으로 개발하 다.  개발된 커리큘럼을 활용하여 동 

과제의 결과물로 ‘Nuclear Power Project : Policy and Korean Experience(원자력 발전

사업 한국의 정책과 사업관리 경험)’ 문책자를 개발 출판하 다.  이 책자는 한국의 지

난 30여 년간의 원자력 정책경험과 원자력발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업관리 경험

이 집대성된 문책자이다. 이 문책자는 IAEA 회원국 즉 베트남 등 신규 원자력발전

사업 추진 대상국가 또는 중국 등 새로운 노형 도입 예정 국가의 원자력정책담당자 양성

을 위한 훈련과정 교재로 활용하기 위해 IAEA와 공동으로 개발한 것이다.

  동 책자를 활용 2000년 11월 과학기술부 차관 베트남 방문 시 합의된 베트남의 고위 

원자력정책 결정자를 2001. 5. 5-17일간 한국에 초청하여 ‘베트남 고위 원자력정책담당자 

훈련과정(세미나)를 개최하 다.  동 세미나를 통하여 향후 베트남의 원자력발전사업 도

입 추진에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또한 동 책자와 커리큘

럼을 바탕으로 IAEA RCA회원국의 원자력정책담당자 양성을 위해 2001. 11월중 3주간 

그리고 2001년 5월중 3주간의 훈련과정을 IAEA와 공동으로 한국원자력연구소 원자력연

수원에서 개최하기로 하 다.

  이와 같이 신규 원자력 사업 추진 대상국가 원자력정책담당자를 양성할 수 있는 교재

와 커리큘럼 그리고 강사진이 준비됨에 따라 향후 원자력발전 사업의 해외 진출의 기반

이 강화를 위한 IAEA 개발도상국가들과의 협력수준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

한 베트남 전문가 3인을 2000년도 KISTEP 과학기술 인력교류사업으로 KAERI에서 실

무훈련을 제공할 수 있어 베트남 등 개발도상국과의 원자력인력양성에 관한 협력을 증진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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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rough this project, the KAERI has published a english text book titled 'Nuclear 
Power project: Policy and Korean Experience' with the cooperation with the Agency. 
Korean experts, who have more than 30 years experiences in nuclear policy and 
nuclear power project management, involved to prepare the contents. Experts, who 
are working for Department of Nuclear Energy and Department of Technical 
Cooperation in the Agency, reviewed the contents.
 The KAERI has provided a training course/seminar for a high-level delegation of 
nuclear policy decision makers, which is consisted of 3 deputy ministers and 3 
general directors in Viet Nam Communist Party, Assembly, Government Departments, 
upon the agreement between Vietnam Atomic Energy Commission (VAEC) and 
MOST at Hanoi in November 2000. The KAERI decided to provide the IAEA 
regional training course for middle level managers of nuclear policy and project 
management in RCA member states in November 2001 and 2002 under the 
cooperation with the Agency and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The training course curricula, a english text book will be utilized as basic technical 
materials to promote the national nuclear cooperation program with the developing 
countries, that are considering to introduce the first or a new nuclear power plant, 
such as China, Indonesia, Bangladesh, Morocco, Egypt, Ukraine, etc.
 Through the project, the bilateral nuclear cooperation between Viet Nam and Korea 
in the field of nuclear manpower development has improved practically. The KAERI 
has decided to provide on-the job-training program for Vietnamese experts in the 
field of nuclear policy, safety analysis, thermal-hydraulic analysis, etc under the 2000 
KISTEP Scientist Exchange Program. 

  Subject Keywords

  (About 10 words)

Nuclear policy, Nuclear power project management, Vietnam 
high-level decision making officials on nuclear policy, 
Cooperation for nuclear manpower development, developing 
countries, IAEA, Nuclear power project: policy and Korean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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