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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IAEA 국제공동연구프로그램 수행 및 효율적인 참여방안 연구

Ⅱ. 연구개발의 필요성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는 IAEA 헌장(제3조) 정신에 따라, 원자력의 평

화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회원국의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공동연구프

로그램(Coordinated Research Program,CRP)을 운 하고 있으며, 동 프로그

램은 상업적 목적을 추구하지 않는 학교, 연구소 등의 기관을 지원하고 있

다. 

공동연구프로그램은 IAEA의 기본 정책 방향과 부합되는 연구개발 활동 또

는 회원국이 당면한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 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IAEA를 중심으로 선진국과 개도국이 공동연구에 참

여하고 연구결과를 공유함으로서 개도국에의 기술지원과 문제해결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IAEA 공동연구프로그램에 대하여 1995년 이전에는 

원자력 관련기관들이 정확한 정보를 접할 기회가 적어 사업참여가 저조하

으나, 1996년부터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원자력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과제를 

수행하면서부터 국내 원자력 관련기관에 IAEA 공동연구프로그램에 대한 정

보를 제공하고 관리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1996년부터 구축한 공동연구프로그램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참여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에 따라 본 2001년 

과제를 수행하게 되었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동연구프로그램 관련 정보를 신속히 제

공할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기 구축된 홈페이지(http://nutis.kaeri.re. 

kr)를 통하여 IAEA에 신청된 공동연구과제의 선정현황 제공 및 사업공고 안

내 등을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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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본 과제의 주요 목표 중의 하나는 IAEA 공동연구과제에 매칭펀드 성격의 

연구비를 지원함으로서 공동연구사업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과제에서는 2001년 5월 말 현재 국내에

서 수행중인 IAEA 공동연구과제(58개)를 대상으로 연구비 지원을 안내하

으며, 그 중 31개 과제로부터 연구비 지원 신청서를 접수하 다. 

연구비 지원 신청 안내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안내책자 배포의 방법을 병

행하여 각각의 과제책임자에게 전달되었다. 동 안내에 따라 연구비 지원을 

신청한 31개 과제에 대하여 “IAEA 공동연구과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 

심의를 한 결과 총 60,100천원의 연구비를 배분하 다.

연구과제 선정 및 연구비 배분 심의결과, 계약과제의 경우 계속과제(18

개)에는 과제당 210만원, 최종종료과제(2개)에는 과제당 180만원을 지원하

다. 그리고 협약과제(11개)에는 과제당 170만원을 지원하 다. 

당초 본 과제의 예산 9,000만원중 공동연구과제 지원을 위한 예산은 

5,000만원이었으나, 공동연구과제에 충분한 연구비를 지원하고자 외부인건

비중 10,100천원을 공동연구비로 전용, 총 60,100천원을 31개 과제에 지원

함으로서 과제당 평균 1,940천원의 연구비를 지원하 다.

본 과제는 공동연구과제에의 매칭펀드 지원업무 외에 IAEA의 신규과제 공

모 공고를 국내 산학연 기관에 안내하고 과제신청을 확대하는 업무를 목표

로하고 있다. 

IAEA에서는 매년 11∼12월에 익년도 사업계획을 회원국에 공고하고 과제

를 공모한다. 2002년도 공동연구사업 공모 공고는 예년과 달리 12월 말에 

공고되었으며 본 과제에서는 이를 접수하여 공고내용을 분석,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사항을 추가하여 사업신청안내책자를 발간 배포하 다. 

안내책자 배포 및 인터넷 게시에 이어 IAEA 공동연구과제 전반에 대한 이

해와 과제신청서 작성시 주의사항 등을 전달하고자 본 과제에서는 2002. 

2.19 한국원자력연구소 국제원자력연수관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 다. 

Ⅳ. 연구개발 결과

본 과제는 IAEA 공동연구사업 지원체계를 유지하면서 연구참여를 확대하

기 위한 매칭펀드의 지원과 사업설명회의 개최 등을 수행함으로서 당초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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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된 연구목표를 달성하 다.

공동연구과제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총 31개의 과제에 6천만원의 매

칭펀드를 지원하 다. 또한 2002년 IAEA 공동연구사업계획을 입수, 이를 분 

석하여 과제신청을 위한 안내책자를 작성하 으며, 국내 산학연 50여개 기

관에 동 책자를 배포하 다. 

공동연구프로그램 지원체계를 정착하고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다

음과 같이 제시하 다. 

첫째, IAEA 공동연구프로그램 참여 분야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동일 

분야에 다수의 과제를 신청해도 동일 국가에 최대 2개 기관의 참여를 허용

하므로 한 개 분야에 다수의 과제를 신청하게 되면 자체경쟁이 되며, 과제 

수락률 또한 저조해 지게 된다. 따라서 IAEA에서 공모하는 모든 분야에 과

제를 고루 신청할 필요가 있다. 특히 IAEA에서 중점 추진하는 식품 및 농

업, 보건의료 등의 분야에 참여를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재는 원자력국제협력조성사업과제를 통하여 지원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이는 과제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현 지원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는 기관고유사업화하여 운 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한국원자력연

구소에서 공동연구사업을 관리 유지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동 관리업무를 한

국원자력연구소의 기관고유사업으로 정착 운 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바람

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계약과제보다는 협약과제 위주로 과제 신청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기술수준 및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IAEA에서는 연구계약

(Contract) 보다는 연구협약(Agreement) 형태의 참여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판단되며, 선진국의 예를 보아도 이를 예상할 수가 있다. 따라서 과

제당 연간 5,000불 수준의 연구비 수주에 중점을 두는 것보다 협약과제로 

참여하여 국제 연구환경에서 우리나라의 기술을 홍보하고 이를 토대로 기술

수출의 기반을 확대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Ⅴ.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우리나라가 IAEA 공동연구프로그램에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목적은 

각각 공동연구과제를 수행함으로서 얻어지는 직접적인 성과도 있지만, IAEA

를 구심점으로 한 국제기술교류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한 기술수출의 기반을 

확보하는데 더 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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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과제에서 분석한 IAEA 공동연구사업의 수행절차, 회원국의 참여현황 

및 IAEA의 공동연구프로그램 추진방향 등은 정부의 정책수립시 활용이 가능

하며, 더 나아가 원자력 선진국 및 개도국과의 협력 방향을 설정하는데 활

용이 가능하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IAEA 공동연구는 곧 회원국간의 공동연구이며, 이는 정부의 양국간

원자력 협력정책 수립시 협력분야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둘째, IAEA 공동연구 참여를 통하여 국제 원자력연구개발의 동향 파악이 

가능하며 동 자료는 국내 원자력연구개발 정책 수립시 활용이 가능하다. 

셋째, 향후 IAEA 이외의 국제기구 연구개발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할 때 

IAEA의 공동연구프로그램 수행 경험을 참고하여 체계적인 관리 지원이 가능

하다. 

넷째, 본 과제의 수행으로 축적된 IAEA의 공동연구프로그램 기획 관리 조

사자료는 향후 우리나라 주도의 연구과제를 기획 착수하는데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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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Project Title 

Implementation of IAEA Coordinated Research Program and Study on Strategy 

for Effective Participation in the Program 

II. Necessity of the Project 

The Coordinated Research Program (CRP) has been implemented by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with the aim of solving problems 

the Member States are facing according to the Statute Article 3 of the Agency. 

For achieving this aim, advanced countries and developing countries around the 

Agency are requested to participate in the CRP and share the results of 

researches, then it can be expected the technical support to developing countries 

and the synergy effects against problems.

Our participation in the CRP stayed on a low level before 1995 because of the 

lack of opportunities to meet the accurate information. However, we have built 

the management system and offered the information on the CRP to national 

research institutes related to the nuclear energy since the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KAERI) performed the National Nuclear R&D programme.

We have performed this 2001 project to maintain the CRP and meet the needs 

of the efforts to make it more active. Also the project selection status and the 

public announcement of the CRP were informed through the homepage (http:// 

nutis.kaeri.re.kr) for the prompt offer of the CRP information.  

Ⅲ.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One of the important aims of this project is the expansion of participation in the 

CRP with the support of research funds. In order to achieve this aim, the 

information on the support of research funds was announced, and 31 projects 

were proposed by May 2001. As a result of evaluation of the projects, 60,100,000 

won were funded for these 31 projects.

At first, the budget of support of the CRP was 50,000,000won out of the total 

budget, 90,000,000won. However, a part of external personnel expenditure, 

10,100,000won, was divert to the CRP funds to support CRP projects sufficiently. 

As a result, we have supported approx. 1,940,000 won per project. 



- viii -

This project has another objective besides the support research funds to CRP 

projects. It is the expansion of project proposals though the guide to 

educational-industrial institutes in the invitation of new project participation of 

the Agency.

The IAEA announces the next year projects to Member States and invites public 

participation of new projects in around November every year. However, it was 

announced at the end of December 2001, and the guide for project proposal was 

published. In addition to that, there was a briefing for the understanding of the 

CRP and the guide for project proposals on 19 February 2002. 

IV. Results of the Projects

This project has achieved the goal through supporting research funds and giving 

the briefing for the guide of project proposals. For the expansion of participation 

in the CRP, we distributed 60,100,000 won to 31 projects. The guide for project 

proposals was published and distributed among approx. 50 educational-industrial 

institutes in nation.

In order to establish the supporting system for the CRP and expand the 

participation, next plans were drawn up:

I. The areas of the CRP projects should be enhanced. For preventing the 

excessive competitions, it is needed the project proposals through the various 

areas especially in the areas of Food, Agriculture and Health that the Agency 

is focusing on.

II. This project needs to be one of the KAERI's long-term programs. This is for 

the guarantee of the continuity of CRP projects.

III. It is advisable to transfer the mode of project from Contract to Agreement. It 

will help to publicize our technology to the world and make it a basis of 

the technology expert. 

V. Proposal for Applications 

The ultimate object of the expansion of our participation in the CRP is to 

activate the international exchange of technology and form a basis of 

technology ex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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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mplementing procedure of the CRP, the present status of Member 

States participation and the CRP's future plan that we have analysed, are 

useful for the policy making reference of government. In addition, it can 

be used when we make plans of cooperation with advanced and 

developing countries. The details are as follows:

I. The IAEA's Joint Research is that of the Member States. It will be 

possibly used when the government's policy of Nuclear cooperation is 

made.

II. These data make it possible to understand the international nuclear 

technology development. It can be a policy making reference of the 

national nuclear technology.

III. These data make it simple and systematic to manage the programs of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the future.     

IV. It is expected that the data from this project help to plan and 

implement the future projects w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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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는 IAEA 헌장(제3조) 정신에 따라, 원자력의 평

화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회원국의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공동연구프

로그램(Coordinated Research Program,CRP)을 운 하고 있으며, 동 프로그

램은 상업적 목적을 추구하지 않는 학계, 연구계 등의 기관을 지원하고 있

다. 

공동연구프로그램은 IAEA의 기본 정책 방향과 부합되는 연구개발 활동 또

는 회원국이 당면한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 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IAEA를 중심으로 선진국과 개도국이 공동연구에 참

여하고 연구결과를 공유함으로서 개도국에의 기술지원과 문제해결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IAEA 공동연구프로그램에 대하여 1995년 이전에

는 원자력 관련기관들이 정확한 정보를 접할 기회가 적어 사업참여가 저조

하 으나, 1996년부터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원자력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과

제를 수행하면서부터 국내 원자력 관련기관에 IAEA 공동연구프로그램에 대

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리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1996년부터 구축한 공동연구프로그램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참여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에 따라 본 2001년 

과제를 수행하게 되었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동연구프로그램 관련 정보를 신속히 제

공할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기 구축된 홈페이지(http://nutis.kaeri.re. 

kr)를 통하여 IAEA에 신청된 공동연구과제의 선정현황 제공 및 사업공고 안

내 등을 수행하 다. 

 가. 기술적인 필요성

   ◦ 선진기술 확보 및 기술이전 기회 확대 가능

- 개도국 및 선진국을 혼합하여 구성하는 공동연구프로그램 특성상 

동 프로그램 참여를 통하여 선진국의 기술 습득 및 개도국에의 기

술 이전의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협력기회로 확대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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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관간 공동연구프로그램으로의 확대 가능 

- IAEA 공동연구프로그램의 참여 연구책임자간 상호 관심 기술을 파

악하고 이를 기관간 또는 국가간 협력으로 확대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로 활용 가능

   ◦ IAEA와의 협력 분석 및 기술협력사업 데이터베이스 구축 체계화 필요

- IAEA는 우리나라 원자력발전분야의 기술수준을 높이 평가하여 우리

나라의 원자력기술을 개도국에 전수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

고 정부도 개도국의 훈련생‧과학자방문 수용과 기자재 공급을 통한 

IAEA 기술협력사업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보

관리가 체계적으로 수행되고 있지 못함

- 동 수용사업을 통해 우리나라의 원자력기술을 해당국에 알림으로써 

기술수출 기반을 구축하는 데 매우 유효한 기회임을 인식하고, 우

리나라가 수용한 훈련생‧과학자들은 대부분 자국내 원자력 정책입

안자 혹은 원자력 연구의 책임자로 활동하고 있거나 예정인 주요 

인사이므로 동 사업관련 자료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수용사업 극

대화를 꾀할 필요가 있음

나. 경제‧사회적인 필요성 

   ◦ 연구비 수원 증가

- 지난 40년간 우리나라의 동 프로그램 수혜 통계를 살펴 보면, 

Research contract 수원금 총액이 1,320,050불(연평균 33,000불)

로 세계 23위권에 불과함('95년 수원금은 34,000불로 세계 37위)

 - 그러나 1단계 사업(‘96-’99) 수행 결과 '99년 2월 수원금은 

114,000불로 40년 평균치와 '95년 보다 약 4배 증가하 으므로 동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95년 : 34,000불,　'96년 : 

60,000불, '99년 9월: 145,000불)

   ◦ 연구비 수원 및 기술수출 기대효과

- 공동연구프로그램 참여시 연구조정회의 참가에 필요한 항공료‧체재

비를 IAEA가 지원해 주고 있으므로 참여 프로그램이 증가할수록 연

구비 지원 외에 우리나라의 수원금은 계속 증가됨

- 공동연구프로그램은 세계적으로 유수한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되는 

바, 연구조정회의 참가를 통해 최신 연구정보를 입수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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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기반으로 기대할 수 있는 기술수출 효과는 경제적 가치로 볼 

때 상당하다고 할 수 있음 

2. 연구목표 및 내용

본 연구과제의 주요 목표는 국내 산․학․연 기관의 IAEA 공동연구프로그

램 참여를 제고하고, 이와 병행하여 IAEA 정보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

(http://nutis.kaeri.re.kr)를 통하여 제공함으로써 한․IAEA 기술협력 활

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상기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본 과제에서는 국내에서 수행중인 공동

연구과제를 대상으로 정부재원의 매칭펀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연

구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동 연구비 지원을 위하여 과제심의위원회를 구성

하고 과제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연구비를 지원하 다. 

2001년 5월 현재 우리나라에서 수행중인 58개 공동연구과제중 31개 과제

에 대하여 약 6천만원의 연구비를 지원하 다. 또한 2000∼2001년 기간동안 

우리나라에서 IAEA에  제안한 공동연구과제의 선정평가 진행 현황자료를 홈

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하 다. 

한편, IAEA 공동연구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하여는 IAEA의 

기술협력정책 및 연구분야의 이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는 국내에 동 관

련 정보를 제공하고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 본 과제에서

는 동 기능 수행을 위하여 IAEA의 과학자 방문 및 훈련생 수용 현황 외에 

IAEA 홈페이지에서 제공되지 않는 자료들을 IAEA에 파견근무중인 한국원자

력연구소의 cost free expert로부터 입수 제공하 다.

IAEA와의 기술협력 분야를 발굴하고 이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는 IAEA

의 정책, 기술협력자료를 보다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내의 전담기관과 IAEA에서 근무중인 우리나라 직원의 협조체제

를 조화롭게 유지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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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IAEA 공동연구프로그램 분석

제1절  관리절차 및 추진현황 분석

1. 기획․관리 절차 및 연구분야

IAEA 공동연구프로그램은 IAEA 헌장 제3조에 명시된 IAEA의 임무에 근거

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동 조항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하여 연구‧개

발 및 실제적 적용을 촉진하고 원조한다'는 IAEA의 임무를 명시하고 있다.

IAEA는 원자력 과학기술의 발전과 개도국에의 기술이전 효과를 촉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 선진국과 개도국을 복합 구성하여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

으며, 적정한 연구인력과 시설․장비를 갖춘 회원국의 연구수행기관과의 계

약에 의거 프로그램을 수행한다.

  가. 공동연구프로그램 기획

IAEA는 동 기구에서 추진하는 기술협력 프로그램과  국가․지역간 요구 

및 이해를 검토 조정하는 동시에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동연구프로그램

을 기획 추진하게 된다.

ㅇ공동연구프로그램의 합리성 

ㅇ연구의 객관성 

ㅇ예상되는 연구결과의 유형 

ㅇ연구 결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활동 

ㅇ연구진도관리를 위한 방안 

공동연구프로그램이 기획․승인된 후 IAEA는 회보, 인터넷 등을 통하여 

회원국에 공동연구프로그램으로 수행할 연구내용을 알려주며, 연구과제를 

접수․평가하여 적정한 연구과제를 선정, 연구기관과의 계약을 통하여 공동

연구를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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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 및 선정 

IAEA는 공동연구프로그램에 참여할 기관과 연구책임자 선정시 다음의 사

항을 고려하게 된다.

ㅇ연구기관의 시설 및 인력, 제안 과제와 관련된 연구 활동

ㅇIAEA의 역할‧기능 및 IAEA 추진 프로그램과의 연관성

ㅇ개도국 수행 연구사업에 우선권 부여

    -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의 한계로 인하여 개도국의 연구기관

으로 부터 신청된 연구사업에 우선권을 부여함

ㅇ지원대상 공동연구프로그램의 목적에 대한 타당성

ㅇ제안된 연구계획의 과학적인 평가와 소정의 기간내 완료될 가능성

ㅇ연구팀의 능력과 필요한 시설․기자재의 평가

ㅇ공동연구프로그램 수행 자금의 수준

IAEA는 제한된 예산과 효율적인 프로그램의 수행을 고려하여 참여기관의 

수를 제한하고 있으며, 한 개 과제에 대하여 동일국가와 두 개 이상의 계약

을 체결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다. 따라서 IAEA는 위와 같은 기준을 종합적

으로 검토․조정하여 과제를 수행하게될 기관 및 연구책임자를 선정하게 된

다. 

  다. 연구추진 형태

공동연구프로그램은 연구계약(Research Contract)과 연구협약(Research 

Agreement)으로 구분된다. 연구계약은 IAEA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연구

를 수행하며, 연구협약은 IAEA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지 않고 기관 자체의

연구비로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연구계약의 경우 총 연구비의 일정비율을 IAEA와 연구수행기관이 분담하

게 되며, IAEA는 통상 총 연구비의 20% 이내에 해당되는 약 5,000불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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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불의 연구비를 연간 과제당 지원한다.

공동연구과제는 보통 3년 이내의 연구기간동안 수행되며 연구결과가 만족

할 만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경우 5년까지 연장 수행되기도 한다.

연구책임자는 연구 수행현황을 계약개시 9개월후에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 

보고서는 계약종료 시점에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계약에 따른 연구비 지원

은 2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되며, 그 지급시점은 계약체결 당시와 계약종

료시로 균등분할 지급된다. 만일 연구 계약 종료 시점에서 연구결과물을 제

출하지 않은 과제 계약에 대해서는 2차분의 연구비 지원을 보류하며, 연구

결과가 제출된 후 연구계약 절차에 따라 연구비를 지원한다.

연구협약의 경우 IAEA는 연구비를 지원하지 않는 대신에 연구계약과 동일

하게 주기적인 연구 조정회의의 참가경비를 지원한다.

연구협약은 IAEA 공동연구과제에 보다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

구기관에 주어지며, 공동연구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동 협약은 지속적으로 

유지되며, 매년 연구기간의 연장 협약은 하지 않는다.

공동연구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과학자들의 모임인 연구조정회의는 진전사

항을 검토하고 다음 조사에 대한 대략적인 계획을 세우며 과제 수행동안 얻

어진 결과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준비하기 위해 대략 매 12∼18개월마다 개

최되고 있다. 본 회의 참석을 위한 여행비용은 공동연구프로그램을 수행하

는 IAEA 부서의 예산으로 지원된다.

  라. 연구결과의 활용

연구계약자가 제출한 공동연구결과보고서는 IAEA에 귀속되며, 연구계약자

는 IAEA에 저작권을 이양하게 된다. 또한 IAEA는 연구수행 결과 및 보고서

를 계약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연구책임자는 연구결과를 공개 발표할 수 있으나 어떠한 형태로든 IAEA의 

기여가 있었음을 언급하여야 하며, IAEA로부터 입수한 연구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내용인 경우 제3자에게 이를 제공하는 것은 제한을 받게 된다.

연구계약자와 IAEA는 일방 당사자의 특허 취득 또는 연구결과 보호를 위

한 권리를 취득하는데 상호 협조하여야 하며, 이 경우 특허의 이용에 대한 

분쟁을 피하기 위하여 보조 약정을 체결한다.

연구계약자는 연구계약 수행에 따른 결과물의 이용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동 연구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근거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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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공동연구프로그램에 참여한 연구계약자와 IAEA 회원국은 동 사업을 통하

여 획득한 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해야 하므로 특허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취득할 목적으로 동 연구에 참여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며, 단순한 학술적

인 차원 또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산업적인 이용 확대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즉, 특정 연구개발을 목표로 동 연구에 참여하는 것보다 이미 기존에 보

유하고 있는 선진국들의 기술을 습득하는 수준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 연구참여자의 역할

공동연구프로그램의 참여자는 IAEA와 연구계약자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들은 각각의 고유한 책임 및 의무를 가지고 있다. IAEA는 연구계약 체결시 

결정된 연구비의 절반을 연구계약 시점 혹은 연구착수 시점에서 지불하며, 

공동연구를 담당하는 IAEA 사무국 직원은 각각의 계약에 의하여 결정된 연

구내용에 대하여 만족할 만한 결과를 달성하도록 노력하며, 공동연구 완료

시점에 연구책임자가 연구결과물을 제출한 경우에 나머지 절반의 연구비를 

지불할 책임을 갖고 있다.

연구계약자는 공동연구프로그램 수행을 위하여 IAEA로부터 제공된 연구비

를 연구 수행에 사용하여야 하며, 연구책임자의 변경시 즉시 IAEA에 통보하

여야 한다. 연구책임자는 연구를 충실히 수행할 의무를 지며 연구를 위하여 

IAEA로부터 제공된 장비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바. 공동연구 분야  

각각의 분야에서 특정 주제에 대한 연구계획 수립 및 각각의 주제에 대해 

주어지는 중요도에 대한 평가는 매년 IAEA에서 검토되고 있다.

공동연구프로그램은 가능한 한 개발도상국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특정연

구의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IAEA의 사업 담당관은 그 프로젝트에 관

심을 갖고 있는 각국 연구기관의 진행사항을 검토하며, 연구결과 보고서를 

평가하고 이를 참여국 연구기관에 배포한다. 

IAEA가 지원하고 있는 공동연구분야는 원자력기술개발, 방사선 및 방사성

동위원소 이용, 이온화 방사선으로부터의 방호, 폐기물관리 및 환경보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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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포함하고 있다.

연구계약으로 추진될 연구 분야는 매년 각국의 연구제안서 제출을 독려하

기 위하여 배포된다. 이러한 연구목록은 차기년도의 IAEA 활동에 대한 세부 

사항이 반 되어 있다.

연구제안서는 IAEA 사무국 및 각 회원국의 비 리 연구기관에서 제안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공식 연구제안서를 IAEA에 제출한다. IAEA 국제공

동연구 프로그램의 수행 분야는 크게 8개 분야로 나눌 수 있다.

<표 2-1 > 공동연구프로그램 수행 분야 및 담당부서

구분코드 분            야 IAEA 담당부서

D 식품‧농업(Food and Agriculture) NAFA

E 공중보건(Human Health) NAHU

F 핵물리‧핵화학(Physical and Chemical Science) NAPC

G Seibersdorf Labratory 수행연구 NAAL

I 전력생산(Nuclear Power) NENP

J 원자력안전(Nuclear Safety) NSNI, NSRW

K IAEA Marine Environment Lab., Monaco 수행연구 NAML

M 안전조치(Safeguards) SGTS

T 핵연료‧폐기물관리(Nuclear Fuel and Waste Management) NEF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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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IAEA 공동연구프로그램 세부 연구분야

분야 세부코드 사 업   세 부   분 야

D

D1 Soil Fertility, Irrigation and Crop Production

D2 Plant Breeding and Genetics

D3 Animal Production and Health

D4 Insect and Pest Control

D5 Agrochemical and Residues

D6 Food Preservation and Environmnetal Protection

E

E1 Nuclear Medicine and Instrumentation

E2 Dosimetry and Medical Radiation Physics

E3 Applied Radiation Biology and Radiotherapy

E4 Nutrional and Health-related Environmental Studies

F

F1

Physics
Fusion Reactor and Engineering
Instrumentation
Utilization of Research Reactor and Particle Accelerators

F2 Industrial Application and Chemistry

F3 Development of Water Resources
Isotope Hydrology

F4 Nuclear and Atomic Data for Application

I

I1
Nuclear Power Planning and Implementation
Incorporation of Comparatives Assessments in Energy and 
Electricity Planning

I2 Nuclear Power Systems Techniques
Assessment and Improvement of Nuclear Power Plant Performance

I3 Advanced Reactor Development and Applications
Nuclear Fusion

T

T1

Nuclear Fuel Cycle
Raw Material for Reactor Fuels
Reactor Fuel Technology and Performance
Spent Fuel Technology and Safety
Information on the Nuclear Fuel Cycle

T2

Handling, Treatment, Conditioning  and Storaage of Radioactive 
Wastes
Radioactive Wastes Disposal
Decontainment and Decommissioning of Nuclear Installations
Radiological and Environmental Aspects of Waste Management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J

J

Radiation Protection
Strengthening of Radiation Safety
Occupational Radiation Protection
Radiation Protection of the Public and Environment
Safety Transport of Radioactive Material
Safety of Radiation Sources
Radiation Safety

J4

Reliability and Risk Assessment
Comparative Assessment   of the Health and Local, Regional and 
Grobal Environmental Impacts of Nuclear Power and Other Energy 
Systems

J7

Safety of Nuclear  Installations
Engineering Safety Issues of Nuclear Power Plants
Operational Safety of Nuclear Power Plants
Research Reactor Safety
Nuclear Safety Assessment Practices

J9 Radioactive Waste Safety

G G4 Seibersdorf Labratory

K K4 IAEA Marine Environment Laboratory, Monaco

M M2 Development and Technical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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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연구프로그램 추진 현황

  가. 주요 연구분야

기술개발의 단계로는 선진국들이 기초연구 및 응용연구를 통하여 개발한 

혁신 기술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획득하여 개량하는 '모방적 기술개발 방

법’과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산업화하는 '혁신적 개발방법’으로 나눌 수 있

다.

공동연구프로그램을 통한 연구개발은 이러한 모방적 기술개발 방법과 혁

신적 기술개발 방법이 공존하는 체계로 볼 수 있다. 즉 어느 정도 기반기술

을 확보한 상황에서 산업적 응용을 모색하는 기술개발과 완전한 산업적 응

용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 있는 한편, 순

수 공학적인 기본연구가 있을 것이다.

공동연구프로그램의 연구개발 과제를 살펴 보면, 크게 두 분야로 분류할 

수 있다. 산업적 응용측면으로는 식품‧농업 분야, 공중보건 분야이며, 순수 

기본연구에 치중하는 분야로는 핵물리‧핵화학, 핵연료‧폐기물관리, 원자력

안전 등이 있다.

원자력 선진국이 분포되어 있는 북미와 유럽 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전

력생산, 원자력 연료 및 폐기물관리, 원자력안전, 핵물리 및 화학 분야에 

치중하고 있다.1)

<표 2-3 > IAEA 공동연구프로그램의 산업응용‧연구개발 분류

구    분 연 구 분 야

산업적 응용분야 
○ 식품‧농업(Food & Agriculture) 분야
○ 공중보건(Human Health) 분야

연구개발 분야

○ 핵물리‧화학(Physical and Chemical Science)
○ 핵연료‧폐기물관리(Nuclear Fuel & Waste
   Management)
○ 원자력안전(Nuclear Safety)
○ 원자력발전(Nuclear Power)
○ 기타(안전조치, 해양오염분야 및 Seibersdorf 실험실 
관련 연구 등)

1)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지역의 경우 주로 관심을 표명하는 분야는 원자력의 산업적 이용 

분야인 식품‧농업, 공중보건 분야에 치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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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의 공동연구프로그램은 원자력 기술의 개발에 따라 그 수행 분야에 

대한 우선 순위가 점차 변경되어 왔다. 세계적으로 원자력발전 프로그램을 

활발히 추진한 '70∼80년대의 경우 원자력 발전분야에 초점을 맞춰 활발히 

추진되어 왔으며, 개도국의 주요 관심 분야인 식품 및 농업 분야의 연구가 

그 뒤를 따랐다. '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는 기초연구 분야인 원

자력 핵물리‧화학 분야에 연구수행이 중점적으로 이루어 졌다. 이 시기에는 

체르노빌 사고이후 원자력 안전문제가 중요한 사안으로 대두됨에 따라 원자

력 안전분야가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90년대 중반부터 단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보다는 기술의 응용을 향상시

키는 데 목적을 두고 첨단 기술의 도출을 위하여 장기간의 연구 수행을 요

구하는 전략연구의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또한 직면한 문제에 대한 개선의 

유무를 떠나 원자력 기술을 유용하게 이용시킬 수 있도록 타 분야의 응용을 

촉진함으로써 파급효과를 고취시킬 수 있는 연구에 우선순위가 주어졌다. 

결과적으로 90년대 중반부터는 식품‧농업, 공중보건, 핵물리‧화학 분야에 

우선순위가 주어짐에 따라 약 70% 이상이 이에 집중되고 있다.

<표 2-4> IAEA 공동연구프로그램 우선순위 연대별 추이

구          분 ‘70년대 ‘80년대 ‘90년대초 ‘94년 이후

Food and Agriculture 1 2 2 1

Human Health 6 5 3 2

Physical and Chemical Sciences 3 1 1 3

Nuclear Safety 5 6 4 4

Nuclear Fuel Cycle & Waste Technology 4 4 6 5

Nuclear Power 2 3 5 6

  나. 예산지원분야

IAEA 공동연구프로그램의 예산은 '정규예산(Regular Fund)'과 '외부재원

(External Fund)'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규예산은 IAEA 기술부서가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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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업에 공동연구프로그램를 위한 예산을 책정하여 제공하는 것이며, 외

부재원은 회원국이 해당 공동연구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제공하

는 것으로 주로 Footnote a/ 자금2) 및 예산외 특별기여(Extra-budgetary 

Contribution)를 통하여 지원되고 있다.

공동연구프로그램에의 예산지원은 회원국이 기술공여의 입장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개도국의 사업을 대상으로한다. 외부재원으로 수행

하는 사업은 RCA, ARCAL, AFRA 등 주로 지역협정의 범위내에서 공동연구프

로그램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연구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다. 아‧태

지역의 협력협정(RCA) 사업중 외부재원으로 수행되는 공동연구프로그램의 

주요 재정지원국은 일본과 호주이다.

2000년 한해동안 총 7,134,176달러(약 93억원)가 IAEA 공동연구프로그램

에 지원되었으며, 이중 71%에 해당하는 5,068,481달러(약 66억원)가 연구비

로 지원되었고, 29%에 해당하는 2,065,695달러(약 27억원)가 연구조정회의

(Research Coordination Meeting)를 위한 비용으로 지원되었다.  

<표 2-5> 2000년도 IAEA 공동연구비 예산 

                                          (단위: US$)

구분 공동연구비
연구조정회의 

경비
합계

금액 5,068,481 2,065,695 7,134,176

비율 71% 29% 100%

2000년도 IAEA 공동연구프로그램에 배정된 총 7,134,176US$의 예산을 연

구분야별로 살펴보면 농업/식량분야(39.53%), 공중보건분야(22%), 핵물리화

학분야(12.89%)등의 순으로 연구비가 지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 3개 

분야의 예산이 전체예산의 74.42%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업/식량분야는 

1999년(US$2,398,830, 34%)에 비하여 금액이나 비율이 더욱 증가하 음을 

2) Footnote a/는 회원국이 개발도상국에 기술지원을 확대하고자 하기 위하여 IAEA에 일부 

예산을 우선 예치하고 개도국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사업

의 대상에는 개도국으로의 전문가 지원, 훈련생 및 과학자 방문 수용지원, 공동연구프로

그램의 수행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대부분의 Footnote a/ 사업은 IAEA가 각국에서 신

청한 정규기술협력 사업 검토시 사업의 수행 필요성은 인정되나 IAEA 정규기술협력 사

업 자금(TCF)의 부족으로 이를 지원할 수 없는 사업을 대상으로 별도의 특별재정지원국

(Donner Country)을 응모하여 이들의 자발적 기여금으로 추진하는 IAEA 기술협력 사

업이다. 재정지원국은 IAEA가 제시한 Footnote a/ 사업중 외교적 관계, 사업의 성격, 

자국의 지원 능력, 향후 기대효과 등을 전반적으로 판단하여 지원대상국 및 사업을 선

정하고 전문가 파견, 기자재 제공, 기술 훈련 등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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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다. 

<표 2-6> 2000년 공동연구비 분야별 예산 구성

분 야 예산(US$) 비율(%)

A. Nuclear Power 317,500 4.45
B. Nuclear Fuel Cycle & Waste 482,883 6.77
 C. Comparative Assessment of  

    Energy Science
203220 2.85

D. Food and Agriculture 2,820,310 39.53
E. Human Health 1,569,597 22.0
F. Marine Environment, Water

   Resources and Industry
430,681 6.04

G. Physical and Chemical Sciences 919,892 12.89
H. Nucelar Safety 115,393 1.62
I. Radiation Safety 70,340 0.99
J. Radioactive Waste Safety 91,260 1.28
K. Co-ord. of Safety Activities 40,000 0.56
L. Safeguards 73,100 1.02

Total 7,134,176 100.00

J 1.28%

K 0.56%

L 1.02%

I 0.99%

H 1.62%

G 12.89%

F 6.04%

A 4.45%

B 6.77%

C 2.85%

D 39.53%

E 22%

(그림 2-1) 2000년 공동연구비 분야별 예산구성 (기호구분은 표 2-6참조)

1996-2000년 기간동안 IAEA에서 연구계약(Contract)을 통하여 지원한 연

구비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표 2-7과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남아시

아가 32%, 동유럽이 20%, 중남미가 19%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왔으며, 동 3

개 지역이 전체 연구비의 71%를 지원받아 왔음을 알 수 있다. 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IAEA의 공동연구 연간보고서(Annual Report)에는 아프리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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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아시아의 연구참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표 2-7> 지역별 Contract 연구비 지원 현황 (1996-2000)

지 역 연구비 (US$) 비 율 (%)

동남아시아 8,461,642 32
아프리카 3,550,813 13
북아메리카 686,750 3
동유럽 5,415,092 20
서유럽 2,581,800 10
서아시아 655,629 3
중남미 5,027,173 19

합 계 26,378,899 100

동남아시아
32%

아프리카
13%

북아메리카
3%

동유럽
20%

서유럽
10%

중남미
19%

서아시아
3%

(그림 2-2) 지역별 연구비 지원 현황 (1996-2000)

다. 신청과제의 평가 및 선정

IAEA 사무국은 차기년도에 신규로 수행할 공동연구프로그램에 회원국이 

신청할 수 있도록 매년 11월에 신청 안내 서한을 발송하고 있다.3) 과제제안

3) 매년 IAEA 사무국의 신규사업 신청 마감은 5월 31일로 되어 있으나, 신규 신청이 많을 

경우 이보다 앞서 참여 기관이 정해 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연초에 제출하는 것이 유리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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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원자력과학‧응용부 연구행정섹션(Research Administration Section)에

서 접수를 담당하며, 연구행정섹션은 제안된 연구과제를 해당 기술부서의 

기술담당관에게 송부한다. IAEA 사무국 기술부서4)의 해당 연구프로그램 기

술담당관은 제안된 과제를 평가5)하여 참여할 회원국 연구기관을 선정함으로

써 프로그램을 착수한다. 이 후 종료전까지 매년 제출되는 연구진도보고서

를 검토한 후 연구계약의 갱신 여부를 판단하며, 과제 종료시 최종보고서를 

토대로 IAEA 기술보고서(TECDOC)를 발간하는 등 제반 연구관리와 함께 매년 

조정회의를 개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평가 후 승인된 경우 연구계약‧협약의 서명에 필요한 서류를 송부되며, 

동 서류에는 공동연구프로그램의 구분번호, 업무의 범위, IAEA의 책무, 연

구프로그램의 수행 기술담당관을 알려 주게 된다. 연구책임자는 서류에 언

급된 사항을 고려하여 체결 여부를 판단하며, 체결시 연구책임자는 서명후 

IAEA 사무국의 연구행정과로 송부함으로써 계약의 절차가 완료된다.

일반적으로 회원국의 제안과제가 각 연도별로 IAEA가 수행하는 과제와 성

격이 일치할 경우 대부분 채택되고 있으며, 특히 원자력 선진국의 연구기관

이 IAEA 연구수행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참여하는 연구협약의 경우 그 수락

률이 대단히 높다. 이것은 연구비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연구의 효과를 극

대화할 수 있는 연구협약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연구조정회의 개최에 따른 

예산의 한계로 인하여 연구협약의 경우도 일부의 경우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1개 연구과제에 연구계약 및 연구협약의 참여 기관의 

수를 10∼15개 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연구협약의 경우도 수락되지 않

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2000년에 우리나라에서 IAEA에 신청한 과제는 총 79건이며, 이중 선정된 

과제는 총 30개 과제로 과제 수락률은 38%이다. 회원국 전체 수락률 65%와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극히 저조한 편이다. 이는 동일분야에 여러개의 과제

가 신청되었거나, 과제신청서 작성시 과제내용이 미흡한 것이 주된 사유로 

판단된다. 

4) 기술부서라 함은 원자력발전부, 원자력안전부, 원자력과학‧응용부, 안전조치부 소

속 공동연구프로그램 실무 수행부서를 말한다.

5) 평가의 기준으로는 연구기관의 시설‧인력, IAEA가 수행하는 연구활동의 목적에 

부합하는가의 여부, IAEA가 수행하는 프로그램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한 후 선

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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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2000년에 우리나라에서 신청한 과제의 수락률

  (단위: 건)

구분 신청건수 수락건수 수락율

한국

연구계약 53 22 42%

연구협약 26 8 31%

합 계 79 30 38%

참고

(회원국 전체)
1,483 971 65%

  라. 공동연구과제 당 계약/협약 건 수

2000년 말 수행중인 IAEA 공동연구과제는 총 132개 과제이며, 동 132개의 

과제는 1,558건의 계약 또는 협약의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1,558건은 협약

형태의 참여가 941건(60%), 계약형태의 참여가 617건(40%) 이다. 평균적으

로 한 개의 공동연구과제에는 11.8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중 약 

60%(7.2개 기관)는 계약형태로, 40%(4.6개 기관)는 협약형태로 참여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표 2-9> 2000년말 현재 수행과제의 계약/협약 건 수

(단위: 건)

2000년말 현재 

수행과제 수
협약건수 (A) 계약건수(B) 합계(T=A+B)

132

941 617 1,558

60% 4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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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우리나라의 참여 현황

2002년 2월 현재 107개 회원국에서 1,607개의 IAEA 공동연구과제가 수행

중이며, 이중 50.5%에 해당하는 812개의 과제가 15개 국가에 의하여 수행되

고 있다. 우리나라는 총 51개의 과제를 수행함으로서 107개 국가중 7위를 

유지하고 있다. 

과제수를 살펴보면 계약과제와 협약과제의 구성이 원자력기술 선진국과 

타 국가 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원자력기술 선진국일수록 계약과

제보다는 협약과제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원자력 기술선진국인 

미국, 국,프랑스,독일,일본의 경우를 보아도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원자력기술선진국은 공동연구에 참여하는 목적이 연구비 확보 측면보다는 

기술교류 및 타 국가 기술현황 파악 등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계약과제수(34개)를 협약과제(17개) 보다 더 많이 수

행하고 있으며, 과제 신청시 연구비 지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

고 있다. 신청과제의 선정율을 높이고 다양한 분야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

여는 점차 협약과제 중심으로 과제를 신청 수행할 필요가 있다.  

<표 2-10> 2002.2.6 현재 수행중인 IAEA 공동연구과제 국가별 과제수

순위 국가 계약과제 협약과제 합계 비율(%) 누계비율(%)
1 미국 15 94 109 6.8 6.8
2 인도 79 12 91 5.7 12.4
3 중국 79 6 85 5.3 17.7
4 러시아 51 18 69 4.3 22.0
5 국 10 49 59 3.7 25.7
6 브라질 49 7 56 3.5 29.2
7 알젠틴 43 8 51 3.2 32.4
7 한국 34 17 51 3.2 35.5
9 프랑스 4 39 43 2.7 38.2
10 독일 4 36 40 2.5 40.7
11 헝가리 25 10 35 2.2 42.9
12 일본 1 33 34 2.1 45.0
13 파키스탄 33 0 33 2.1 47.0
14 호주 6 23 29 1.8 48.8
15 쿠바 25 2 27 1.7 50.5
상위 국가외 

92개 국가
588 207 795 49.5 100.0

합계 1,046 56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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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공동연구과제 수 비교 (상위 15개국) [2002.2 현재]

2001년 한해동안 우리나라에서 신규로 IAEA에 신청한 과제는 총 48개 과

제이며, 2002년 2월 현재 이중 12개 과제(25%)가 선정되었고, 25개 과제

(52%)가 탈락, 아직 선정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과제가 11개(23%) 이다. 현

재의 과제 수락률은 25%이나 11개 과제의 선정여부가 추가되어도 약 30%의 

수락률 초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97-’99 기간동안의 과제 

수락률이 51%에 비하면 다소 저조한 수락률이다. 

<표 2-11> 2001년에 신규 신청된 과제의 선정 현황 (2002.2 현재)

구분 신청 (T=A+B+C) 선정 (A) 탈락 (B) 선정여부 미확정 (C)

협약 25 5 14 6

계약 23 7 11 5

합계
48

(100%)

12

(25%)

25

(52%)

11

(23%)

과제의 수락률을 제고하기 위하여는 IAEA에서 공모하는 연구분야에 다양

하게 응모를 할 필요가 있다. IAEA에서는 동일 연구분야에 대하여 한 개 국

가로부터 1-2개의 과제를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과제 응모시에 동일분야에 

다수의 과제를 신청하는 것은 자체경쟁이 된다. 따라서 여러분야에 과제를 

신청하는 것이 선정과제의 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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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IAEA 공동연구프로그램 참여 지원

제1절  사업지원 체계

한국원자력연구소는 원자력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과제를 수행하면서 IAEA 

공동연구프로그램 국내 전담 실무기관의 기능을 수행해 오고 있다. 동 연구 

과제 수행 이전까지 과학기술부가 배포해 오던 국제원자력기구(IAEA) 공동

연구프로그램 신청안내서를 동 연구소 주관으로 원자력 관련 연구기관, 산

업체, 대학 등에 배포하여 IAEA 공동연구프로그램의 신규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매년 IAEA에서는 11∼12월에 익년도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있으며, 본 과

제에서는 이를 입수하여 과제의 신청절차, 응모분야 및 관리절차 등을 작성

하여 과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안내책자를 국

내 각 기관에 배포를 하고 있다. 

IAEA에의 과제 신청 기한은 매년 5월까지이며, 본 과제에서는 국내 각 기

관에서 신청된 과제를 접수하여 과제신청서의 작성 방법 및 내용 등의 오류

를 검토하고 과학기술부와의 협의를 거쳐 IAEA에 과제를 신청한다.  

그리고 당해연도에 수행중인 공동연구과제를 대상으로 정부의 매칭펀드를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7∼8월에 매칭펀드 지원신청을 받아 이를 평가하여 

적정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공동연구프로그램 관련 정보제공 수단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htt://nutis.kaeri.re.kr)를 운 하고 있으며, 동 홈페이지를 통하여 IAEA

의 공모 공고내용, 과제신청 현황자료, 과제선정현황 자료 등을 제공한다. 

공동연구프로그램의 업무지원체계를 알기 쉽게 나타내면 그림 3-1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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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IAEA 공동연구프로그램 관리 체계

과학기술부 
원자력협력과

① IAEA 
공동연구프로그램
신청서 제출

② 신청서

  접수

신청서 관리 
및 제반 조치
수행 요청

⑥ 결과 통보

⑦ 연구 수행

⑧ 과제수행 
중간보고서 및 
결과보고서

IAEA 

④ IAEA 
과제검토 
(선정수행
결정) 

IAEA측에 IAEA 
국제공동연구프로그
램 신청서 송부

⑨ 과제수행 
중간보고서 및 
결과보고서 
접수‧관리

 ⑩ 중간‧ 
결과보고서 
검토(차기년
도 수행여부 
결정)

⑪ 과제 수행 
연장여부 결정후 

갱신

연장요청
통보

②∼⑩까지는 
동일한 순으로 추진됨

IAEA 공동연구프로그램
연구기관한국원자력연구소

③ 신청서 검토
및 제출 

⑤ 검토 결과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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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공동연구프로그램 국내 참여기관 지원

1. 2001년 과제 연구비 지원

본 과제의 주요 목표 중의 하나는 IAEA 공동연구과제에의 연구비 지원을 

통하여 공동연구사업 참여를 유도․확대하는 것이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과제에서는 2001년 5월 말 현재 국내에

서 수행중인 IAEA 공동연구과제(58개)를 대상으로 연구비 지원을 안내하

으며, 그중 38개 과제로부터 연구비 지원 신청서를 접수하 다.

연구비 지원 신청 안내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안내책자 배포의 방법을 병

행하여 각각의 과제책임자에게 전달되었다. 동 안내에 따라 연구비 지원을 

신청한 31개 과제에 대한 공정한 연구비 배분을 하고자 “IAEA 공동연구과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총 60,100천원의 연구비를 배분하 다.

<표 3-1> 공동연구과제 연구비 지원업무 추진 일정

일자 내용 비고

2001. 7. 16

ㅇ연구비 지원 안내

 - 안내책자 배포

 -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ㅇ연구비 지원대상

  과제: 58개

2001. 8. 4 ㅇ신청 접수 마감 

2001. 8. 20

ㅇ과제선정 및 연구비 배분 심의회

 - 장소: 원자력연구소

 - 참석: 위원 9명중 4명 참석

 - 심의결과: 31개 과제에 총

    60,100천원 배분

ㅇ회의 미 참석 위원 5

명에게는 회의결과를 

송부하여 서면동의를 

받음

2001. 8. 27
ㅇ과제선정 및 연구비 배분결과 통

보

2001. 9

ㅇ연구비 지원계약체결 및 연구비 

송금

 (KAERI↔과제책임자 소속 기관)

ㅇ 공 동 연 구 기

간:2001.8.1-2002.3.31 

(8개월)

2002. 3. 31 ㅇ공동연구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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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비 지원 심의를 위하여 구성된  “IAEA 공동연구과제 선정심의위

원회”는 정부 및 산학연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구성위원은 윤동열

(MOST), 정규선(KISTEP), 홍상희(서울대), 조규성(KAIST), 이재기(한양대), 

박상덕(KEPRI),  은 수(KINS),  김효정(KINS), 오근배(KAERI) 위원 등 9명

이다.  

과제평가 및 연구비 배분 회의에는 9명의 위원중 4명(윤동열(조태섭 위원

이 대리참석), 박상덕, 김효정, 오근배)이 참석하 으며, 미 참석 위원에게

는 회의결과를 서면으로 송부하여 동의를 얻음으로서 과제평가 및 연구비 

배분의 객관성을 제고하 다. 

연구과제 선정 및 연구비 배분 심의결과는 표 3-2와 같다. 동 심의결과 

계약과제의 경우, 계속과제(18개)에는 과제당 210만원, 최종종료과제(2개)

에는 과제당 180만원을 지원하 다. 그리고 협약과제(11개)에는 과제당 170

만원을 지원하 다. 

당초 본 과제의 예산 9,000만원중 공동연구과제 지원을 위한 예산은 

5,000만원이었으나, 공동연구과제에 충분한 연구비를 지원하고 외부인건비

중 10,100천원을 공동연구비로 전용, 총 60,100천원을 31개 과제에 지원함

으로서 과제당 평균 1,940천원의 연구비를 지원하 다. (과제당 연구비 배

분결과: 표 3-3)

   <표 3-2> 공동연구비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단위: 개, 천원)

구분 과제수
신청

연구비

과제당

배분 연구비

배분 연구비 

합계

계약과제

(Contract)
20 98,580

계속과제(18개): 2,100 37,800

종료과제( 2개): 1,800 3,600

협약과제

(Agreement)
11 32,793 1,700 18,700

합계 31 131,373 - 60,100

공동연구과제에 지원하는 매칭펀드는 과거 위탁연구비의 형태로 지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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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동 연구비의 성격은 위탁연구비 보다는 연구장려금의 성격이다. 따라

서 모과제로부터의 연구비 지원형태를 본 과제에서는 정보활동비의 형태로 

지원을 하 다. 

또한 본 과제에서는 매칭펀드를 지원받는 과제는 공동연구과제의 성과를 

확산하고 IAEA 공동연구프로그램의 홍보를 위한 목적으로  과제기간중 세미

나를 1회 이상 개최토록 권유하기도 하 다. 

2001년 매칭펀드 지원과제가 2002.3.31로 종료됨에 따라 각 과제책임자로

부터 연구보고서요약서를 제출받아 과제성과 활용에 따른 기대성과와 공동

연구사업 발전을 위한 과제책임자의 건의사항을 살펴보았다. 매칭펀드의 증

액지원 필요성 건의가 10건, 공동연구사업의 홍보확대 건의가 3건, IAEA의 

사업정보 제공건의가 4건이었다. 

과제책임자의 건의사항은 모두 공동연구과제 참여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앞으로 과학기술부 및 본 과제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어

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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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2001년 공동연구사업 연구비 지원과제

번호

CRP

계약

번호

추진

형태
과제명

연구

책임자
소속기관

 연구비

배분결과 

1 11211 A 유기점토를 이용한 우라늄 제조 

잔류 폐기물(mill tailing)의 복원

최상준경북대,환

경공학과

   1,700 

2 10695 A 즉발 감마 중성자 방사화 분석법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경원소(A<45)에 대한 prompt 

k0-factor의 측정 및 평가

최희동서울대,

원자핵공

학과

   1,700 

3 11608 A 연구용 원자로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를 위한 IAEA 신뢰도 자료의 

최신화 및 학장

이기홍KAERI    1,700 

4 11497 A 관동맥 중재술 후 재협착방지를 

위한 관동맥내 방사선치료법의 

효과 연구

채인호서울대,의

과대

   1,700 

5 10921 A 소프트웨어 기반 계측제어시스템의 

정성적 요구명세 정형기법 및 

안전성 분석 기술 개발

권기춘KAERI    1,700 

6 9680 A 연구용 원자로 제염해체 IAEA 

협동연구

오원진KAERI    1,700 

7 10376 A 수소 및 수소화물에 의한 

지르코늄합금의 기계적/물리적 

성질의 열화

 

김 석

KAERI    1,700 

8 10930 A BN-600 결과를 이용한 액체금속로 

반응도계수 검증계산

김 일KAERI    1,700 

9 11238 A 소형시편을 이용한 원자로용기강의 

파괴인성평가

홍준화KAERI    1,700 

* 추진형태: A: Agreement, C: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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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CRP

계약

번호

추진

형태
과제명

연구

책임자
소속기관

 연구비

배분결과 

10 11273 A 에너지원별 환경 향 비교평가를 

위한 방법론 개발

이건재KAIST,원

자력공학

과

   1,700 

11 9633 A 무기 및 유기흡착제, 역삼투막 및 

한외여과막을 이용한 방사성폐액 

처리용 복합공정 개발

송명재NETEC,

연구개발

실

   1,700 

12 10524 C JENDL-3.2를 이용한 WIMS-D 

라이브러리 개량

길충섭KAERI    1,800 

13 11485 C 농약 품질관리 연구 오병렬농업과학

기술연구

원,작물보

호부

   2,100 

14 11620 C 감마선 조사에 의한 신선 

과채쥬스의 위생화

육홍선KAERI    2,100 

15 10020 C 국소 진행된 암에서 방사선 온별 

병합치료

박정호메리놀병

원

   1,800 

16 11563 C 하수처리장 진단을 위한 

방사성추적자 및 전산유체역학 

응용기술 개발

진준하KAERI    2,100 

17 10766 C 콩 다량뿌리혹 형성 유전자의 분리 

및 동정

이석하서울대,식

물생산과

학부

   2,100 

18 10650 C 압축벤토나이트와 합성 화강암 

지하수 중에서 사용후핵연료의 

장기침출거동

전관식KAERI    2,100 

19 11400 C 원전 중대사고 해석을 위한 철 및 

니켈 기저합금의 크리프 

데이터베이스 개발

황일순서울대,원

자핵공학

과

   2,100 

20 11654 C 중성자 소각 산란에 의한 미시구조 

연구와 중성자 소각 

산란분광장치를 위한 위치 민감형 

검출기 개발

이창희KAERI    2,100 

* 추진형태: A: Agreement, C: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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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CRP

계약

번호

추진

형태
과제명

연구

책임자
소속기관

 연구비

배분결과 

21 11544 C 188Re 표지용 리피오돌 킷트의 

생산 및 공급

정재민서울대,핵

의학교실

   2,100 

22 11524 C 베타방출 방사성의약품의 관상동맥 

전달방법 확립

정준기서울대,핵

의학교실

   2,100 

23 10470 C 수입수산물중의 식중독 유발 

병원성미생물 모니터링

김창민식약청    2,100 

24 11489 C 감마선 조사가 간흡충의 생존과 

염색체 변형에 미치는 향

용태순연세대,의

과대

   2,100 

25 11492 C 갑상선 분화암의 방사성 옥소에 

의한 잔류갑상선 제거술의 저용량 

대 고용량 방사능 요법의 효능 

평가를 위한 전향적 무작위 

임상실험

홍성운원자력병

원,핵의학

과

   2,100 

26 10965 C RT-PCR과 in situ 

hybridization법을 이용한 돼지 

콜레라 바이러스의 감별진단법개발

박남용전남대,수

의과대

   2,100 

27 11323 C 환경동위원소를 이용한 제주 

동부지역 지하수의 염수화현상 

구명

송성준제주대    2,100 

28 10765 C 돌연변이와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한 벼 품종개량

안상낙충남대,농

과대

   2,100 

29 11703 C 종양의 생존능 평가와 화학요법 및 

방사선치료 후 종양환자의 

관리차원에서의 핵의학 상의 

역할 

손형선카톨릭의

대,여의도

성모병원

   2,100 

30 11278 C IAEA CRP 수행을 위한 고온하 

산화 Zircaloy-4의 기계적 성질 

열화 측정

김용수한양대,원

자력공학

과

   2,100 

31 11636 C SBS-PCM을 이용한 광선 중첩법을 

이용한 10Hz이상의 고반복률을 

가진 초고출력레이저 개발을 위한 

타당성 연구

공홍진KAIST,물

리학과

   2,100 

합  계 (31개 과제) 60,100

* 추진형태: A: Agreement, C: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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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2년 공동연구사업 공고 

IAEA에서는 매년 11∼12월에 익년도 사업계획을 회원국에 공고하고 과제

를 공모한다. 2002년도 공동연구사업 공모 공고는 예년과 달리 12월 말에 

공고되었으며 본 과제에서는 이를 접수하여 공고내용을 분석,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사항을 추가하여 사업신청안내책자를 발간하 다. 

<표 3-4> 공동연구사업 추진 일정

일자 내용

2001. 12.말 ㅇ2002년 사업공고안내(IAEA) 내용입수 

2002. 1. 21 

ㅇ사업공고안내책자 발간 배포 및 인터넷 

게시

  - 산학연 53개 기관에 배포 

2002. 2. 19
ㅇ공동연구사업 설명회 개최

  - 장소: 한국원자력연구소 국제연수관 

2002. 2. 28 ㅇ1차 접수 마감

2002. 4. 30 ㅇ2차 접수 마감

2002. 5. 31 ㅇIAEA에 과제 신청서 제출

안내책자 배포 및 인터넷 게시에 이어 IAEA 공동연구과제 전반에 대한 이

해와 과제신청서 작성시 주의사항 등을 전달하고자 본 과제에서는 2002. 

2.19 한국원자력연구소 국제원자력연수관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 다. 

동 사업설명회에는 12개 기관에서 50여명의 직원이 참석하 다. 설명회는 

본 과제 책임자(최평훈)의 설명회 개최배경 설명과 과학기술부 원자력협력

과 이상대 사무관의 “한․IAEA 기술협력 일반현황” 발표로 진행되었다. 그

리고 공동연구사업 전반 및 2002년도 사업설명은 IAEA에 파견근무 중인 한

국원자력연구소의 김경표 책임연구원이 현지 자료를 입수 설명함으로서 참

석자들의 이해를 제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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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IAEA 공동연구프로그램 참여 확대 방안  

제1절  중장기적 지원 방안

본 과제의 선행과제(‘96-2000) 및 본 과제를 통하여 국내 산학연 기관의 

IAEA 공동연구참여가 확대되어 왔으며, 이는 국내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

한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개발업무로 수행되었다. 

공동연구사업 지원체계를 정착시키고 보다 많은 참여를 지속하기 위하여 

다음 몇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IAEA 공동연구프로그램 참여 분야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동일 

분야에 다수의 과제를 신청해도 동일 국가에 최대 2개 기관의 참여를 허용

하므로 한 개 분야에 다수의 과제를 신청하게 되면 자체경쟁이 되며, 과제 

수락률 또한 저조해 지게 된다. 따라서 IAEA에서 공모하는 모든 분야에 과

제를 고루 신청할 필요가 있다. 특히 IAEA에서 중점 추진하는 식품 및 농

업, 보건의료 등의 분야에 참여를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재는 원자력국제협력조성사업과제를 통하여 지원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이는 과제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현 지원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는 기관고유사업화하여 운 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한국원자력연

구소에서 공동연구사업을 관리 유지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동 관리업무를 한

국원자력연구소의 기관고유사업으로 정착 운 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바람

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계약과제보다는 협약과제 위주로 과제 신청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기술수준 및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IAEA에서는 연구계약

(Contract) 보다는 연구협약(Agreement) 형태의 참여를 지원할 것으로 판단

되며, 선진국의 예를 보아도 이를 예상할 수가 있다. 따라서 과제당 연간 

5,000불 수준의 연구비 수주에 중점을 두는 것보다 협약과제로 참여하여 국

제 연구환경에서 우리나라의 기술을 홍보하고 이를 토대로 기수수출의 기반

을 확대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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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공동연구 참여확대를 위한 세부방안

IAEA 공동연구사업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IAEA의 기획 관리 절차를 이

해함으로서 사업참여를 확대할 수가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다음

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가. IAEA 기술담당관과의 협력 유지

     ◦ IAEA 실무자와의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통해 신규사업 제안 단계부

터 준비

     ◦ 공동연구사업 과제조정회의(Research Coordination Meeting)에서 

차기 과제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여 국내 해당분야 연구자에게 정보

를 제공하여 참여 유도

  나. 공동연구프로그램의 심층분석 및 참여유도 

     ◦ 사업공모 분야를 심층분석하여 국내 연구기관이 전 분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확한 사업 안내 필요 

     ◦ IAEA 파견직원을 통한 자료입수 및 관련자에게의 신속한 제공 

     ◦ 동일 분야 국내 전문가간 연구회 등 그룹을 결성하고, 공동연구프

로그램의 개념 및 참여 의의를 널리 알림으로써 참여 유도

  다. 신규과제 도출 및 IAEA에 제안 

     ◦ 공동연구과제로 추진할 과제를 도출하여 IAEA에서 매년 개최되는 

기술위원회(TCM) 회의시 공동연구프로그램 신규과제 제안 

     ◦ 방사선 온열 병합 치료 연구의 경우는 일본 연구자들이 국제원자력

기구에 요청하여 이루어진 것임 

     ◦ IAEA의 해당분야 실무자와 긴 한 접촉을 통해 관심분야에 대한 신

규사업 제안을 적극적으로 유도 

  라. 공동연구과제 성격 숙지 및 과제신청

     ◦ Research Agreement의 경우 신청양식이 단 2쪽이므로 연구책임자의 

연구실적(논문, 이력서, 연구경력 등)을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함

     ◦ IAEA에서 제안한 공동연구 기본범위 내에서 세부연구내용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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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 가능하므로 신규신청시 적극적으로 지원 필요

     ◦ 기존 공동연구프로그램 참여자도 신규사업을 신청할 수 있음

 - 연구책임자 1인이 2개 연구프로그램 참여 가능

 - 또는 신규사업 신청을 동일 연구팀 소속의 연구원 명의로 2∼3건 

신청 가능

     ◦ 동일 분야에 1개국 2개 연구기관 참여 가능(단, Agreement로 계약) 

     ◦ 신규사업의 타이틀은 IAEA 제안 제목에 'in Korea'　를 붙여 제안 

가능. 동일 제목 하에 참여국별 케이스 연구 제안 가능

     ◦ 기존에 타 재원으로 수행중인 연구과제와 동일한 연구내용을 IAEA

에 제안하여도 무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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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공동연구 참여에 따른 장점 분석 

국내 산학연 기관이 IAEA 공동연구사업에 참여함으로서 얻을 수 있는 사

항은 크게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국제 기술현황의 신속한 파악, 기술 및 

인력교류를 통한 기술수출의 기반 확대, 그리고 이를 통한 국제 사회에서 

의 위상제고와 기술 경제적 이득을 기대할 수가 있다. 구체적으로 다음 사

항들을 들 수 있다. 

  가. 국제 기술현황의 신속한 파악  

     ◦ 관심 분야의 국제 연구환경 및 기술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지속적인 

교류 유지가 가능 

     ◦ 해당 분야 국제 권위자와 과제에 대해 1주일간의 심도있는 토론을 

함으로써, 기술적 문제점과 현황, 중요성에 대해 충분히 파악하는 

계기가 됨 

     ◦ 많은 국가(공동연구 1과제당 평균 12개 기관의 참여)의 전문가와 

의 교류가 하며, 국가 또는 기관간 교류가 가능한 어려운 국가의 

기술현황도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 

  나. 국가 위상 제고 및 기술수출기반 마련

     ◦ 국제기구 주관 공동연구 참여로 국가 기여도 및 위상 제고 가능 

     ◦ 국내 기술 및 연구기관의 대외 홍보 효과 기대 

     ◦ 기술교류 및 홍보를 통한 기술 저개발 국가에의 기술수출기반 확보

  다. 연구정보 확보의 용이함 

     ◦ IAEA 주관으로 연구실간 상호 검증시험 참여를 통해 정보 접근 용

이, 기술자문, 기술 공유 기회 확대

     ◦ 연 1회 연구조정회(Research Coordination Meeting)의 참석을 통해

서 세계 유수기관(Westinghouse(미), 미쯔비시(일), KWU(독), 

UKAEA( ))의 테이터를 얻을 수 있음

     ◦ 핵자료 생산 및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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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자료 : ENSDF(Evaluated Nuclear Structure Data File) 발간

  - ENSDF와 별도의 상세 자료집(실무자 용도) 획득 예상

  라. 시험적 성격의 연구 수행 가능

     ◦ 시험적 성격이 강한 연구과제를 공동연구프로그램을 통하여 시도함

으로써 단독 수행에서 오는 시행착오 감소 

     ◦ 국내에서 연구개발한 내용의 국제적 검증 가능

     ◦ 국제 공동문제에 대한 상호 협력 및 대처

  마. 공동연구를 통한 IAEA 전문가로 인정 

     ◦ 공동연구 수행결과 우수성을 인정받을 경우, 동 분야의 전문가로 

IAEA에서 인정하며, 향후 기술자문 등의 활동요구를 받을 수 있음. 

     ◦ IAEA 전문가들과의 긴 한 관계를 유지하여 관련 기술의 동향 파악

이 가능하며 후속 연구과제 기획시 자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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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및 활용계획

본 과제는 IAEA 공동연구사업 지원체계를 유지하면서 연구참여를 확대하

기 위한 매칭펀드의 지원과 사업설명회의 개최 등을 수행함으로서 당초 계

획된 연구목표를 충분히 달성하 다. 

매칭펀드는 당초 5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보다 많은 과제에 

연구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모과제의 외부인력 인건비 1천만원을 절감하여 

총 6천만원을 31개 공동연구과제에 지원하 다.

또한 IAEA의 공동연구사업 공고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사업공고

안내책자를 작성 배포하고, 이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 다. 공동연구사업

과 관련된 업무진행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함으로서 보다 많

은 수요자들에게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하 다. 

그리고 국내에서 수행되는 공동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

원체계의 정착 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IAEA 공동연구사업의 추진방향을 제

시하 다. 

우리나라가 IAEA 공동연구프로그램에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목적은 

공동연구과제를 수행함으로서 얻어지는 직접적인 성과도 있지만, IAEA를 통

한 국제기술교류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한 기술수출의 기반을 확보하는데 더 

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현 지원체계에서 좀 더 나아가 우리나라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분야를 도

출하여 IAEA 공동연구프로그램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IAEA의 

사업기획 절차 및 참여방안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는 IAEA의 

내부 업무절차에 대한 심층 분석이 필요하며, 이는 IAEA에 파견된 한국 직

원 및 IAEA 기술담당관과의 지속적인 접촉을 통하여 정보 수집이 가능할 것

으로 판단된다. 

IAEA 공동연구 참여 전략도 과거 계약과제(Contract) 중심의 과제신청에

서 협약과제(Agreement) 위주의 참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제 및 기술

수준을 고려할 때 타 국가에 우리의 기술을 제공하고 중장기적으로 기술협

력을 발전시켜 갈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

다.

또한 IAEA 공동연구프로그램 참여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IAEA 이외의 

국제기구(예:OECD/NEA) 연구지원 프로그램을 조사 분석하여 연구개발 재원

을 다변화하고, 기술교류를 더욱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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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과제의 수행결과는 정부의 원자력 국제협력 정책수립시 활용이 가능하

며, 더 나아가 원자력 선진국 및 개도국과의 협력 방향을 설정하는데 활용

이 가능하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IAEA 공동연구는 곧 회원국간의 공동연구이며, 이는 정부의 양국간

원자력 협력정책 수립시 협력분야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둘째, IAEA 공동연구 참여를 통하여 국제 원자력연구개발의 동향 파악이 

가능하며 동 자료는 국내 원자력연구개발 정책 수립시 활용이 가능하다. 

셋째, 향후 IAEA 이외의 국제기구 연구개발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할 때 

IAEA의 공동연구프로그램 수행 경험을 참고하여 체계적인 관리 지원이 가능

하다. 

넷째, 본 과제의 수행으로 축적된 IAEA의 공동연구프로그램 기획 관리 조

사자료는 향후 우리나라 주도의 연구과제를 기획 착수하는데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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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IAEA 공동연구프로그램 지원사업 

신청안내서6)

6) 2001년도에 수행중인 IAEA 공동연구과제에 대하여 정부 재원의 연구비 지원을 안

내한 공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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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배경

   ◦ 과학기술부는 IAEA(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공동연구

프로그램 참여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연구소를 전담

기관으로지정하여 IAEA 공동연구과제의 신청, 연구비 지원 등의 제

반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음. 

       - 한국원자력연구소는 과학기술부로부터 발주된 원자력국제협

력기반조성사업과제 “IAEA 공동연구프로그램 기술협력사업 수

행 및 효율적인 참여방안 연구”를 통하여 IAEA 공동연구프로그

램을 지원하고 있음. 

   ◦ 국제원자력기구(IAEA) 공동연구프로그램(CRP : Coordinated 

Research Programme)은 2001년 5월 현재 연구계약 1,103건,  연

구협약 639건으로 총 1,742건이 추진되고 있음. 

       - 이중 우리 나라가 참여하고 있는 사업은 58건7)으로 과학기술

부의 적극적인 지원8) 결과 점차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국내 기술수준의 진일보를 위하여 산․학․연 기관의 지속적

인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2001.5월말 현재 국내 기관수행 IAEA 공동연구과제]

           ▪연구계약(Research Contract)   : 33건 

           ▪연구협약(Research Agreement) : 25건 

2. 목 적

7) 별첨 1 참조
8) IAEA 공동연구프로그램 참여의 확대‧진흥을 위해 과학기술부 ‘원자력국

제협력기반조성사업’ 과제를 통해 지원해 오고 있음



46- 46 -

   ◦ IAEA 공동연구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책임자에게 과제

추진에 필요한 예산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연구과제 수행에 도

움을 줄 뿐만 아니라, 향후 우리나라의 전문가들이 IAEA 공동연

구프로그램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자 함.

3. 대상 과제

   ◦ IAEA 공동연구프로그램으로 추진중인 58개 과제(별첨 1 참조) 

- 현재 수행중인 IAEA 공동연구과제중 IAEA와 연구계약

(Research Contract)의 형태로 추진되며 IAEA로부터 예산의 

일부를 지원받고 있는 과제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임.

4. 지원기간

   ◦ 2001. 8. 16 ∼ 2002. 3. 31 (7.5개월) 

5. 지원신청 내용

   ◦ IAEA 공동연구프로그램으로 수행중인 연구과제에 필요한 직접경비

를 지원함.

      - 연구내용의 공유,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위한 세미나 개최를 최

소 1회 이상 개최 권장함. 

      -  1US$ = 1,277원 기준으로 편성

   ◦ 연구계약(Research Contract)의 경우

- IAEA가 지원하는 연구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Matching Fund의 

개념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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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당 최대 5백만원까지 신청가능

   ◦ 연구협약(Research Agreement)의 경우 

- 연구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를 신청 

- 과제당 최대 3백만원까지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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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추진 체계

IAEA 공동연구과제

수행기관

한‧IAEA 국제공동연구 

과제 심의/평가위원회

한국원자력연구소

  국제협력담당

① 한‧IAEA 

국제공동연구 지원 

신청서

② 신청서 접수

③ 형식 심사

④ 내용심사

(지원대상과제의 선정 

및 연구비 지원규모의 

결정)

⑤ 지원과제 선정
확정

⑥ 한‧IAEA 

국제공동연구 과제 

심의/ 평가위원회 

결과 접수

⑧ 연구수행

⑦ 과제지원을 

위한 세부사항 

수행

⑨ 과제수행

 결과보고서

⑩ 접수, 

유지/관리 

및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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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업추진 일정 

주요 추진사항 일   자 비   고

지원사업 신청안내 2001. 7. 16 KAERI

신청서 접수 마감 2001. 8. 4 KAERI

심의 및 선정 통보 2001. 8. 11 (계획)
한‧IAEA 

국제공동연구과제 
심의/평가 위원회

연구결과보고서 접수 2002. 4. 30 KAERI

 ※ 위 일정은 예상 일정이며,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다만, 연구계

약기간은 ‘01.8.16∼’02.3.31(7.5개월)임. 

8. 신청서류

   ◦ 다음 서류가 첨부된 신청서(서식 별첨) 및 file을 함께 제출9)

제 출 서 류 비    고

신청서 10부

   - 원본 1부, 사본 9부 제출
- 과제지원 신청서 양식 참조

CRP 과제와 관련하여 IAEA측에 

제출한 제반 문서 각 2부

  - 공문, 계약서, 보고서

- 자유 양식으로 작성

- 복사본 제출 가능

   

9. 기 타   

   ◦본 과제는 국가 원자력연구개발사업으로 지원되며, 연구종료후 연구

비 정산을 실시하게 되므로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정산시 집행연구비

9)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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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증빙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람. 

10. 신청서 제출처

   ◦ 신청대상 과제가 2개 이상인 경우 별도로 각각 작성

   ◦ 지원 신청서는 2001. 8. 4(토)까지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우편접수의 경우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선정결과는 추후 통보할 예정임. (선정된 경우만 통보함)

  [ 신청서 제출처 ]

    (우) 305-353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진동 150 

    한국원자력연구소 국제협력담당 

    IAEA 국제공동연구과제책임자 
 

     ※ 문의처 

       김 명 로  

       전화)   042-868-2158

       팩스)   042-862-8465

       e-mail)  kmr@kaeri.re.kr

[ 별 첨 ]

   1) 신청대상 IAEA 공동연구과제 목록 1부

   2) IAEA 공동연구과제 연구비 지원 신청서 1부

      ※ 신청서의 양식 중 해당되는 부분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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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IAEA 공동연구프로그램 우리나라 참여 현황

[2001.5월말 현재]

(단위:달러/년)

계약

번호

추진

형태

연구

책임자
과  제  명 계약기간

연간

계약금액

ROK

10765
C

충남대

안상낙

Rice varietal improvement by induced 

mutation and related biotechnology

99. 8. 1-00.10.15

00.12.15-01.12.14

9,000

9,000

ROK

10766
C

서울대

이석하

Isolation and cloning of 

supernodulation gene in soybean

99. 8. 1-00.10.15

00.12.15-01.12.14

9,000

9,000

ROK

10965
C

전남대

박남용

Use of RT-PCR and in situ

hybridization to differentially

diagnose Classical Swine fever virus 

99.11. 1-00.10.31

00.11. 1-01.10.31

8,000

6,000

ROK

11485
C

농과연

오병렬

Studies on pesticide quality control 

measures
00.12.15-01.12.14 8,000

ROK

11489
C

연세대

용태순

effects of gamma-irradiation on the 

survival and changes of the 

chromosomal aberration of clonorchis 

sinesis

00.12.15-01.12.14 5,000

ROK

10470
C

식약청

김창민

1. Development of a rapid detection 

method of E. coli groups by multiplex 

PCR and liquid hybridization

2. Determination of profiles of food 

pathogens in imported seafood in 

Korea

98.12. 1-99.11.30

99.12. 1-00.11.30

01. 2.15-02. 2.14

5,000

5,000

5,000

ROK

11620
C
KAERI

육홍선

Sanitizing effect of gamma irradiation 

on fresh vegetable-extract juices
01. 4. 1-02. 3.31 5,000

ROK

11492
C

원자력

병원

홍성운

Prospective randomized trial for the 

evaluation of the efficacy of low vs. 

high doses of Ⅰ-131 for post remnant 

ablation in differentiated thyroid cancer

00.12.15-01.12.14 7,000

ROK

10499
C

연세대

이종두

Imaging diagnosis of tuberculosis with 

immunoscintigraphy using radiolabeled 

specific monoclonal antibody against 

mycobacterium tuberculosis

98.12. 1-99.11.30

99.12. 1-00.11.30

10,000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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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번호

추진

형태

연구

책임자
과  제  명 계약기간

연간

계약금액

ROK

10585
C
연세대

최인홍

Production and characterization of 

monoclonal and polyclonal

antibodies to mycobaterium tuberculosis 

for use in immunoscintigraphy

98.12.15-99.12.14

99.12.15-00.12.14

10,000

10,000

ROK

9804
C

카톨릭

대

박 하

Relationship between vesicoureteral 

reflux, Pyelonephritis and renal scarring 

in children with urinary tract Infection

97.10. 1-98. 9.30

98.10. 1-99. 9.30

99.10.15-00.10.14

5,000

5,000

5,000

ROK

11346
C

국립암

센터

강건욱

Internal dosimetry of rhenium-188

lipiodol for intraarterial therpay on HCC
00. 9. 1-01. 8.31 10,000

ROK

11544
C
서울대

정재민

Production and supply of kits for 

labelling lipiodol with 188Re
01. 3. 1-02. 2.28 10,000

ROK

11524
C
서울대

정준기

Establishment of delivery procedure of 

beta-emitting radiopharmaceuticals to 

the coronary artery

00.11.15-01.11.14 10,000

ROK

11441
C

카톨릭

대

김성훈

Comparative evaluation of Ictal brain 

SPECT, magnetic resonance immaging 

(MRI) and X-rays computrized 

tomography (CT) of brain in the 

management of patients with refractory 

seizures in the Republic of Korea

00.12. 1-01.11.30 6,000

ROK

9923
C
연세대

조상래

Molecular typing of multi-drug resistant 

mycobacterium tuberculosis clinical 

isolates in the Republic of Korea

97.12. 1-98.11.30

98.12.15-99.12.14

99.12.15-01 3.31

01. 3.15-02. 3.14

5,000

5,000

6,000

5,000

ROK

10866
C
연세대 

김현석

Mutations in precore region of Hepatitis 

B virus DNA in patients with chronic 

Hepatitis B in Korea

99.10. 1-00. 9.30 5,000

ROK

11630
C
고려대

김창선

Comparison of new IAEA code of 

practice with the old IAEA cop, 

American Association of Physics in 

Medicine Task Group 21 and AAPM 

TG 51 for dose determination in x-ray 

and electron beams in Korea

00 -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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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번호

추진

형태

연구

책임자
과  제  명 계약기간

연간

계약금액

ROK

10020
C

메리놀

병원

박정호

Regional hyperthermia combined with 

radiotherapy for locally advanced cancers 

in the Republic of Korea

97.12.15-98.12.14

98.12.15-99.12.14

99.12.15-00.12.14

00.12.15-01.12.14

5,000

5,000

5,000

3,000

ROK

10202
C

성모병

원

최일봉

Reginal hyperthermia combined with 

radiotherapy for locally advanced cancers 

in Seoul, Republic of Koreal

98. 4. 1-99. 3.31

99. 4. 1-00. 3.31

00. 4. 1-01. 3.31

5,000

5,000

5,000

ROK

10524
C
KAERI

길충섭

Final stage of WIMS-D library update 

project

98.12. 1-99.11.30

99.12. 1-00.11.30

01. 2.15-02. 2.14 

4,000

5,000

5,000

ROK

11636
C
KAIST

공홍진

Feasibility study of a high power laser 

system with beam combination method 

using phase conjugation mirrors of a 

stimulated Brillouin scattering for 

generating an ultra high power output 

with a high repetition rate over 10 Hz

01.4.1-02. 4.30 3,000

ROK

9075
C
KAERI

박경배

Development of agents for imaging 

central neural system receptors based on 

99mTc 

96. 4.15-97. 4.14

97.11.15-98.11.14

99. 2.15-00. 5.31 

5,000

5,000

5,000

ROK

11563
C
KAERI

진준하

Application of radiotracer technology and 

computer fluid dynamics simulation for 

diagnosis of waste water treatment plant

01. 3. 1-02. 2.28 4,000

ROK

11323
C

제주대

송성준

Environmental isotope-aided study for 

elucidating groundwater salinization on 

Cheju Island

00. 8. 1-01. 7.31 5,000

ROK

11022
C
KAERI

이창우

Contribution to the upgrading of 

analytical quality control services 

intercomparison materials

99.12.15-00.12.14 5,000

ROK

11403
C
KAERI

이만기

The role of nuclear power and other 

energy options in meeting international 

goals on greenhouse gas emission 

reductions

00.11. 1-01.10.31 6,000

ROK

11218
C

서울대

김태우

Development of the economic 

performance indicator in the nuclear 

power

00. 6.15-01. 6.14 4,000

ROK

10627
C

KEPRI

홍승열

Pressure tube flaw characterization by 

in-situ non-destructive 

examination(NDE)

98.12.15-00. 3.31

00. 5. 1-01. 5.31

01. 5. 1-02. 4.30 

3,000

3,000

3,000

ROK

11278
C

한양대

김용수

Research on thermo-physical properties 

of nuclear materials for LWRs and 

HWRs.

00. 7.15-01. 7.31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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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번호

추진

형태

연구

책임자
과  제  명 계약기간

연간

계약금액

ROK

11400
C
서울대 

황일순

Development of Creep database for Fe 

and Ni-base alloys under severe accident 

conditions

00.10. 1-01. 9.30 3,000

ROK

10247
C
KAERI

황 동

Optimal coupling of SMART and 

desalination system

98. 5.15-99. 5.14

99. 7. 1-00. 6.30

00. 8.15-01. 8.14 

3,000

3,000

2,000

ROK

10650
C
KAERI

전관식

Long-term dissolution behaviour of spent 

fuel in compacted bentonite and synthetic 

granite groundwater

99. 3. 1-00. 2.29

00. 3. 1-01. 2.28

01. 3. 1-02. 2.28 

5,000

5,000

5,000

ROK

11245
A
KAERI

이 일

In vitro selection of mutants for 

improvement of rice crop
00. 6.15-01. 6.14 0

ROK

11497
A

서울대

채인호

Long-term efficacy of intracoronary 

beta-irradiation on reduction of restenosis 

after 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

00.12. 1-03.12.31 0

ROK

11612
A

서울대

이명철

Comparative evaluation of Ictal brain 

SPECT, magnetic resonance immaging 

(MRI) and X-rays computerized 

tomography (CT) of brain in the 

management of patients with refractory 

seizures in the Republic of Korea

01. 2. 6-03.12.31 0

ROK

9680
A
KAERI

오원진

Decommissioning techniques for research 

reactors
97. 7. 1-02.12.31 0

ROK

11211
A

경북대

최상준

Remediation of uranium mill tailings 

using natural and organo-clays
00. 6. 1-04.12.31 0

ROK

9742
A

한전

NETE

C

김창락

A study on the compliance of waste 

packages generated from nuclear power 

plants under repository conditions in 

Korea

97. 9. 1-02.12.31 0

ROK

10905
A

경남대

황 기

Electrochemical condensation of 

radioactive elements from low level liquid 

nuclear waste by using ion exchange film 

electrodes

99.10. 1-01.12.3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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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번호

추진

형태

연구

책임자
과  제  명 계약기간

연간

계약금액

ROK

9633
A

한전

NETEC

송명재

Development of combined process for 

liquid red waste treatment with inorganic 

and organic sorbent, reverse osmosis, and 

micro/ultra filtration

97. 7.14-01.12.31 0

ROK

9666
A

KAERI

노성기

Long-term storage behavior of defective 

fuels
97. 5.15-02.12.31 0

ROK

10376
A

KAERI

김 석

Hydrogen and hydride induced 

degradation of the mechanical and 

physical properties of zirconium based 

alloys in the Republic of korea

98.11. 1-02.12.31 0

ROK

9779
A

한전

NETEC

김창락

Improvement of safety assessmet 

methodologies for LLW near surface 

disposal facilities

97. 9. 1-00.12.31 0

ROK

9425
A

KAERI

이찬복

Modelling of transport of radioactive 

substances in primary circuit of water 

cooled reactors

96.12.15-00.12.31 0

ROK

10296
A

KAERI

강철형

A reference biosphere modelling for HLW 

disposal concept development
98. 6. 5-02.12.31 0

ROK

11608
A

KAERI

이기홍
Random component failiures 01. 3. 1-04.12.31 0

ROK

9967
A

KINS

이세열

Development of optimal methodology for 

root cause analysis
97.12.15-01. 5.31 0

ROK

10145
A

식약청

오현주

Studies on stable chromosome aberration 

frequency using FISH technique for 

appolcation to retrospective biodosimetry

98. 4. 1-02.12.31 0

ROK

9016
A

KEPRI

김 진

Potential of Th-based fuel cycles to 

constrain Pu and to reduce long-term 

waste toxicities

96. 4. 1-00. 9.30 0

ROK

10930
A

KAERI

김 일

Benchmarks of reactivity coefficient 

predictions in liquid fast reactor using 

results from BN-600

99.10. 1-03.12.31 0

ROK

9071
A

KAERI

유봉

Development of analysis methods for 

seismically isolated nuclear structures
96. 4. 1-00.12.31 0

ROK

11238
A

KAERI

홍준하

Fracture toughness evaluation of RPV 

steels using small size specimens
00. 6. 1-03.12.31 0

ROK

10921
A

KAERI

권기춘

Development of qualitative formal method 

for requirements specification and safety 

analysis of software based Ⅰ and 

systems

99.10. 1-02.12.3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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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번호

추진

형태

연구

책임자
과  제  명 계약기간

연간

계약금액

ROK

11273
A

KAIST

이 일

Development of comparative asssessment 

tool for environmental impact of energy 

sources

00. 7.15-03.12.31 0

ROK

11213
A

KAERI

문기환

Estimating the external costs associated 

with electricity generating options in 

developing countries using simplified 

methodologies in the Republic of Korea

00. 6. 1-01.12.31 0

ROK

10695
A

서울대

최희동

Evaluation and measurement of prompt 

k0-factor for light element of A<45
99. 4. 1-03.12.31 0

ROK

11301
A

KAIST

조계성

Alpha spectrometry using amorphous 

silicon detector for large area application
00. 7.15-03.12.31 0

합   계 Contract:  33건,   Agreement:  2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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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IAEA 공동연구과제 연구비 지원 신청서

신청과제명
국    문

    문

연구책임자

소속기관

소속부서

성명 ( 문)
                        (                

   )

당해년도 연구기간 2001.  8.  16 ∼  2002.  3. 31 ( 7.5 개월 )

신청연구비

(7.5개월)
                       천원

지원신청내용

(간략히)

IAEA 협약/계약 내용

  (* 위 신청과제와 관련하여 ‘01.7월 

현재 추진중인 IAEA 공동연구

과제에 대하여 작성) 

구분:   Contract (   ), Agreement (   )

  협약 / 계약번호  :       

  협약/계약 기간 :           ∼

  IAEA 지원 연구비 :          US$/년

위와 같이 한․IAEA 공동연구프로그램으로 추진중인 동 과제의 수

행에 필요한 연구비 지원을 첨부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연구계획서 1부. 

2001.     .     .

   신청연구책임자 :                    (인)

               기관장 :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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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계  획  서

1. 연구개발의 필요성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과 관련되는 국내·외의 기술개발현황 및 문

제점에 대하여 기술하고 국내연구개발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서술함

   가. 국내외 기술현황 

   나. 연구개발의 필요성

2.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연구개발의 최종목표와 연차별 목표를 기술적 측면에서 명확성이 유지

되도록 개조식으로 기술함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또는 공정·제품)의 수준, 성능, 품질 등을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기술함

   가. 최종목표

   나. 당해연도 목표 

   다. 당해연도 연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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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원 편성

   가. 연구책임자

      1) 인적사항

성    명
한 한 자  

직위(급)
 자 

주    소

자 택 전화 : (   )    -      

직 장                  

전화 : (    )    -      

팩스 : (    )    -     

e-mail : 

주민등록번호                                         ( 만  :    세 )

       2) 학   력

년  도

(부터∼까지)
학    교    명 전    공 학    위

최종학위논문

제목(국‧ 문)

       3) 경   력

년  도

(부터∼까지)
기              관

직급

(직위)
비    고



60- 60 -

       4) 주요연구실적

   가) 저  서

     나) 국내‧외전문학술지

    다) 기  타

   나. 참여연구원

성  명
소속기관 

및 부서
직  급

전공 및 학위 연 구

경 력
기  타

학위 년도 전공

4. 추진전략 및 방법

∘기술정보 수집, 전문가 확보, 타 기관과의 협조방안 및 연구개발목표 

달성과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연구개발 방법론(접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기업이 참여하는 과제는 기업의 입장에서 기술정보 수집, 전문가 확

보, 연구개발방법론(접근방법) 등에 대해 희망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함

   가. 추진전략

   나. 추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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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대성과

∘연구자 입장에서 기대되는 결과를 기술, 경제 및 산업적 측면에서 기

술함

6. 연구비 지원 신청내용

∘지원의 필요성을 간략히 기재

∘지원에 따른 효과를 간단 명료하게 기술함

   가. 지원의 필요성 

   나. 지원에 따른 기대효과 

7. 연구성과 

∘연구과제 수행을 통하여 취득한 연구성과를 지원신청서 작성시점을 

기준으로 작성할 것

   가. 총괄표

(단위:건)

구     분 국  내 국  외 합  계

논 문  게 재

논 문  발 표

특 허  출 원

특 허  등 록

프로그램등록

기술이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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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연구성과별 세부목록

       1) 논문게재 및 발표

구  분 논 문 제 목 학술지(회의)
(개최 및 게재시기)

주관기관
(단   체)

연구
(발표)자

국
내

게
재

발
표

국
외

게
재

발
표

※발간 및 학술회의 개최 확정시만 기재하고, 게재예정 및 발표예정 논문 포

함

      2) 지적재산권 출원‧등록

구   분 명   칭 국   명 출원/등록일
출원/

등록번호

발명

(연구)자

발명

특허

출원

등록

프로

그램

출원

등록

     3) 기술이전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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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기술내용 업체명
방    법

(용역/자문/수탁)

경   비

(기술료)
기   간 비   고

8. 신청연구비 

∘당해년도 연구기간 ‘01.8.16∼’02.3.31(7.5개월)에 해당하는 연구비 

∘연구과제책임자 소속기관의 기준에 따라 작성할 것

   가. 총괄표

(단위:천원)

                  구  분

   비  목 
연구비 비율(%) 비     고

직

접

경

비

여          비

기술정보활동비

재료 및 

전산처리비

수용비 및 수수료

합   계

    나. 세부내역

      1)  여   비 -------------------------        천원

        ① 국내여비(지역 및 기간)(예 : 서울, 1박2일)  -----  원

          - 0 0 급:   인 ×  원/1회 ×  회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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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 0 급:   인 ×  원/1회 ×  회 = 원

        ② 국외여비(지역 및 기간) --------           원

          - 0 0 급:  인 × 원/1회 × 회 = 원

          - 0 0 급:  인 × 원/1회 × 회 = 원

      2)  기술정보활동비 ------------------  천원

       ① 정보활동비 ------------------------ 원

           - 회의비              원×  회 = 원

           - 세미나개최비           원

             (※ 과제기간중 1회 이상 세미나 개최비용 계상) 

           - 학회‧세미나참가비 원

           - 정보 DB사용료

           - 도서 등 정보자료 구입비 원

           - 기술정보수집비 원

       ② 국외전문가 활용(국가 및 활용 기간) ------- 원

          - 항공료    인 ×  원 = 원

          - 체재비    인 ×  원/일 × 일 = 원

          - 자문료    원×  일×  인 = 원

      3) 재료 및 전산처리비 ------------------  천원

        ① 시약 및 재료비 원 

품   명 단  위 수  량 단  가 금액 (원) 비  고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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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전산처리비 ---------------------------- 원

        ③ 시험분석료 ---------------------------- 원

      4) 수용비 및 수수료 -----------------    천원

         - 인쇄/복사/인화비 원

           - 공공요금 원

           - 수수료 및 제세 공과금 원

           - 사무용품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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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B. 2002년 IAEA 공동연구프로그램 

신규과제 신청 안내서10)

10) 본 내용은 2002년도 IAEA 공동연구프로그램 신규과제 공모 안내 내용으로 국

내 학계, 연구소, 산업체 등 원자력 관련 기관에 배포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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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   요

1. 사업 추진근거

   ◦ 국제원자력기구(IAEA11)) 헌장 제3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을 위한 연구개발을 장려‧지원한다”는 기본정신에 따라 IAEA

는 회원국의 원자력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함 

2. 대상기관 

   ◦ IAEA 회원국12)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을 지원 대상함 

3. 연구비 지원 등 

   가. 연구계약(Research Contract) 

       ◦ IAEA는 연구책임자가 제안한 연구비중 적정 비율을 연구

수행기관과 분담함을 원칙으로 함

       ◦ IAEA에서는 1개 과제에 연간 5,000불13) 까지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 5,000불/년 초과 지원도 가능

함 

       ◦ 연구수행 기관은 인력, 시설 등을 In-kind 형태로 지원함

11) IAEA :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국제원자력기구)

12) 2001.9월 현재 IAEA 회원국은 132개국이며, 이미 가입승인을 받은 온두라스, 타지크스탄, 유

고, 보츠와나 등 4개국이 IAEA헌장 수락서를 기탁국(미국)에 기증하면 136개국이 됨.

13) 연구계약(Research Contract) 소정양식 ‘8. Budget’의 총예산은 25,000불 이상으로 계상하고, 

이중 IAEA가 지원할 수 있는 최대 요율인 총예산의 20% 이하

   ◦ 총예산이 25,000불인 경우 5,000불 요청, 그러나 총예산이 이보다 커도 5,000불 초과 지원

요청은 불가함

   ◦ 한편, 연구수행기관이 제공하는 총예산의 80% 부분은 IAEA와 무관하게 자체 연구펀드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제시하는 것이며, IAEA에 이를 증명하거나 송금할 필요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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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AEA는 연구조정회의(Research Coordination Meeting)에 

참석하는 연구책임자에게 출장경비(항공료 및 체재비 전

액)를 지원함

   나. 연구협약(Research Agreement)

       ◦ 연구협약과제에는 IAEA에서 연구비를 지원하지 않음 

       ◦ 연구협약이 체결된 경우 IAEA는 연구조정회의(Research 

Coordination Meeting)에 참석하는 연구책임자에게 출장

경비(항공료 및 체재비 전액)를 지원함

4. 과제 선정기준 (IAEA)

   ◦ 신청된 연구내용이 IAEA의 CRP 지원범위에 포함되는 지의 

여부 및 연구계획서에 제안된 연구인력, 장비, 시설 등의 적정

성을 검토하여 과제를 선정함 

   ◦ 신청된 과제가 IAEA의 CRP 지원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제안과제와 관련된 선행 연구실적, 인력, 장비 및 시설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제안과제의 내용이 IAEA 프로그램과의 부

합여부를 검토하여 선정여부를 판단함 

   ◦ 개도국 수행 연구사업에 우선권 부여 

       - IAEA의 제한된 예산사정으로 인하여 과제선정시 개도국

(Developing Country)에서 신청된 연구과제에 우선권을 부

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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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신청 방법 및 기간

1. 신청방법

   ◦ 각 기관에서 IAEA 소정양식의 연구계약(협약) 신청서를 작성, 

국내 실무총괄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소에 제출함

   ◦ 한국원자력연구소는 접수된 신청서를 취합하여 과학기술부의 

검토를 거쳐 IAEA에 신청함

   ◦ IAEA는 이를 심사한 후 연구사업 수행자의 소속 기관장에게 

연구사업을 위한 관계서류(계약서)를 직접 송부하고, 계약체결

을 요청함

       - 각 기관장은 동 계약서에 서명한 후 한국원자력연구소에 

송부

       - 한국원자력연구소는 서명 완료된 연구사업계약서를 과학기

술부에 통보한 후 IAEA에 제출

   ◦ 과제신청서 양식: 첨부 참조 

2. 신청서 접수처

      (우) 305-353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진동 150   

한국원자력연구소, 국제협력담당 

       IAEA 공동연구프로그램 과제책임자 

3. 신청마감 

   ◦ 1차 신청: 2002년 2월 28일(목)까지 제출 

   ◦ 2차 신청: 2002년 4월 30일(화)까지 제출

   ※ 상기 기한은 한국원자력연구소에의 접수기한이며, IAEA는 

2002년 5월 말이 접수 기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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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사항

   ◦ 연구책임자는 IAEA와의 연구계약(협약 포함)후 1개월 이내에 

계약서 사본 1부를 한국원자력연구소로 송부  

Ⅲ. 연구계약 일반조건

1. 연구기간 

   ◦ 계약(Contract) 과제 

      - 매년 계약을 원칙으로 하며, 계속수행여부는 전년도 진도보

고서(Progress Report)를 평가하여 결정함 

   ◦ 협약(Agreement) 과제 

      - 과제수행 총 기간이 1년을 초과하여도 협약은 과제 착수년

도에 한번 체결함 

2. 연구결과 보고

   ◦ 계약(Contract) 과제 

      - 계약기간중 연차 종료후 진도보고서(Progress Report)를, 최

종 종료후 최종보고서(Final Report)를 IAEA에 제출하여야

함 

   ◦ 협약(Agreement) 과제 

      - 통상 연간 1회의 진도점검회의를 개최하며, 동 회의시 연구

결과를 발표 토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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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비 지급 

   ◦ 연구비 지급 일정은 계약서 작성시 협의 가능하나, 통상 2회

(계약체결시 및 완료시)에 걸쳐 균등 분할 지급됨

      - 2차분 연구비는 진도보고서 또는 최종보고서의 접수평가후 

지급하게 됨.

   ◦ IAEA가 연구책임자를 대신하여 장비구매 또는 기타 비용을 

지불할 경우 총 연구비에서 동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함

   ◦ 초기 지급 연구비의 60%까지 회원국의 화폐로 지급 가능함 

   ◦ 연구비는 과제착수 년도부터 3년 동안 지급 가능하며, 이 기간

동안 지급되는 않은 연구비는 지급 불가능함. 따라서 진도보고

서 또는 최종보고서를 요구사항을 만족시켜 적시에 제출하여

야함. 

 

4. 연구결과 발간 및 저작권

   ◦ 연구결과는 적절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개함 

   ◦ 지적재산권 관련 사항은 계약서에 명시함 

   ◦ 연구책임자는 연구논문, 보고서 등 책자 발간시 IAEA가 동 연

구사업에 지원하 음을 명기하여야 함

5. 장비구입

   ◦ IAEA는 연구계약자의 요청에 의하여 장비 또는 부품을 구입

공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 구입비는 연구비에서 차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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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조건

   ◦ 연구 수행중 발생되는 사망 및 사고 등 불이익에 대해 IAEA

는 책임지지 않음 

Ⅳ. 신청서 작성시 주의 사항

1. 신청서 작성방법

   ◦ IAEA는 제안서의 평가 및 예산지원 지연을 야기시키는 실수

를 피하기 위하여 아래의 기준에 따라서 신청서14)를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함

- 연구계약신청과제 양식(Research Contract Proposal)

         ▪Form N-17/Rev. 6

- 연구협약신청과제 양식(Proposal for Research Agreement)

         ▪Form N-20/Rev. 2

- Page 9의 서명란에 연구책임자 및 기관장 서명을 하여 원본

을 제출할 것 (Fax 접수는 하지 않음)

- 연구제안서는 어, 불어, 러시아어 또는 스페인어로 작성하

여 제출할 수 있음

- Page 1, box 1 란에 연구기관명 및 주소를 정확히 기재할 

것

- Page 1, box 3A 란에 제안하는 연구분야를 명기할 것15)

14) 과제신청서 양식은 http://nutis.kaeri.re.kr에서 다운로드하거나 E-mail 

(kmr@kaeri.re.kr)로 요청하여 받을 수 있음.
15) IAEA의 신속한 평가 및 과제수행을 위하여 IAEA내 어느 부서가 수행할 것인지, 공동연구사업

(CRP)이 어느 분야에 해당되는지를 명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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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의처

   ◦ 한국원자력연구소 국제협력담당  김명로

       - 전화 : (042) 868-2158 

       - 팩스 : (042) 862-8465

       - E-mail : kmr@kaeri.re.kr

Ⅴ. 2002년도 지원대상 분야

1. 일 반

   ◦ IAEA 목적에 부합하는 공동연구프로그램에 대하여 우선적으

로 예산 지원을 통한 과제 수행 

   ◦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IAEA 주요 프로그램으로 다루어지지 

않는 분야의 공동연구프로그램 제안에 대해서도 재정지원 가

능

   ◦ 첨부 목록은 2002년도 IAEA로부터의 접수한 예산지원 가능 

분야임 

- 동 목록에 해당되지 않는 과제도 신청은 가능함

2. 2002년도 IAEA 지원대상 CRP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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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제목록: 첨부참조

    ※ 과제별 상세 연구내용은 IAEA 문서중 “Ⅲ. Agency 

Co-ordinated Research Projects for which Research may 

be Supported”를 참조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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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002년도 IAEA 지원대상 CRP 과제

1. NUCLEAR POWER 
   (1) Nuclear Power Planning, Economics, Implementation and Performance

- Evaluation of radiation damage of WWER reactor pressure vessels 
using the IAEA database on reactor pressure vessel materials (I2.10.16)

- Historical evolution of indicators of sustainable energy development 
(ISED) and the use of this information for designing guidelines for 
future energy strategies in conformity with the objectives of sustainable 
development (I1.10.04)

- Cost effectiveness of nuclear power compared to CO2 capture and 
sequestration from fossil fuel power plants (I1.40.04)

   (2) Nuclear Power Reactor Technology Development
- Comparative assessment on advanced power reactor options for effective 

incineration of radioactive waste (inter-comparison of LMFR, ADS and 
molten salt reactor systems) (I3.20.04)

- Benchmark analyses on data and calculational methods for accelerator 
driven system (ADS) source related neutronic phenomenology with 
experimental validation

- Economic research on and assessment of selected nuclear desalination 
projects and case studies (I3.50.02)

2. NUCLEAR FUEL CYCLE AND WASTE TECHNOLOGY
   (1) Fuel Cycle and Materials

- Fuel modeling at extended burnup (FUMEX II)
- Corrosion of research reactor aluminium-clad spent fuel in water 

(T1.30.10)
- Nuclear fuel cycle aspects of the disposition of depleted uranium 

(T1.30.09)
   (2) Waste Management and Technology

- Disposal aspects of low and intermediate level decommissioning waste

3. FOOD AND AGRICULTURE
   (1) Insect and Pest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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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provement of Codling Moth SIT to facilitate expansion of field 
application (D4.10.18)

   (2) Food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 Testing the efficiency and uncertainty of sample processing for analysis 

of food contaminants
- Irradiation to ensure the safety and quality of prepared meals 

(D6.20.07)
   (3) Soil and Water Management and Crop Nutrition

- Effectiveness of soil conservation technologies for sustainable crop 
production systems using fallout radionuclides

4. HUMAN HEALTH
   (1) Nuclear Medicine

- Nitrate-augmented myocardial imaging for assessment of myocardial 
viability 

- Comparative evaluation of therapeutic radiopharmaceuticals in 
radiosynovectomy 

   (2) Applied Radiation Biology and Radiotherapy
- Comparative assessment of teletherapy modalities (E3.50.07)
- The role of teletherapy supplementary to intraluminal high dose rate 

(ILHDR) brachytherapy (BT) in the palliation of advanced oesophageal 
cancer (E3.30.21)

   (3) Dosimetry and Medical Radiation Physics
- Development of techniques at SSDLs for the dissemination of absorbed 

dose to water standards ( E2.10.04) 
- Development of a TLD-based quality assurance programme for radiation 

therapy dosimetry in non-reference conditions (E2.40.12)
   (4) Nutritional and Health-related Environmental Studies

- Isotopic and complementary tools for the study of micronutrient status 
and interactions in developing country populations exposed to multiple 
nutritional deficiencies  (E4.30.13)

- Application of isotopic and nuclear techniques in the study of 
nutrition-pollution interactions and their impact on the nutritional status 
of human subjects in developing country populations  ( E4.30.14) 

-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intrauterine growth retardation (IUGR) 
- Use of nuclear and related techniques in studying human health imp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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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oxic elements consumed through foodstuffs contaminated by 
industrial activities  (E4.10.13) 

- Assessment of the natural radionuclide contamination introduced in the 
environment as a consequence of non-nuclear industrial activities and 
agrochemical treatments

5. MARINE ENVIRONMENT AND WATER RESOURCES
- Nuclear and isotopic studies of the El Niño phenomenon in the ocean
- Nuclear applications to determine bioaccumulation parameters and 

processes used for establishing coastal zone monitoring and management 
criteria

   (1) Development and Management of Water Resources
- Isotope techniques for sediment source characterization (F3.10.03)
- Nuclear and isotopic techniques for the characterization of submarine 

groundwater discharge (SGD) in coastal zones (F3.30.14)
- Design criteria for a network to monitor isotope compositions of runoff 

in large rivers (F3.20.03)

6. APPLICATIONS OF PHYSICAL AND CHEMICAL SCIENCES
   (1) Nuclear and Atomic Data for Applications

- Nuclear Data for Th-U Fuel Cycle
   (2) Nuclear Instrumentation

- Development of distance learning (DL) modules on troubleshooting of 
nuclear instruments (F1.10.10)

   (3) Radioisotopes and Radiation Technology 
- Development of radioactive sources for recent therapeutic and industrial 

applications 
- Comparative in-vitro evaluation of labeled compounds of I-131 and 

P-32 and other beta emitters for therapy
- Development of radioimmunometric assays (RIA) for reproductive 

hormones for clinical and other applications
- Detoxification of drinking water and wastewaters from organic 

contaminants by radiation processing
- Corrosion and deposit determination in large diameter pipes by 

radiography (F2.30.20)
   (4) Nuclear Fusion Research and Plasma Physics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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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lications of dense magnetized plasma (F1.30.09)

7. NUCLEAR SAFETY
   (1) Development of Safety Assessment Methods and Tools 

- Comparative assessment of the use of coupled neutronic, 
thermal-hydraulic, structural and radiological accident analyses

   (2) Engineering Safety of Existing Nuclear Installations 
- Safety significance of near field earthquakes (J4.10.05))

   (3) Research Reactor Safety 
- Safety significance of postulated initiating events for different research 

reactor types and assessment of analytical tools (J7.10.10)

8. RADIATION SAFETY 
   (1) Safety of Transport of Radioactive Material

- Radiological aspects of package conveyance of non-fixed radioactive 
contamination (J1.30.10)

   (2) Radiological Protection of Patients
- Dose assessment and optimization of protection in computed 

tomography
- Optimization of radiation dose and image quality in digital radiology
- Radiation protection problems posed by endovascular use of radiation 

sources
- Quantitative evaluation and promotion of dose reduction approaches in 

interventional radiology
- Exploring the possibility of establishing guidance levels for 

interventional radiology (J1.70.06)

9. WASTE SAFETY
   (1) Safety of Disposable Radioactive Waste

- Safety assessment of near-surface disposal facilities

10. Security of Material 
   (1) Assistance to Member States in their Management of Nuclear Material

- Technical measures to detect illicit trafficking of nuclear materials and 
other radioactive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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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GRAMER STRASSE 5, P.O. BOX 100, A-1400 VIENNA, AUSTRIA

TELEPHONE: (+43 1) 2600, FACSIMILE: (+43 1) 26007, TELEX: 112645 ATOM A, E-MAIL: Official.Mail@iaea.org, 

INTERNET: http://www.iaea.org

IN REPLY PLEASE REFER TO: DIAL DIRECTLY TO EXTENSION:

PRIERE DE RAPPELER LA REFERENCE: COMPOSER DIRECTEMENT LE NUMERO DE POSTE:

The Secretariat of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presents its compliments to the Ministries of Foreign Affairs of Member 

States of the Agency and has the honour to request that they draw the 

attention of the appropriate Governmental authorities to one of the 

functions of the Agency, namely to encourage and assist research on, and 

the development and practical application of, atomic energy for peaceful 

uses throughout the world.  In relation to this function, financial support 

under contract may be provided by the Agency to research institutes in 

Member States in the framework of its co-ordinated research projects.

The Secretariat would, therefore, be grateful if the attached paper 

could be brought to the attention of institutions that might be interested 

in proposing projects to the Agency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within 

the topic areas listed in the attachment. It is important that any proposals 

for funding in 2002 be received before the end of May 2002 at the latest 

as it is intended that funds available for new research projects be 

committed in the first half of the year.

For each proposal approved, a research contract/agreement will be 

awarded to the institution entrusted with the work, and the Government 

of the Member State concerned will be informed accordingly.

The Secretariat of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avails 

itself of this opportunity to renew to the Ministries of Foreign Affairs the 

assurances of its highest consideration.

December 2001

Attac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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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CONCERNING THE AGENCYS

CO-ORDINATED RESEARCH PROJECTS 

I. GENERAL PROGRAMME INFORMATION

Statutory provisions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s authorized under its 

Statute: "to encourage and assist research on, and the development and 

practical application of, atomic energy for peaceful uses throughout the 

world".  The Agency's programme and budget for 2002 accordingly 

provides for the placing of research contracts and agreements with 

universities, colleges, research centres, and laboratories, and other 

institutions in Member States on questions of direct interest to the 

Agency's work.

Financial support

The financial support of a project by the Agency is normally 

provided by means of a lump-sum cost-sharing contract.  The Contractor 

is usually expected to bear part of the cost of the project and, in any 

case, to continue to make normal contributions in the form of overhead 

and other expenses.  The Agency therefore contributes an appropriate 

percentage to the total estimated costs.  Due to the limited resources 

available, the amounts awarded are rarely large - the present average 

being approximately US $5,000 per annum per contract.  Larger awards 

may, however, be considered.  In addition to the contract award, 

contractors participating in Agency Co-ordinated Research Projects 

(CRPs) are invited to attend periodic research co-ordination meetings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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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gency's expense.

Cost-free agreements may be awarded to institutes, normally for 

participation in an Agency CRP.  Under such agreements, no financial 

award is made to the agreement holder other than the provision to attend 

research co-ordination meetings at the Agency's expense if the 

agreement forms part of a CRP.

Selection of Institute

Institutions to which research contracts and agreements will be 

awarded are selected in two ways:

(a) When it has been recognized that the award of a particular 

research contract or agreement would materially assist one of the 

Agency's programmes (especially in terms of participating in 

CRPs), an invitation is sent to those institutes believed to have the 

necessary facilities and personnel, the Member States concerned 

being kept informed; or

(b) If a specific proposal for research is made to the Agency by an 

institution in a Member State, the decision whether to award a 

research contract or agreement is made after careful consideration 

of all circumstances, such as the facilities and personnel available 

to the Institution, previous research work related to the project and, 

in particular, the compatibility of the project with the Agency's 

own functions and approved programmes.

In providing research support from the limited funds available to 

the programme, priority is normally given to proposals received from 

institutions in developing countries.

Formal submission of proposals

Based either on a proposal made by the Agency, or a proposal 

developed at a research institute, a formal submission of a project 

proposal must be made by the institute concerned to the Research 

Contracts Administration Section.  Such proposals should reach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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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ncy prior to the end of May each year.

If the proposed project is approved a contract or agreement will be 

sent to the head of the institution for approval and signature, and the 

Government of the Member State will be duly notified through the 

appropriate channels of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or agreement.  For 

all research contract proposals IAEA form number N-17/Rev.6, "Research 

Contract Proposal", must be used.  Proposals for research agreements 

should be made on IAEA form number N-20/Rev.2, "Proposal for 

Research Agreement".  Copies of these forms are available on the 

Agencys Internet site: http://www.iaea.or.at/programmes/ri/uc.html or 

may be obtained by writing to the Agency at the following address:-

For Attention:

Mr. James Reed

Acting Head, Research Contracts Administration Section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Vienna International Centre

Wagramer Strasse 5

P.O. Box 100

A-1400 Vienna, Aust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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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GENERAL CONDITIONS OF CONTRACTS AND

       AGREEMENTS

Period of contract or agreement

All research contracts are normally awarded for a period of one 

year, renewable up to the total project period.  Research agreements are 

awarded for the duration of the CRP.

Reports

Each contractor must submit a final report at the end of the 

contract.  Should a contract be renewed one or more times, the 

requirement for a final report is waived until the end of the final year of 

contract. However, a progress report must accompany each renewal 

application. Agreement holders must submit a report at each research 

co-ordination meeting.

Conditions of payment under contracts

The timetable of the Agency's payments is arranged when the 

contract is negotiated.  Cash payments are normally made to the 

contractor for all expenses covered under the contract, except in the case 

where the Agency is requested to procure equipment or incur some other 

expenditure on behalf of the contractor; in this case the portion of the 

total amount designated for such purposes is withheld.

Payment is normally made in two equal installments, the first 

being made at the outset of the contract and the second upon the 

successful completion of the work envisaged in the contract.  Should one 

or more renewals of contract be granted, one half of the amount is 

normally paid at the outset of the renewal contract and the second half 

upon the successful completion of the work envisaged under that 

contract.  Under contracts providing purchase of equipment by the 

Agency on behalf of the contractor only one cash payment will be made 

at the outset of the contract.  The Agency reserves the right to pay to 

institutions 60% of the first cash payment due in the currency of the 

Member State.  Second and final cash payments for each contract or 



86- 86 -

renewal are made upon receipt and Agency evaluation of the progress or 

final report.  Funds awarded under research contracts remain available 

for three years (the year in which the contract was awarded, plus two 

further years).  Funds will not be paid to a Contractor after the expiry of 

the three-year period. All efforts should be made to submit required 

reports in a timely manner.

Publication of results and patent rights

Publication, either by the institution or the Agency, of the results 

of work performed under research contracts and agreements is recognized 

as being normally the most appropriate and effective way of bringing 

these results to the notice of other scientists.  The Contractor must 

acknowledge the Agencys support of the work in any publication.  

Appropriate provision for patent rights is also made in the 

contract/agreement.

Provision of equipment

The Contractor may wish to use a portion of the funds provided 

by the Agency for the purchase of equipment required in connection with 

the contract.  Only items relating to the project concerned can be 

purchased from the funds provided by the Agency.  These items can be 

purchased directly by the Contractor or, upon request, procurement of 

equipment items can be arranged by the Agency in cases where this 

expedites their supply.  Funds reserved for purchase of project related 

supplies and equipment by the Agency on behalf of the contractor are 

transferred to a Trust Fund in which they remain until all foreseen 

purchases are made.

Other provisions

Each contract/agreement provides that the Agency shall not be 

liable for any death, injury or damage arising out of the execution of the 

research project; as a rule, a clause is included requiring the Contractor 

or Agreement holder to hold the Agency harmless from any damage 

suits.  Provision is also made for settlement of disputes, usually by 

arbitration, and for the adoption by the Contractor of the applicable 

health, safety and other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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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C. 2001년 IAEA 공동연구과제 

연구보고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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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 공동연구과제(CRP) 연구보고서 요약

과제명

국    문

SBS-PCM을 이용한 광선 중첩법을 이용한 10 Hz 이

상의 고반복률을 가진 초고출력레이저 개발을 위한 

타당성 연구

    문

Feasibility study of high power laser system with 

beam combination method using phase conjugation 

mirrors of a stimulated Brillouin scattering for 

generating an ultra high power output with a high 

repetition rate over 10 Hz

연구책

임자

소속기관 한국과학기술원

소속부서 물리학과

성명 ( 문)                 공 홍 진 (Kong, Hong Jin)   

당해년도 연구기간 2001. 8. 1 ∼  2002. 3. 31 ( 9 개월 )

CRP 연구기간 (IAEA) 2001. 4. 1 ∼ 2002. 4. 30

지원 연구비                 2,100 천원 / 8개월

연구개발목표

Stimulated Brillouin scattering mirror(이하 SBS-PCM)

을 이용한 레이저 광선 재결합 레이저의 특성을 살펴

보고 이웃한 빔들 사이의 phase locking 가능성을 실

험적으로 조사하는데 있다.  

기 대 성 과

광선 재결합 레이저는 두 빔으로 갈라진 빔을 각각의 

SBS-PCM을 이용하여 위상공액파를 반사시킨 후 다시 

하나의 빔으로 재결합시키는 방식으로, 제한된 증폭에

너지의 한계를 극복하고 빔 품질이 개선되는 새로운 

형태의 고출력 레이저 개발의 가능성을 제시할 것이

다

CRP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제안 의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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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 공동연구과제(CRP) 연구보고서 요약

과제명

국    문
소프트웨어 기반 계측제어시스템의 정성적 요구명세 

정형기법 및 안전성 분석 기술 개발

    문

Development of qualitative formal method for 

requirements specification and safety analysis of software 

based I&C systems

연구책

임자

소속기관 한국원자력연구소

소속부서 미래원자력기술개발단, MMIS팀

성명 ( 문)         권 기 춘 ( Kee Choon Kwon )

당해년도 연구기간 2001.  8.  1 ∼  2002.  3. 31 ( 8 개월 )

CRP 연구기간 (IAEA) 1999 10. ∼ 2002. 9.

지원 연구비             1,700 천원 / 8개월

연구개발목표

 - 소프트웨어 기반 계측제어시스템의 정성적 요구명세    

   정형기법 및 안전성 분석 기술 개발

 - 안전소프트웨어 요구사양 정형명세 기술 개발

 - 요구사양명세 평가기준 개발

 - 요구사양명세 상용도구 분석

 - 요구사양명세 안전성 분석 기술 개발

기 대 성 과

 - 원전 안전계통 소프트웨어 기반 계측제어시스템의 정   

   성적 요구명세 정형기법 및 안전성 분석 기술 개발     

   기술의 국산화.

 - 소프트웨어 요구사양명세 검증기술의 국산화로 인한    

   유지보수예산 절감

 - 후속 원전의 기술접목에 따른 비용절감

 - 디지털 소프트웨어 기반 계측제어시스템의 정성적 요   

   구명세 정형기법 및 안전성 분석 및 신뢰성을 확보하   

   고 설계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원전계측제어시스템개발사업단 및 IAEA/CRP “원전    

   안전소프트웨어 개발방법론” 공개세미나(2002. 2. 28,    

   10:00~16:00, 원자력연수원 1층 강의실) 개최를 통하여   

   (9개기관 60명참여) 산.학.연 기술교류, 의견교환 및 토  

   론의 장을 마련하여 요구사양명세 합의점 도출. 

CRP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제안 의견

- 산.학.연 공동으로 콘소시엄을 구성하여 DOR 역할분담  

  에 의한 참여 방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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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AEA 공동연구과제(CRP) 연구보고서 요약

과제명
국    문 JENDL-3.2를 이용한 WIMS-D 라이브러리 개량

    문 Update of WIMS-D Library using JENDL-3.2

연구책

임자

소속기관 한국원자력연구소

소속부서 핵자료 평가랩

성명 ( 문)     길 충 섭  ( Gil, Choong-Sup )

당해년도 연구기간 2001.  8.  1 ∼  2002.  3. 31 ( 8 개월 )

CRP 연구기간 (IAEA) 2001.  2.  15 ∼  2002.  2. 14 (12개월)

지원 연구비     1800 천원 / 8개월

연구개발목표 - WIMS-D 라이브러리 개량 및 검증

기 대 성 과

- 격자 계산 정 도 향상

- 라이브러리 개발 능력 강화

- 라이브러리 관련 국제협력 강화 

CRP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제안 의견

- CRP 사업 홍보 강화

- CRP 사업 신청 절차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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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 공동연구과제(CRP) 연구보고서 요약

과제명

국    문
수소 및 수소화물에 의한 지르코늄합금의 기계적 및 물리적 

성질의 열화

    문

Hydrogen and Hydride Induced Degradation of the 

Mechanical and Physical Properties of Zirconium Based 

Alloys

연구책

임자

소속기관 한국원자력연구소

소속부서 원자력재료기술개발팀

성명 

( 문)
  김  석 (Kim, Young Suk)

당해년도 

연구기간
2001.  8.  1 ∼  2002.  3. 31 ( 8 개월 )

CRP 연구기간 

(IAEA)
98. 11. 1 ∼ 2002. 12. 31

지원 연구비                1,700 천원 / 8개월

연구개발목표
-표준화된 DHC 시험 방법 및 수소측정 절차의 개발

-가압경수로 피복관의 적용할 수 있는 DHC 시험 방법의 개발

기 대 성 과

-표준화된 DHC 시험 방법 개발 및 수소측정 절차 신뢰도 평

가

-KAERI DHC 시험 결과 및 특히 수소측정 결과는 일종의 

blind test임에도 KAERI의 결과가 참여 10개국 중 가장 우수

하게 객관적으로 확인되어, 우리의 우수한 연구실력을 확인하

음.

-고온.고압수 분위기에서 DHC 시험방법의 개발 

CRP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제안 의견

-예산 부족으로 인한 과제 수행의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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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 공동연구과제(CRP) 연구보고서 요약

과제명

국    문 BN-600 결과를 이용한 액체금속로 반응도계수 검증계산

    문
Benchmarks of Reactivity Coefficient Predictions in 

Liquid Metal Fast Reactor Using Results from BN-600

연구책

임자

소속기관 한국원자력연구소

소속부서 칼리머기술개발팀

성명 ( 문) 김 일 ( Kim, Yeong Il )

당해년도 연구기간 2001. 8. 1∼ 2002. 3. 31 ( 8 개월 )

CRP 연구기간 (IAEA) 1999. 10. 1 ∼ 2003. 12. 31

지원 연구비                 1,700천원 / 8개월

연구개발목표 - 액체금속로 반응도계수 계산체제 개선 및 검증

기 대 성 과

- 액체금속로 반응도계수 계산기법의 확립 및 계산 

정확도 향상

- 액체금속로 노심설계 및 안전성 해석 능력 제고

CRP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제안 의견

- 보다 많은 연구비 지원으로 참여 확대 유도

- IAEA 공동연구프로그램 홍보 위한 설명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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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 공동연구과제(CRP) 연구보고서 요약

과제명

국    문
IAEA CRP 수행을 위한 고온하 산화 Zircaloy-4의 

기계적 성질 열화 측정

    문

Measurement of Mechanical Properties Degradation of 
Oxidized Zircaloy-4 Under High Temperature for Contracted 

CRP with IAEA

연구책

임자

소속기관 한양대학교

소속부서 원자력공학과

성명 ( 문)      김  용 수  (Kim, Yongsoo)

당해년도 연구기간 2001.  8.  1  ∼  2002.  3. 31 ( 8 개월 )

CRP 연구기간 (IAEA) 2000. 7. ∼ 2003. 7.

지원 연구비 2,100천원 / 8개월

연구개발목표
고온에서 산화 Zircaloy-4의 기계적 강도에 미치는 

부식 향 연구

기 대 성 과

○ 연구의 결과로부터 생산된 지르코늄 합금의 기계

적 특성 data는 과학기술적으로 긴요한 자료임.

○ 이 자료는 현재 국가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신형/

개량형 핵연료 피복관 및 집합체 개발 연구에 기반 

자료로 직접 활용될 수 있음. 

○ 앞으로의 추세인 장주기․고연소 운전으로 인해 

더욱 심한 중성자 조사를 경험하게 될 피복관의 손

상 위험 증가를 감안한다면 원전의 안전운전 기술확

보에 기여할 수 있고 피복관 노내 조사거동 연구의 

기초 과학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CRP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제안 의견

○ CRP 사업에의 성공적 참여를 위해서는 CRP 사업 주

체 그룹에서의 연구목표와 지향을 정확히 파악해야 함.

○ 따라서 단순 안내에서 더 나아가 좀더 구체적인 관련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 등도 안내해 주는 것이 바람

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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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 공동연구과제(CRP) 연구보고서 요약

과제명

국    문 수입수산물중의 식중독 유발 병원성미생물 모니터링

    문
Determination of profiles of food pathogens in 

imported seafood in Korea

연구책

임자

소속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부서 식품평가부

성명 ( 문) 김창민 (Kim, Changmin)

당해년도 연구기간 2001. 8. 1 ∼ 2002. 3. 31 ( 8 개월 )

CRP 

연구기간(IAEA)
2001. 2. 15 ∼ 2002. 2. 24. (총 1년)

지원연구비 2,100천원/8개월

연구개발목표

○ 계절에 상관없이 집단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식중독 

발생 억제․감소를 통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감소

시키고, 식품 및 국민보건의 안전성확보를 위한 식품

위생 관리대책 마련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초자료

(위해식품중 식중독균 분포조사 ) 확보

○ 수입 냉동 수산물을 대상으로 Listeria monocytogenes, 

Vibrio parahaemolyticus, E. coli O157:H7, 

Staphylococcus aureus, Salmonella spp. 등 주요식중독

균의 오염도 조사 

기대성과

○ 수입수산물 중 위해 식중독균에 대한 오염도 파악 및 

국내산 수산물과의 비교검토 가능

○ 본 모니터링 결과를 국내유통 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식품위생 관리대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사용하여 

궁극적인 목표인 식중독 발생 감소를 통한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 

CRP사업 

참여확대를 위한 

제안 의견

○ 내실 있는 연구를 위해 지원연구비의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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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국    문
RT-PCR과 in situ  hybridization법을 이용한

 돼지 콜레라 바이러스의 감별진단법 개발

    문
Use of reverse transcriptase-polymerase chain reaction 
and in situ hybridization to differentially diagnose 
classical swine fever virus

연구책

임자

소속기관 전남대학교 

소속부서 수의과대학

성명 ( 문)  박 남 용  ( Park, Nam-Yong )

당해년도 연구기간 2001.  8.  1 ∼  2002.  3. 31 ( 8개월 )

CRP 연구기간 (IAEA) 2000. 11. 1. - 2002. 10. 31.

지원 연구비                2,100 천원 / 8개월

연구개발목표

○ 야외 감염예의 임상시료와 조직내에서의 방사선 동위원

소와 바이오틴 표지 Probe를 이용한 돼지콜레라의 진단

기법을 확립함

 1. 1차년도에 확립한 RT-PCR기법을 적용함

   - 감염예에서 돼지콜레라 바이러스의 핵산을 추출

   - RT-PCR 실시

 2. ISH 기법 적용

   - 방사선 동위원소 및 biotin  표지한 probe 제작

   - 임상시료의 전처리 실시 (임상시료를 슬라이드에 부

착)

   - 조직내에서 각각의 probe를 적용하여 ISH 실시

기 대 성 과

- 돼지콜레라의 청정화가 가시화 되어감에 따라 본 진

단기법을 이용한 돼지콜레라 진단은 질병의 근절과 이후 

정기검진등에 이용할 수 있음.  

- 유전자 교잡법(ISH)을 이용한 돼지콜레라의 진단은 

감염 초기에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이용해 임상시료(분변, 

타액, 뇨, 혈액 및 눈의 분비물 등)와 조직내에서 바이러

스를 직접 검출하는 신속하고 특이적인 방법으로 돼지콜

레라뿐만 아니라 다른 가축 전염성 질병의 진단기법의 개

발에도 많은 성장효과를 줄 수 있음

CRP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제안 의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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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국    문 국소 진행된 암에서 방사선 온열 병합치료 

    문
"Regional Hyperthermia Combined with Radiotherapy 

for locally advanced cancers."

연구책

임자

소속기관  메 리 놀 병 원 

소속부서 치 료 방 사 선 과

성명 ( 문)  박 정 호 (Park Jeong Ho)

당해년도 연구기간 2001.  8.  1 ∼  2002.  3. 31 ( 8 개월 )

CRP 연구기간 (IAEA)    2000.12.15 ∼ 2001. 12.1

지원 연구비    1,800 천원 /8개월

연구개발목표

   국소 진행된 암 치료에 있어서 기존의 방사선 단독치

료와 방사선 온열 병합치료의 효과를 비교하여 암 치료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효과적인 치료방법을 찾아

내고자 한다. 

기 대 성 과

  국소 진행된 암은 수술로써 적절하게 제거해 내는데 많

은 문제점이 있으며 치료결과도 만족하지 못한 경우가 대

부분이다. 따라서 새로운 치료법을 찾아내려는 시도가 여

러 분야에서 시도되고 있는바(항암 약물치료, 면역치료, 

수술전 방사선치료, 온열치료, 이들의 병합요법 등) 국소 

진행된 암 치료에 있어서 기존의 방사선 단독치료에 비해 

온열치료의 병합요법이 좋은 치료성적을 보일 경우에는 

국소 진행된 암 치료에 있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CRP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제안 의견



한.IAEA 공동연구프로그램지원사업

98

IAEA 공동연구과제(CRP) 연구보고서 요약

과제명

국    문
종양의 생존능 평가와 화학요법 및 방사선치료 후 

종양환자의 관리차원에서의 핵의학 상의 역할

    문

Role of radionuclide imaging in the study of tumour 

viabilbity and management of patients following 

chemotherapy or radiotherapy

연구책임

자

소속기관 성모병원

소속부서 핵의학과

성명 ( 문)           손  형  선    (Hyung Sun Sohn)

당해년도 연구기간 2001.  8.  1 ∼  2002.  3. 31 ( 8 개월 )

CRP 연구기간 (IAEA) 2001.  8.  1 ∼  2002.  7. 31 

지원 연구비               2,100천원 / 8개월

연구개발목표

ㅇ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상검사법의 가장 적절한 프

로토콜을 만들고자 하 다.

ㅇ핵의학 검사의 진단적 가치를 평가하고 역할을 결정하

기 위한 기본 데이터를 축적한다.

기 대 성 과

ㅇ유방종괴의 악성여부를 판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고 

또한 임파절 전이여부의 파악에도 좋은 정보를 줄 수 

있을 것이다. 

ㅇ특히 유방암환자의 수술 전에 시행하는 보조적인 화학

요법의 반응여부를 핵의학 검사로 객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ㅇ이와 함께 다발성약제내성의 발현정도를 찾아 항암요법

에 기대할 수 없는 환자의 선별도 가능할 것이다. 

ㅇ결과적으로 유방암환자의 진단 및 치료에 핵의학 상

검사를 이용하여 진단 및 치료성적을 높혀 삶의 질을 

높힐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CRP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제안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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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국    문
무기 및 유기흡착제, 역삼투막 및 한외여과막을 이용한 방

사성폐액 처리용 복합공정 개발

    문

Combined Process Development for Liquid Radwaste 

Treatment with Inorganic and Organic Sorbents, 

Reverse Osmosis and Micro/Ultrafiltration

연구책

임자

소속기관 한수원(주) 원자력환경기술원

소속부서 연구개발실

성명 ( 문) 송  명  재 (SONG, Myung-Jae)

당해년도 연구기간 2001.  8.  1  ∼  2002.  3. 31 ( 8 개월 )

CRP 연구기간 (IAEA) 1997. 7. 14 ∼ 2001. 12. 31

지원 연구비                 1,700천원 / 8개월

연구개발목표

◦원전에서 발생되는 모든 방사성폐기물을 효과적으로 처

리할 수 있는 실험실 규모 복합공정 개발

  - 실험실규모 복합처리시스템 실증 및 최종보고서

기 대 성 과

◦기술적 측면

  - 전처리공정을 비롯한 각 단위공정의 처리성능평가

    기술 습득하여 감용기술 및 처리기술 확보

◦산업․경제적 측면

  - 증발공정에 비해 시설투자비 및  운전유지비 절감

  - 시설의 해체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처분량의 감소

  - CRP 참여국가간의 기술정보 교환

CRP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제안 의견

◦IAEA CRP 신규사업에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IAEA CRP 주관하는 기관(KAERI)이 신규사업 발생시

마다 당해기관에 조속한 통보가 필요

◦IAEA CRP를 통한 연구비확보는 어려움으로 국내 필요

기술의 개발과제 제안 및 연구비를 확보하고,  IAEA 

CRP 참여하거나 도출된 IAEA CRP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는 국내 중장기연구계획과 연계하여 연구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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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국    문
환경동위원소를 이용한 제주 동부지역 지하수의 염수화

현상 구명 

    문
Environmental isotope-aided study for elucidating 

groundwater salinization on Cheju island

연구책

임자

소속기관 제주대학교 

소속부서 방사능이용연구소

성명 ( 문) 송 성 준 ( Sung-Jun Song )

당해년도 연구기간 2001.  8.  1  ∼  2002.  3. 31 ( 8 개월 )

CRP 연구기간 (IAEA) 2000. 8. 1 ∼ 2002. 7. 31

지원 연구비               2,100 천원 / 8개월

연구개발목표

․지하수중의 환경동위원소를 분석하여  

․제주 동부지역의 지하수 염수화 현상을 구명하고

․지하수의 염분 기원을 판별하는 동위원소 분석기술개발

기 대 성 과

․핵기술을 이용한 지하수 오염 연구 방법론 제시

․지하수의 염분화 원인이 해수 침투에 의한 것임을 구명

․제주 동부 지역 지하수의 체계적인 관리 및 보전 방안

을 위한 기초자료 제시 

․새로운 동위원소 지문기술 도입 및 정착화 

CRP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제안 의견

․ CRP 사업을 수혜하기 위해서는  IAEA에서 공모하는 

분야에 부합되어야 하는 데,

․ 이러한 공모 과제 분야를 설정할 때  분야별로 한국 

측 의견이 적극 개진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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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국    문   돌연변이와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한 벼 품종개량

    문
Rice varietal improvement by induced mutation and 

related biotechnology

연구책

임자

소속기관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소속부서                    작물생산학부

성명 ( 문)              안 상 낙 ( Ahn Sang-Nag )

당해년도 연구기간        2001.  8.  1  ~  2002.  3. 31 ( 8 개월 )

CRP 연구기간 

(IAEA)
           1999. 8   ~   2002. 12 (3 년)  

지원 연구비              2,100천원 / 8개월

연구개발 목표

 

 o 직파재배 적성 벼 품종 육성을 위해 직파적성 특성     

중 저온발아율, 저온신장성 등에 관여하는 유전자의     유

전 분석 및 DNA 분자표지를 위해 고 도 유전자     지도

를 작성하고 있으며 DNA표지를 이용하여 직파     적성 

품종 육성을 위한 중간모본 혹은 품종으로 이     용될 수 

있는 근동질 유전자계통을 육성함 

 o 소얼성 관여 유전자 분석을 위한 유전자지도를 작     

성하고 소얼성 유전자 DNA 연관표지를 이용한 

   계통 육성의 육종 효율 증진 

기 대 성 과

 o 벼 저온발아성 등이 향상된 계통의 선발시 DNA 

   연관표지를 적용함으로써 육종 효율 증진 

 o 벼 직파재배 적성 소얼성계통 선발을 위한 기초 

   자료 제공

 o 벼 직파재배 품종 육성을 위한 교배모본 개발 

CRP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제안 의견
o Matching 자금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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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국    문  농약품질관리를 위한 다성분 동시분석법 연구

    문  Studies on Pesticide Quality Control Measures

연구책

임자

소속기관  농업과학기술원

소속부서  작물보호부

성명( 문)  오병렬 (Oh, Byung-Youl)

당해연도 연구기간  2001. 8. 1 ∼ 2002. 3. 31 (8 개월)

CRP 연구기간 

(IAEA)
 2001. 1. ∼ 2003. 12

지원 연구비  2,100 천원/8 개월

연구개발목표
 ○ 농약제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농약 다중분석법 

개발과 CIPAC 및 AOAC에 분석법 등재

기 대 성 과

 ○ 농약분석기술에 대한 국제적 인식제고

 ○ 다성분 분석기술 사용으로 분석소요시간 및 분석

비용절감

CRP 사업 

참여확대를 위한 

제안 의견

 ○ 각 분야의 과학자가 CRP 사업 참여로 국제적으

로 자신의 학문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로 

삼을 것

 ○ CRP 사업은 아주 깊은 학문을 연구하는 것이 아

니라 여러 과학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학문을 

연구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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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 공동연구과제(CRP) 연구보고서 요약

과제명
국    문  연구용 원자로 제염해체 IAEA 협동연구

    문
Decontamination and  Decommissioning Techniques for 
Research Reactors

연구책

임자

소속기관 한국원자력연구소

소속부서 핵화공연구팀

성명 ( 문)     오 원 진  (  Oh, Won-Zin  )

당해년도 연구기간 2001.  8.  1 ∼  2002.  3. 31 ( 8 개월 )

CRP 연구기간 (IAEA) 1997. 7 ∼ 2002. 12. 31

지원 연구비        1,700 천원 / 8개월

연구개발목표

 IAEA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연구로 제염해체 선진 

기술 및 정보 확보와 해외 기술협력 기반 구축

기 대 성 과

 - 국내 토양폐기물 제염 기술과 경험을 향후 국내 

TRIGA MARK II, III 제염해체 사업에 반

 - 원자력연구소에 누적된 4500드럼의 토양폐기물 제

염에 기술 및 정보 반

 - IAEA 연구로 해체 기술보고서 발간

CRP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제안 의견
- IAEA CRP지원 예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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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국    문
감마선 조사가 간흡충의 생존과 염색체 변형에 미치는 

향

    문
Effects of gamma-irradiation on the survival and the 

chromosomal aberration of Clonorchis sinensis

연구책

임자

소속기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소속부서 기생충학교실

성명 ( 문)          용태순   ( Yong Tai-Soon )

당해년도 연구기간 2001.  8.  1 ∼  2002.  3. 31 ( 8 개월 )

CRP 연구기간 (IAEA) 2000. 12.  15 ∼ 2002. 12.  14

지원 연구비      2,100 천원 / 8개월

연구개발목표

-  방사선 조사가 그 조사량에 따라 기생충의 생존에 미치

는 향을 감염률을 분석하여  알아냄.

- 생존한 기생충의 생식소에 일어난 변화를 염색체의 형태

를 분석함으로써 알아본다. 

기 대 성 과

- 이 방법은 아직까지 세계적으로도 기생충 감염에 관한 

연구에서는 많이 사용되지 않은 방법과 기술로서 기생충

에게 방사선조사 함으로서 염색체에 미친 향을 본 창

의적인 연구결과를 얻음.

CRP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제안 의견

- 연구비의 의도는 좋으나, 연구비의 액수가 다른 기관에

서 주는 연구비에 비해 너무 적어서 다시 이런 규모의 

연구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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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국    문 감마선 조사에 의한 신선 과채쥬스의 위생화

    문
Sanitizing effect of gamma irradiation on fresh

vegetable-extract juices

연구책

임자

소속기관 한국원자력연구소

소속부서  RI/방사선 응용연구팀

성명 ( 문) 육홍선  (Yook, Hong-Sun)

당해년도 연구기간 2001.  8.  1 ∼  2002.  3. 31 ( 8 개월 )

CRP 연구기간 (IAEA) 2001.  4.  1 ∼  2002.  3. 31

지원 연구비  2,100 천원 / 8개월

연구개발목표

 o 건강식품류의 위생적 살균 및 안전 유통방법 개발로 국

민보건 향상에 기여 

 o 국내 관련 산업체의 생산성 향상 및 중소기업 기술지원 효과  

 o 비가열 살균방법의 국내 연구방향 제시로 학술적 기여 효과

 o 방사선 조사식품의 미생물학적, 양학적, 독성학적 

   안전성 입증

기 대 성 과

 o 녹즙의 유통기간 연장에 따른 비용 절감 및 생산효과 증대

 o 녹즙의 살균처리로 국민보건향상 증대 효과에 따른 의

료비 절감 효과

 o 타 살균기술 처리 감소에 의한 살균처리 비용 절약 효과 

 o 국내 관련 산업체의 유통기한 연장에 따른 생산성 향상 효과

 o 관련 산업체의 본 기술 이용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지원 효과  

 o 살균처리에 의한 유통기한 증가효과로 산업적 이용성 증대

CRP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제안 의견

 o 연구소는 많이 알고 있으나, 대학에서는 아직 많이 모

르는 관계로 홍보확대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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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국    문 에너지원별 환경 향 비교평가를 위한 방법론 개발

    문
Development of Comparative Assessment Tool for 

Environmental Impact of Energy Sources

연구책

임자

소속기관 한국 과학 기술원

소속부서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성명 ( 문)           이  건  재 ( Kun Jai Lee  )

당해년도 연구기간 2001.  8.  1  ∼  2002.  3. 31 ( 8 개월 )

CRP 연구기간 (IAEA) 2000. 7 ∼  2003. 6

지원 연구비 1,700천원 / 8개월

연구개발목표
원자력 발전 및 석탄화력 발전의 환경 향을 비교․평가

할 수 있는 방법론 개발

기 대 성 과

기술적 측면 

국내 원자력 발전 및 석탄 화력발전에서 발생하는 환경위

해 물질을 정량적으로 DB화 한다는 것은 그 동안 국내 

Standard 자료 부족의 문제점을 해결하 다는 점에서 중

요함. 또한 방사선적, 비 방사선적 위해도를 동시에 비교

할 수 있는 환경 향 평가기법은 향후 정확하고 객관적

인 환경 향 평가 결과를 제시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경제․산업적 측면

원자력발전 및 석탄화력발전의 환경 향을 비교 평가함으

로써 국가 전원 개발 계획 시 기본 자료로 활용하고 원자

력 발전의 경우 후행 핵주기 정책 결정 시 환경성 인자의 

정량화 평가 기법으로 응용 될 수 있음

CRP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제안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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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국    문
연구용 원자로 학률론적 안전성 평가를 위한 IAEA 신뢰

도 자료의 최신화 및 확장

    문
Update and Expand the IAEA Reliability Database for 

Research Reactor PSA

연구책

임자

소속기관 한국원자력연구소

소속부서 연구로기술개발과제

성명 ( 문) 이 기 홍 (LEE, Kye Hong)

당해년도 연구기간 2001.  8.  1 ∼  2002.  3. 31 (8 개월 )

CRP 연구기간 (IAEA) 2001. 4. 3. ∼ 2004. 12. 31

지원 연구비       1,700천원 / 8개월

연구개발목표
참여기관에 의해 수집된 연구로 자료를 분석 및 포함하여 

기존의 IAEA 신뢰도 database를 최신화 및 확장

기 대 성 과

1) 기존의 IAEA 신뢰도 자료 구축 방법과 자료 해석 방법

을 이해하여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게 됨.

2) 하나로 신뢰도 자료를 구축 및 분석하여 하나로 운 에 

반 하여 효율적 운 에 도움이 되도록 함.

3) 타 기관의 신뢰도 자료가 포함된 일반적 자료를 타 기

관과 함께 만듦으로써 숙지된 generic 연구로 신뢰도 자

료를 얻게 됨

4) 이 generic 연구로 신뢰도 자료는 새로운 연구로 설계에 

필요한 귀중한 PSA 신뢰도 자료가 됨.

CRP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제안 의견

현재 연구로 신뢰도 자료 확보는 초기 상태로서 관련자의 

관심이 필요하며 본 과제를 통해 연구 결과의 효율적 적

용 가능성을 보여 후속 투자를 유도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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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국    문

Isolation and Clonging of Hypernodulation Gene in 

Soybean

    문 콩 다량뿌리혹 형성 유전자의 분리 및 동정

연구책

임자

소속기관 서울대학교

소속부서 식물생산과학부

성명( 문) 이석하 (Lee, Suk-Ha)

당해년도 연구기간 2001.  8.  1 ∼  2002.  3. 31 ( 8 개월 )

CRP 연구기간 (IAEA) 1999. 8. 1 ∼ 2002. 7. 30

지원 연구비                2,100 천원 / 8개월

연구개발목표

- 신팔달콩과 hypernodulatiog 돌연변이 개체인 SS2-2 두 

품종에 Bradyrhizobium을 접종 후  cDNA-AFLP 분석 방

법을 이용하여 이 두 콩 품종의 유전자 발현양상 차이를 

비교하여 발현양상에 차이가 나는 유전자를 획득, 분석하

여 뿌리혹의 형성을 조절하는 유전자를 SS2-2 품종에서 

획득

기 대 성 과

- cDNA-AFLP분석 방법은 단시간에 전체 유전자의 발현

양상 차이 비교가 가능하여 초다 뿌리혹 형성에 관련된 유

전자의 클로닝이 용이

- 초다 뿌리혹 형성 돌연변이 개체는 정상적인 식물체와 

거의 유사한 수량을 유지시키면서 질소 결핍 토양에 생리

학적 질소 고정량을 증가시킬 수 있어, 전체 질소 시비량

을 감소시켜 화학적 비료에 의한 토양 환경오염을 방지

- 돌연변이 개체는 형성되는 뿌리혹의 수가 모본에 비해 

5-10배정도 많기 때문에 질소 시비량을 절감하여도 재식

도를 증가시키면 수량이 증가하여 전체 생산량을 증가시켜 

새로운 작부체계 기술을 발달 시킬수 있슴.  

- 대기 질소 고정능력의 향상으로 전체적인 시비량의 감소

로 토양환경의 오염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질소가 

결핍된 척박지에서의 콩의 재배가 가능하며 콩생산 재배 

면적의 확대를 가져올수 있을 것으로 기대

CRP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제안 의견

각 분야 별 연구 역이 너무 좁아서 참석할 수 있는 범

위의 국내 연구자가 많지 않음. 따라서 보다 광의의 연구 

범위가 설절되면 가능하리라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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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국    문
188Re 표지용 리피오돌 킷트의 생산 및 공급

    문
Production and supply of kits for labelling lipiodol 

with 188Re

연구책

임자

소속기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소속부서 의학과 핵의학교실

성명 ( 문)  정 재 민       ( Jae Min Jeong  )

당해년도 연구기간 2001.  8.  1 ∼  2002.  3. 31 ( 8 개월 )

CRP 연구기간 (IAEA) 2001. 3. 1.  ∼ 2002. 2. 28.

지원 연구비     2,100 천원 / 8개월

연구개발목표
전 세계 10 개국에 188Re-lipiodol 킷트를 제조 공급.

기 대 성 과

- 188Re-lipiodol의 표지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선도국이 되고 또한 세계 각국에서 동위원

소를 이용한 간암 치료 기술이 발전하여 널리 사용되

게 됨.

- 인구가 많은 아시아 국가에 저렴하면서도 뛰어난 간

암 치료 기술을 전파하여 아시아 국가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됨.

- 이 연구에 사용되는 물질은 우리가 특허를 가지고 

있으므로 임상시험이 성공할 경우 우리 나라가 주도

가 되어 산업화를 할 수 있음.

CRP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제안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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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국    문 베타방출 방사성의약품의 관상동맥 전달 방법 확립

    문
Establishment of delivery procedure of beta-emitting 

radiopharmaceuticals to the coronary artery

연구책

임자

소속기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소속부서 의학과, 핵의학교실

성명 ( 문)      정 준 기  (June-Key Chung)

당해년도 연구기간 2001.  8.  1 ∼  2002.  3. 31 ( 8 개월 )

CRP 연구기간 (IAEA) 2000. 11. 15 ∼ 2002. 11. 14

지원 연구비             2,100천원 / 8개월

연구개발목표

관상동맥 조사에 필요한 베타선 방출 핵종 치료 시스템 

확립

- Re-188 표지 DTPA 방사성화합물의 생산 개발

- Re-188 coated balloon system 개발 기초 연구

기 대 성 과

- 관상동맥 조사용 방사성의약품 개발

- IAEA의 다국가임상연구의 기초 자료 제공

- IAEA 다국가임상연구에서 우리나라 protocol을 

   사용하기로 합의

CRP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제안 의견

- 우리나라 제품, 기술이 관련된 사업에 적극 참여하기 

위하여 정부의 보조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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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국    문
하수처리장 진단을 위한 방사성추적자 및 전산유체역학 

응용기술 개발

    문

Application of radiotracer technology and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simulation for diagnosis of waste water 

treatment plant

연구책

임자

소속기관 한국원자력연구소

소속부서 하나로이용연구단, 동위원소‧방사선응용연구팀

성명 ( 문) 진 준 하  (Jin, Joon-Ha)

당해년도 연구기간 2001.  8.  1 ∼  2002.  3. 31 ( 8 개월 )

CRP 연구기간 (IAEA) 2001.  3.  1 ∼ 2002. 2. 28. (1년)

지원 연구비  2,100천원 / 8개월

연구개발목표
․침전조 진단을 위한 추적자기술 개발

․침전조에 대한 전산유체역학 모델 작성

기 대 성 과

․동일한 RI를 이용한 물 및 플럭의 추적자 개발

․침전조 추적자 실험기법 개발 및 장비 제작

․침전조에서의 방사성추적자 실험 및 데이터 분석

․침전조의 기초 전산모델 구성 및 추적자실험 결과를 

  활용한 모델 검증 

․최종 전산모델을 이용한 다양한 조건에서의 물과 플럭

  흐름의 가시화 

CRP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제안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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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국    문
유기점토를 이용한 우라늄 제조 잔류 폐기물(mill 

tailing)의 복원

    문
Remediation of uranium mill tailings using 

organo-clays

연구책

임자

소속기관 경북대학교

소속부서 환경공학과

성명 ( 문)             최상준   (Choi, Sang June)

당해년도 연구기간 2001.  8.  1 ∼  2002.  3. 31 ( 8개월 )

CRP 연구기간 (IAEA) 2000. 6. 1∼2004. 12. 31

지원 연구비         1,700천원 / 8개월

연구개발목표

흡착/탈착 연구에 의한 유기점토 등의 흡착제의 우라늄의 

흡착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우라늄 오염정화 및 이동 억제 

기술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기 대 성 과

유기점토는 환경유기오염물질의 오염정화를 위하여 연구

개발되고 있는데, 우라늄과 같은 방사능 오염원에 대해서

도 동시에 사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실제 적용연구를 위한 

기초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CRP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제안 의견

보다 충실한 연구를 위해 연구비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

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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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국    문
즉발감마중성자방사화분석법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경

원소(A<45)에 대한 prompt k0-factor의 측정 및 평가

    문

Measurement and Evaluation of Prompt k0-factor for 

Light Elements(A<45) on Development of a Database 

for Prompt Gamma-ray Neutron Activation Analysis

연구책

임자

소속기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소속부서 원자핵공학과

성명 ( 문) 최 희 동  (CHOI, Hee Dong)

당해년도 연구기간 2001.  8.  1 ∼ 2002.  3. 31 ( 8 개월 )

CRP 연구기간 (IAEA) 1999. 5. ∼ 2002. 4.. 

지원 연구비 1,700천원 / 8개월

연구개발목표

1. 최종목표 - PGAA(Prompt Gamma Activation 

Analysis) 분석법의 정립과 활용

2. 당해연도 목표 - Cd, Sm, Gd, Eu 등의 강한 중성자 흡

수체에 대한 prompt k0-factor 결정

기 대 성 과

1. SNU(Seoul National University)-KAERI(Korean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PGAA 장치 분광계

통에 대한 에너지 및 효율 검정을 통한 범용 PGAA 분

석 장치로의 개발 토대 마련

2. 강한 중성자 흡수체에 대한  prompt k0-factor 및 상대 

감마선 방출세기 결정

3. k0-표준화 PGAA 분석법 정립을 위한 토대 마련

CRP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제안 의견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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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국    문 소형시편을 이용한 원자로용기강의 파괴인성평가

    문
Fracture toughness evaluation of RPV steels

using small size specimens

연구책

임자

소속기관 한국원자력연구소

소속부서 하나로이용연구단 원자력재료기술개발팀

성명 ( 문) 홍  준  화  (Hong, Jun-Hwa)

당해년도 연구기간 2001.  8.  1 ∼  2002.  3. 31 ( 8 개월 )

CRP 연구기간 (IAEA) 2000. 6. 1 ∼ 2004. 5. 31

지원 연구비                 1,700 천원 / 8개월

연구개발목표

- 최종목표 : 소형시편을 이용한 원자로압력용기강 파괴인

성 직접평가 기술구축

- 당해연도 목표 : PCVN 시편을 이용한 정적/동적 파괴인

성 특성 평가기술 확보 (JRQ 재료의 정적/동적 파괴인성 

특성 시험분석)

기 대 성 과

- PCVN 동적파괴인성 시험을 위한 dynamic data 

acquisition instrumentation 시스템 보완 및 특성시험

- 노후 원전 원자로압력용기의 조사취화를 감시시편을 사

용하여 정량적 파괴인성을 직접 평가할 수 있는 기술기

반 확보가 기대됨

- 동적/정적 파괴인성 특성 차이의 정량화를 통해 재래적 

충격시험에 근거한 건전성 분석기준을 새로운 파괴인성

값으로 대체할 수 있는 국내 기술기준의 마련이 가능

CRP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제안 의견

-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원사업비 규모를 확대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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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국    문
원전 중대사고 해석을 위한 철 및 니켈 기저합금의 

크리프 데이터베이스 개발

    문
Development of Creep Database for Fe and Ni-base 

alloys under Severe Accident Conditions

연구책

임자

소속기관 서울대학교

소속부서 원자핵공학과

성명 ( 문)    황 일 순   ( Hwang Il Soon )

당해년도 연구기간 2001.  8.  1 ∼  2002.  3. 31 ( 8 개월 )

CRP 연구기간 (IAEA)  2000.  10.  1 ∼  2002. 9. 30

지원 연구비                2,100 천원 / 8개월

연구개발목표

노즐 및 용접재를 포함한 압력용기의 크리프 데이터 베이

스를 중대사고 크리프 해석에 사용될 수 있는 형태로 구축

한다. 

기 대 성 과

- 원전 노심용융 사고에 대한 크리프 데이터베이스 구축

- 노심용융 사고해석의 편리성 및 신뢰성 향상

- 데이터 오차범위 정량화로 인한 신뢰성 및 경제성 향상

- 오차범위 정량화로 인한 안전성 향상

CRP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제안 의견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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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

1. 이 보고서는 과학기술부에서 시행한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연구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과학기술부에서 시

행한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3. 국가 과학기술 기 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 

또는 공개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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